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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지 관계자로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
에서 참석하였으며,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인 UNDP, GGGI, KOICA 캄보디
아 사무소에서도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 연구기관인 ERIA, IGES에서도
참석하여 캄보디아의 환경문제와 이를 위한 협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USAID 환경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림 분야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한
현황도 점검하였다. 문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5개의 환경 도전(산림, 물과
위생, 폐기물, 기후변화, 대기)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IGES의 IVAT 방법론을
통하여 SDGs와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캄보디아 국가 및 환경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자
연환경과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
하였다. 캄보디아의 2030 의제와 캄보디아 SDG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가장 잘
반영된 사각전략을 시작으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주요 전략 및 계획과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이어서 세부 분야별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환경 도전과 갭 분석에 대하여 이해를 높
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을 분야, ODA 규모,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지원 분야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의 기준에 따라 ① 환경보호ㆍ자연보전 ②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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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③ 물과 위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헌조사, 현지 워크숍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도
전을 도출하였다. 환경 도전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으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이후 각 도전의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의 핵심은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
성 분석이다. 이 분석의 목적은 각 환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
여 이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ㆍ이행ㆍ평
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IGES의 IVA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환경 도전을 반영하는 SDG(Goal 15: 산림생태계, Goal 6: 물과 위
생, Target 12.4: 폐기물, Goal 13: 기후변화, Target 11.6: 대기)를 중심으
로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어떤 Goal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
여 나타내고, 목표와 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너지
와 상충성을 분석하였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
서 각 환경 도전의 협력사업이 어떻게 개선 및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현황과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
다. 우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SDG 이행과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기 국
별 협력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캄보디아 CPS(2016~2020)를 통하여 중점협
력 분야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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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개발협력 현황을 ① 전반적 협력 ② 대아세안 협력 ③ 캄보디아 협력
의 순서대로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대캄보디아 지원 현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환경분야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조 집행기관인 KOICA와 EDCF를 살펴보고, 기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주요
환경분야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평가하였다. 이는 앞 장에서 도출된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측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
방향에는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한 현실과 수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 도전과 SDGs 상
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
나는 잠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협력 방안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과정
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반영되어야 할 대외정책 기조를 포함하였다. 대표적
으로 신남방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2019년 11월 25~27일에 개최되었
던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개발협력 추진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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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② 능력 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③ 추가적 재원 확
보 ④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가 그것이다. 기본 방향과 추진 방
안을 토대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제시하면서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계된 다
른 부문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각 환경 도전별로 첫째(산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
성화 사업, 둘째(물과 위생),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
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 셋째(폐기물 처리),
①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매립장 건립 지원 ② 농촌
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넷째(기후변화), 산림복구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섯째
(대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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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1.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캄보디아 환경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강
구하고자 수행되었다.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 이하 캄보디
아)은 한국정부의 중점협력 대상국(2016~20)으로 선정되어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의 분야별 유ㆍ무상 지원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환경
분야에 포함되는 물 관리 분야가 우선협력 분야로 제시되어 있지만 한국의 대
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제한적이다.
UN은 리우선언(1992년)에서 환경보호와 개발, 두 개의 양립하는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
로 인한 환경 훼손을 인식하는 전 지구적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녹색성장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더욱 세부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이
재차 강조되었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채택되고, 이와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가 수립되
었다. SDGs는 개별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담은 범지구적 목표와 방향이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다. 2030
년까지 자국의 대내외적인 환경과 실정에 맞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SDGs의
구체적인 목표 실행을 위하여 세부 이행전략, 실천 과제와 평가 지표 등을 알맞
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SDGs를 국가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의 직속 기구 혹은 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별로 SDGs 이행을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SDGs 채택에 이어 2015년 12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를 토대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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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당사국은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하여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
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SDG 13(기
후변화)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국가의 경제개발은 교통 인프라,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 개선, 인
력양성, 보건의료, 농림수산,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국가 또는 민간 주도의 수많은 개발사업이 뒤따른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와 생태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환
경문제에도 소득 창출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 행위가 단행된다.
캄보디아의 환경문제는 경제개발, 도시화 등으로 인해 1990년대부터 그 심
각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산림 및 생태계 파괴, 수질 악화, 대기 오염 등 자연
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한 방안이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캄보디아의 자연자원 훼손이 빠르게 확대되며 숲 및 습지 면적이 감소되
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으로 홍수 등 기후변화 관련 재해의 규
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국가의 성장 동력을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농업은 기후조건에 큰 영향을 받으며 기후변화
적응능력이 매우 낮은 국가(메콩 유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베트남과 태
국은 상대적으로 적응능력이 높음)1)로서 SDGs와 신기후체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자연자원 보
전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요
컨대, 캄보디아 정부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반드시 국가개발정
책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과 인력 등의 제반 조건이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
1) 자료: Standard&Poor’s Ratings Services(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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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가개발정책이나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저탄소 경제성장을 목표로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을 만들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 인간 복지 등을 위해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 간의 상생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 지속
가능발전협의회를 조직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국제사회의 기조를 바
탕으로 환경 관련 정책을 수립ㆍ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환경 영역들이 존재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공여국이 환경 외의 다른 중점 분야에 원조를 하는 반면에, 오랜 기간 동안 환
경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온 국가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아시아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는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방향과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찰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기본 방향과 추진 방
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를 제2기 중점협력대상국
(24개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2기 국가협력전략(2016~20)을 수립하
고, 중점협력 분야 4개(① 교육 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 농촌개발)를
선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주체들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별 이슈 및 전략ㆍ계획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진행
하는 주요 공여국 및 기관들의 사업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SDGs 상호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각 환경 도전이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목표들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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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너지 및 상충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협력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어떠한 환경
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환경분야별 이슈 및 전략ㆍ계획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공여국 및 기관들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캄보디아 환경 도전 과제들이 비단 환경분야에만 국한
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목표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캄보디아 환경분야 관련 연구로는 먼저, 캄보디아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연구센터 설립 지원방안 수립(2014)이 있으며 캄보디아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분석하고 한국ㆍ캄보디아 협동 환경연구센터 설립 방향을
제안하였다.2) 또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에서 발간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Asia: Cambodia(2018)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환경 관련
목표들을 중심으로 이행 현황, 도전과제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3)
한국의 환경분야 ODA 사업에 대한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로는 첫째, 환경
산업 ODA 및 국제협력 추진전략 수립(2017)에서 개도국의 환경시장 성장과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진출을 촉진하는 환경산업 ODA 사업 추진전략을
2) 유헌석 외(2014), pp. 1~75.
3) Lee and Park(2018), pp.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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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지속적 협력이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4) 둘째, 환경분
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2016)에서는 국제
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환경부가 수행해야 하는 환경분야 ODA 사업의 내부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평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5) 그 외에도 한국의 산림 분야 국별
협력전략(CPSF) 수립(2015)에서 산림 분야 중점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산림협력전략을 제시하였다.6)
이 연구는 캄보디아 환경분야 도전과제를 심층 조사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캄보디아와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SDG의 지표 수준에서 169개의
모든 세부목표를 대상으로 목표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하는 국제환경전략
연구소(IG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의 SDG
Interlinkages Analysis & Visualisation Tool (V.3) (이하 IVAT)를 활용하여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매핑하였다. 이 방법론을 통하여 나타나는 잠재적인 시
너지와 상충성을 알아보고, 시급하고 중대한 환경 도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
선하고, 다른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구성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이슈 및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대캄
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이계천 외(2017), pp. 1~153.
5) 조공장, 서아람(2016), pp. 1~103.
6) 유병일 외(2015), pp,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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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캄보디아 분야별 환경 이슈 및 국제
개발협력사업 전반의 규모와 사업 현황, 환경분야 개발협력 현황들을 파악하였
다.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황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을 개최하여
캄보디아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Royal Academy of Cambodia) 등
캄보디아 정부기관 환경협력 수요를 확인하였고 UNDP, GGGI 및 국내의 국
제개발협력 주체인 KOICA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관별 환경협력 사
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외에도 USAID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 산림 분야 주요 이슈와 협력사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캄
보디아 현지 워크숍 및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는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
발협력사업 현황 분석 및 한국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제시에
활용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캄보디아 부흥개발청(CRDB: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산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의 ODA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주요 공
여국 및 기관들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규모,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실
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IGES가 2015년에 개발한 IVAT을 활용하여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에 상응하는 목표들이 다른 SDG와 어떤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였다. 또한 각 세부목표 및 지표들이 맺고 있는 상호작용에 따라 잠재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및 상충 효과를 분석하였다.

나. 연구 구성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캄보디아의 환경 및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파악이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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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졌다. 캄보디아 정부의 환경정책 동향 및 관련 계획들을 검토하였
으며 캄보디아 개발협력사업 주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환경보호ㆍ자연
보전, 기후변화, 물ㆍ위생 분야 지원 동향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각 환
경 도전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분야의 목표, 즉 Goal
6, 11, 12, 13, 15가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의 목표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
타나는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 및 상충 효과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이어서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들이 실제 지원사업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통하여 현재 캄보디아가 추진
중인 각 목표들의 이행 성과 및 도전과제를 알아보았다. 이어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KOICA 중장기 전략 등
을 통하여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기본 방향과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개발협
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에 환경분야의 개발협력 지원 현황과 그 성
과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한국의 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
다. 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세부 협력 방안을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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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1. 국가 현황
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3. 환경분야 국제협력
4. 시사점

캄보디아의 환경문제는 급속한 경제개발, 도시화 등으로 인해 1990년대부
터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산림파괴, 육상 및 수상 생태계 훼손,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생활ㆍ산업 폐기물과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환경을 파
악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지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
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자연
환경 및 경제ㆍ사회적 현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1. 국가 현황
가. 자연환경 현황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국가로 북서쪽으
로는 태국, 라오스, 동남쪽으로는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캄보디아의 평
원은 북쪽으로는 단그렉(Dangrek) 산맥과 서쪽으로 카르다몬(Cardamom)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동쪽으로는 산림 및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진 이스
턴 하이랜드(Eastern Highlands)까지 평야가 뻗어 있으며, 동쪽의 베트남 센
트럴 하이랜드(Central Highlands)와 남쪽의 라오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가면적은 1,810만 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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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캄보디아 주요 지형과 주변국

자료: C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0).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산림피복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산림지역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특히 서남부와 북동부 지역
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9만 6,000km2 이상(캄보디아 전국의 43%
해당)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나 UN FAO 토지이용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 산림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2% 감소하였다. 캄보디아 산림벌채 핫스
팟(hotspots)은 [그림 2-2]에 표시되어 있듯이 전국 산림지역에 퍼져 있다. 캄
보디아 산림벌채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업ㆍ임업 활동의 확대, 도로건설 등 인
프라 확장, 자원개발 등이 포함된다. 산림의 과도한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산림
황폐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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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림 2-2. 캄보디아 산림벌채 핫스팟

자료: USAID(2019), p. 6.

캄보디아의 산림지역은 인도ㆍ미얀마 생물다양성 핵심지역(Indo-Burma
Biodiversity Hotspot)의 일부를 포함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적색목록(Red List)
위기종의 1.6%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닌
국가이다. 대메콩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의 주요 생물다양성 보
존 생태통로 9개 중 5개가 캄보디아에 위치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의 생물다양
성 종의 개수와 풍부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캄보디아 국토 면적의 약 5%는 강과 호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메콩강
과 톤레삽(Tonle Sap) 호수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강과 호수이다. 캄보디아
중심부를 관통하는 메콩강과 함께 그 지류와 연결되어 흐르는 2,700km²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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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레삽(Tonle Sap) 호수는 약 300만 명의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식수, 생활용
수, 어류자원을 공급하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톤레삽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
펜에서 100Km에 달하는 지류로 메콩강에 연결되며 건기에는 톤레삽 물이 메
콩강에 흘러 들어간다. 반면 우기에는 메콩강의 수위가 높아져 반대로 역류하
여 호수 면적이 2~3배로 불어난다. 톤레삽 호수는 동남아 최대의 담수호로 메
콩의 심장부로 알려져 있으며 1997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UNESCO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류 수력발전, 관개 댐 및
유량 체계를 변화시키는 기타 구조물 등은 생태적, 물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톤레삽 호수를 포함한 하류 ‘3S’ 하천7) 유역에 미치고 있다. 특히 흰어
깨따오기(white-shouldered ibis), 이라와디돌고래(Irrawaddy dolphins)
등을 포함한 14종의 멸종위기종과 최소 100개의 이 지역 고유 종을 포함한 약
300여 개의 어종이 3S 하천에 서식하고 있다.8)

나. 경제ㆍ사회적 현황
캄보디아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7%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2018년 경제성장률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7.2%를 기록하였다. 1인
당 GDP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512달러(World Bank 추
정)로 인접국이며 중저소득국인 라오스(2,568달러), 미얀마(1,326달러)와 비
슷한 수준이지만 ADB,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캄보디아가 성장 잠재
력이 있어 향후 몇 년간 현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Se Kong River, Se San River 및 Sre Pok River를 ‘3S’ Rivers로 표현한다.
8) USAID(201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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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캄보디아의 연도별 국내총생산
연도

GDP 성장률(%)

GDP(십억 달러)

1인당 GDP(달러)

2010

6.0

11.24

785.5

2011

7.1

12.83

827.8

2012

7.3

14.05

873.9

2013

7.4

15.23

922.9

2014

7.1

16.70

972.7

2015

7.0

18.05

1024.6

2016

7.0

20.02

1079.6

2017

6.9

22.18

1137.8

2018

7.5

24.57

1205.3

자료: World Bank Open Data 홈페이지(검색일: 2019. 11. 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캄보디아 산업구조의 경우 2017년도 기준 농림수산업 생산 총액은 GDP의
24.9%이며, 캄보디아 인구의 4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
동집약의 봉제업이 수출ㆍ고용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투자 개방 조치로 2017년
에는 52.2억 달러 규모의 FDI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는 GDP의 10.8%를 차
지했다. 의류 제조업은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제조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 비봉제 제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FDI 부문
구성도 농업, 제조업에서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 건설,
부동산 분야와 대형리조트 개발 등 관광 분야의 투자 등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이 캄보디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9% 수준이며 관
광산업은 비약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9)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기본 소비재와 유류를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시장의 특
성상 무역수지 만성 적자 상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10년 교역액이
대폭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7년에 수출 112억 달러,
9) 외교부(2019), 「캄보디아 개황」, p. 11.

28 •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수입 1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직물, 원유 및 석유제품, 자동
차 및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외국인 진출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 천연고무, 농산물, 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표 2-2. 캄보디아의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2

6,015

7,965

-2,650

2013

6,777

8,761

-2,100

2014

7,690

10,430

-3,583

2015

8,212

11,869

-3,680

2016

10,073

12,371

-2,297

2017

11,278

14,284

-3,006

2018 추정치

12,710

17,920

-5,210

자료: 외교부(2019), 「캄보디아 개황」, p. 73.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2018년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는 조사 대상국 총 189개국 중 146위로
인접국인 태국(83위), 베트남(116위), 라오스(139위)에 비하여 뒤처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특히 기대수명, 기대교육기간, 평균교육기간 등이 인접국 대비 미
흡한 수준이다.

표 2-3. 캄보디아와 주변국가의 사회 현황 비교
인간개발지수

기대교육기간

평균교육기간

기대수명

순위

(년)

(년)

(년)

(달러)

캄보디아

146

11.7

4.8

69.3

3,413

태국

83

14.7

7.6

75.5

15,516

베트남

116

12.7

8.2

76.5

5,859

라오스

139

11.2

5.2

67.0

6,070

미얀마

148

10.0

4.9

66.7

5,567

연도

1인당 GNI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캄보디아」,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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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2018년 기준 1,528만 명이며 약 79%의 인구가 농촌지역에 거주하
고 1차 산업 의존비율이 높기 때문에 풍부한 자연자원은 여전히 캄보디아인이
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캄보디아의 도시화는 캄보디아
의 수도인 프놈펜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도시 인구 비
율이 21% 수준으로 비슷한 1인당 GDP 규모를 가진 방글라데시와 키리기스탄
의 도시화 비율인 35%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50년까지 36.2%를 예상하고
있다.10)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배수시설 확충, 폐수 처리, 폐기물 관리, 교통량
급증 해소 등의 도시 개발에 있어 당면한 주요 현안이다.
캄보디아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
고 있다.11)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농촌지역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자원 착취와 함께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이루어진 도심
지역 중심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산림ㆍ해양 환경파괴와 자연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였다. 또한 프놈펜을 비롯한 일부 도심지역으로 인구 집중은 대
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들
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심화된 기후변화는 점차 캄보디아 국민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국가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
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발전전략 및 개발계획
에 반영하였다.

10) World Bank(2017), p. 15.
11)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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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현황 및 환경정책
가. 사각전략
우선 캄보디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은 2019년
7월 9~18일에 개최되었던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에서 발표된 캄보디아의 자발적국가검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s)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030 의제가 수
립되고 이것의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되면서, 캄보디아는 같은
해 하반기에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의 주도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캄
보디아의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SDG의 국내화(contextualization)를 추진하
였다. 이후 발표된 것이 캄보디아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Cambodi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또한 이 CSDG가 국내 정책, 특히
개발협력파트너십전략(Development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Strategy)에 잘 반영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으기도 하
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들이 반영되어 도출된 것이 바로 ① CSDGs
Framework 2016-2030 ② 캄보디아의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for the period 2019-2023),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반영한 ③ 국가전략적개발
계획(NSDP: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9-20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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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가계획 타임라인과 CSDGs

캄보디아 비전 2050(Cambodia Vision 2050)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캄보디아 정책
국가전략적개발계획(NSDP) 2019-2023, 2024-2028, ...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9), p. 16.

[그림 2-3]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 고용, 형평성, 효율성을 사각전략의 비전으로 담아 5년
마다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12) 제4기 사각전략(2019~23)은 연간 7%의 경
제성장률 유지, 청년층의 양적ㆍ질적 고용 확대, 빈곤 인구의 비율 10% 이하
축소, 국가 및 지방 정부, 공공기관의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기본원칙으
로 내세우고 있다.13)
캄보디아 정부의 사각전략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기둥(사회, 경제, 환
경)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략은 4개의 전략을 반
영하고 있다. ① 인적자원개발 ② 경제다변화 ③ 민간부문 및 일자리 ④ 포용적
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것이다. [그림 2-4]에서 보듯이, 4개의 전략 안에 다
시 네 가지의 주요 세부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앙자리에 ‘거버
넌스 개혁의 가속화’가 자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정책들이 효과적
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기존의 거버넌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제도 개혁, 역량 강화, 정치적 안
정성, 국제협력, 경제통합을 주요 목표로 선정하였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12) 2019년 현재 제6대 국회가 승인한 4기(RS4)를 추진 중이다.
13)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 제4기 사각전략(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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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캄보디아의 사각전략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9), p. 17에서 재인용.

표 2-4. 캄보디아 사각전략 및 세부 주요 과제
전략

세부 주요 과제
교육 및 과학기술(STEM)교육 강화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직업 훈련
공중보건 및 영양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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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전략

세부 주요 과제
물류시스템의 개선, 교통에너지디지털 간 상호연계성의 제고

경제다변화
(Economic Diversification)

新 핵심 경제성장 동력 개발
디지털경제 및 4차 산업혁명 준비
은행 및 금융 분야 발전
노동시장 발전

민간부문 및 일자리
(Private and Job Development)

중소기업의 육성 및 창업
민관협력(PPP)의 형성 및 실행
경쟁력 강화
농업 분야 및 농촌 발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천연자원 및 문화의 지속가능한 관리
도시 계획 및 관리
지속가능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자료: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8).

나. 국가환경전략 및 실천계획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은 환경전략 및 계획에도 잘 반
영되어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환경전략 및 실천계획(NESAP: National
Environment Strategy and Action Plan 2016-2023)을 수립하여 지속가
능한 자원 활용ㆍ관리와 환경보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4) NESAP 2016-2023은 캄보디아 환경부가 출범한 직후 마련된 최초
의 국가환경실천계획(National Environment Action Plan 1998-2002) 이
후 캄보디아에서 처음 수립된 것이다. 이는 총 2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획
또는 진행 중인 환경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
인 역할을 한다.

14)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7), National Environment Strategy and Action Plan
(NESAP) 2016-2023, pp. 1-1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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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AP 2016-2023에서는 우선 전략적 목표와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우
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정치, 제도, 기술, 재정적 리스크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범분야적 노력이 필요한 환경과 자
원관리의 특성을 간과한 부처별, 기관별, 지역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접근방식
들을 조정하고, 중복 투입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또한 환경 관련 데이터의 질적 문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한계, 체
계적 정보 공유의 어려움, 이에 따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미비 역시 주요
사안으로 지적되었다.

표 2-5. NESAP 2016-2023 최우선과제
주요 갭(gap) 및 리스크
1
1.1

리스크 관리 방안

정치적 리스크
분야를 초월한(cross-sectoral) 통합된 정책 조 환경인식과 정치적 의지 제고
정과 예산 편성 계획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지속가능성 강화
주류화(mainstreaming)에 필요한 각 분야, 기 지속가능성과 사회복지를 위한 NCSD와 정책
관의 정치적 의지

1.2

결정자들의 역할 강화

파편화된 기관 구성과 각 분야의 포용성 부족에 모든 관련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의 참여를
의해 개발계획에 있어 통합된 접근 방식의 적용이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 시행과정 지원
어려움

2
2.1

제도적 리스크
∙ 환경과 자원관리는 범분야적 문제임에도 여러 ∙ NCSD와 NCDD를 통한 환경지속성 개념의
부처와 기관들에 의해 각자 운용되어 미시적으
로 접근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다양하게 얽혀 있는 국가, 지역별, 분야별 이
익의 조화가 어려움.

국가 종합 개발계획/지역개발로의 통합
∙ 범분야 정책 조절과 포용성 보장을 위한 계
획과 재원 배분 역할
∙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방식
개발

3
3.1

기술, 재정적 리스크
∙ 기존의 임업, 산림보호, 에코 투어리즘, 해안 ∙ 구조적 개혁을 위한 필수적 재원 배분을 위한
보호구역 등의 구조적 개혁이 어려움

3.2

NCSD와 유관기관 지원

∙ 역량 강화와 기술이전을 위한 계획범위와 기간의 ∙ 정부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와 기술이전, 재원
제한

조달 메커니즘 개발
∙ 지속가능한 녹색 투자를 위한 Public-Private
파트너십 활용

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 35

표 2-5. 계속
주요 갭(gap) 및 리스크
3.3

리스크 관리 방안

∙ 기술적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문제와 ∙ 데이터 수집, 교환, 관리 능력 강화와 통합된
체계적 정보공유의 어려움

범분야 분석능력, 소통 강화를 위한 NCSD
지원

3.4

∙ 전략과 정책이 서로 보완, 강화하는 역할을 ∙ NESAP 2016~2023 시행을 위한 재원,
하지 못함
∙ 제한된 재원 획득을 위한 경쟁
∙ 재원의 효율적 배분 실패

기술 지원을 위한 전략, 로드맵 마련
∙ 개발협력사업과 국가 우선순위 사이의 간극
해결
∙ 개발파트너, 투자자와의 적극적 협력을 위한
CDC 등과의 소통 강화

3.5

∙ 심하게 파편화된 접근과 지나치게 높은 목표 ∙ 실용적이고 시행가능하며 피드백에 유연하
설정

게 대처가능한 NESAP 2016~2023 설계
∙ 시행 초기부터 성과 도출 가능한 NESAP
2016~2023 설계

3.6

∙ 환경과 자원관리 정책이 지역개발계획, 정책에 ∙ 환경과 자원관리 목표를 지역개발정책에 반
반영되기 어려움

4
4.1

영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낮은 환경의식과 기술, 혁신 부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식과 역량개발의 ∙ 정치적 결단과 의지의 유지
속도가 경제, 사회개발의 속도에 비해 매우 ∙ 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의 생성, 전
뒤처짐

4.2

∙ 환경과 자원, 건강을 복구하기 위한 미래의
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 부족

4.3

달을 위한 NCSD와 파트너들의 정책결정
영향력 강화
∙ 필요한 제도, 구조, 재원, 인적자원 지원

∙ (특히 ownership, leadership과 관련한) 역량 ∙ 현재 부족한 지식, 기술 흡수 능력,
개발을 위한 물리적, 재정적 자원 부족과 인적

brain-drain 등의 문제점 해결

자원 부족
4.4

∙ 모니터링과 평가, 연구, 학습 부족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기능적, 독립적 기구
설치
∙ 데이터 수집, 지표 설정을 위한 투자
∙ 연구시설, 데이터, 장비 등 개선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주요 리스크와 해결 방안 선별을 바탕으로 NESAP는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환경과 천연자원의 관리ㆍ보
전에 필요한 우호적 환경 조성과 레버리지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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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① 지속가능발전 성과물을 최대화하기 위한 범분야 협력 강화와 법제도
완비 ② 건강한 환경, 사회복지 실현과 동시에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
혁을 유도하는 효율적 자원 활용 ③ 환경ㆍ천연자원 관리와 보전체계의 현대화
를 위한 자금조달, 이익 공유 메커니즘 개발과 시행 ④ 관련체계 개선을 위한
대중의 의식 강화, 개인ㆍ구조적 역량 강화, 모니터링 기술적용을 전략적 목표
로 제시하였다(표 2-6 참고).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NESAP에서 복구보다는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휘통제 방식과 유인정책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장려하는 것을 이행 지침으로 삼
았다.

표 2-6. NESAP 2016-2023의 비전 및 전략
비전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환경과 천연자원의 관리보〮전에 필요한
우호적 환경 조성과 레버리지 강화
미션

미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각 부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기구, 개발협력기구에

획득가능한 기회와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재원 배분과 행동에 관한 로드맵 제공

최우선 분야와 구체적 프로그램, 프로젝트 발굴

전략적 목표 ①

전략적 목표 ②

전략적 목표 ③

전략적 목표 ④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위한 건강한 환경, 사회복지 환경ㆍ천연자원의 관리, 환경ㆍ천연자원 관리,
조정, 전달 기능 강화에 실현과 동시에 비즈니스 보전체계의 현대화를 위 보전의 개선을 위한 대
필요한 범분야 협력강화와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혁 한 투자증진에 필요한 중의 의식 강화, 개인ㆍ
법제도/가이드라인 완비

유도를 위한 자원활용 자금조달, 이익공유 메 구조적 역량 강화, 모니
효율성 강화

커니즘 개발, 시행

터링 과학기술 활용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캄보디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국제
사회의 기조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정책을 수립ㆍ조율하고, 이를 뒷받침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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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효율적 환경정책 시행과 예산집
행, 기술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NCSD: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수립하였다. 이 협의회는 ① 녹색성장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Green Growth) ② 기후변화위원회(National Climate
Change Committee) ③ 생물다양성 운영위원회(National Biodiversity Steering
Committee) ④ 생물안전운영위원회(National Biosafety Steering Committee)
를 통합한 것이다(그림 2-5 참고).15)

그림 2-5. 캄보디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 구성

Honorary Chair
Prime Minister

Chair
Minister of Environment
General Secretariat

Deputy Chair
Secretary of Stat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embers
Secretary of State of 27
Ministries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Planning
& Finance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Members
Secretary General of 7
Government Agencies

Department of
Green Economy

Members
25 Capital-Provincial
Governors

Department of Sciences
and Technologies

Department of
Biodiversity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https://www.camclimate.org.kh/en/policies/ncsd-structure.html, 검색일:
2019. 10. 5).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명예회장으로 캄보디아 총리, 회장으로 환경부 장관
을 임명하고, 캄보디아의 27개 정부부처 차관, 정부기관 사무총장, 수도 및 도
지사 등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는 기술작업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7개 분야16)의 법률ㆍ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15)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2019), 해외환경정책동향 2019-01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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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는 물론 산림, 폐기물, 대기 등 범분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 이슈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통합되기 전의 각 협의회와 위원회가 설계한 녹색성장, 기후
변화 관련 국가계획과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다. 2013년 녹색성장협의회가 발표한 국가녹색성장정책(National Policy on
Green Growth 2013-2030)과 국가녹색성장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on Green Growth 2013-2030)에서는 환경을 국가성장의 핵심영역으
로 보고, 경제성장과 환경ㆍ사회ㆍ문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녹
색성장전략과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중점전략방향으로 ① 녹색투자
와 녹색 일자리 창출 ②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경제 관리 ③ 지속성을 갖춘
블루 이코노미의 발전 ④ 녹색환경과 천연자원 관리 ⑤ 인적자원 개발과 녹색
교육 ⑥ 효과적 녹색기술 관리 ⑦ 녹색 사회안전시스템 마련 ⑧ 녹색문화유산
과 국가정체성 보호 ⑨ 녹색성장을 위한 굿 거버넌스를 채택하였다.17)

라. 세부 분야별 정책
1) 산림지역 관리
산림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은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사회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특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용과 균등
한 이익 분배, 보호구역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다.
16) ① 기후변화 ② 지속가능한 도시 ③ 지속가능한 에너지 ④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⑤ 생물다양성 ⑥
과학기술혁신 ⑦ 원자력에너지.
17) National Council on Green Growth(2013a), pp. 1-11; National Council on Green
Growth(2013b), pp. 1-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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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국가 산림 관련 프로그램은 2002년 제정된 산림법에 기초하고
있다. 캄보디아 산림법(2002)은 산림의 유형 분류와 이에 따른 관할주체 구분,
관리 및 이용 체계, 개발과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침수림을 제외한 영구산림지(Permanent Forest estates)의 관리는 농
림수산부 산하의 산림청(FA: Forestry Administration)이 관할하며 보호구
역 내의 산림은 환경부가 관할한다.
2010년 농림수산부 내의 Technical Working Group on Forestry and
the Environment18)는 영구산림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가산림프로그램
(National Forest Programme) 2010~2029」을 마련하였다. 국가산림프로
그램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표 2-7. 국가산림프로그램 전략적 목표
①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통한 빈곤퇴치와 균등한 경제성장
② 산림의존 인구에 끼치는 기후변화 영향 완화
③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④ 거버넌스/법제도 강화
⑤ 산림자원 관련 분쟁해결 시스템 도입
⑥ 인식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⑦ 환경보호와 산림자원 보전
⑧ 변화에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관리체계 도입
⑨ 지속가능한 산림 재무체계 개발
자료: National Forest Programme 2010-2029(201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가산림프로그램의 장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2029년까지의 구체적 지표는
[표 2-8]과 같다.19)

18) 최근 Technical Working Group on Forestry and Reform으로 명칭 변경.
19)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2010), pp. 1-1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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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가산림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
① 국가산림 면적 60% 확보
② 240만 ha의 생산림을 대상으로 한 prescribed silviculture
③ 산림구획별로 평균 20개 이상의 산림기반 중소기업 육성
④ 연간 최소 2회 책임기관과 기타 부처, 시민사회 간의 범분야 회의 개최
⑤ 월별로 업데이트되는 산림 모니터링, 리포팅 시스템 개발
⑥ 분쟁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가관심사항 수준의 산림 관련 분쟁을 연 2회로 축소
⑦ 산림청 외부 파트너들과의 산림 관련 활동 개시, 시행이 일상화되게 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⑧ 산림 분야 개발을 통한 연간 순이익 1억 2,500만 달러 확보
⑨ 배출탄소 처리를 통한 연간 순수입 2,500만 달러 확보
⑩ 총 12만 km 산림경계 확정
⑪ 300만 ha의 보안림 설정
⑫ 매년 50만 ha의 고부가가치 상품 플랜테이션 개간과 천만그루 조림
⑬ 200만 ha의 지역산림(CF: Community Forestry) 설정(총 1,000개 CF에 해당)
자료: National Forest Programme 2010-2029(201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총 51개 구역 750만 ha의 보호구역이 지정
되었으며,20)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원조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2) 물과 위생
물과 위생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는 원활한 재
정조달과 지역별 요구에 맞춘 전략 수립을 위해 분산ㆍ분권화를 강조해왔다.
특히 프놈펜을 비롯한 소수의 산업화된 도시지역과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
촌, 낙후 지역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과 위생실태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물ㆍ위생 관련 계획은 도심, 농촌별 분권화된 주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전개되
어왔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의 식수 공급과 위생 문제는 산업광물에너지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와 산업수공업부(Ministry of

20) Ministry of Environment(201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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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nd Handicrafts), 농촌지역 문제는 농촌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소관으로 지정되어 있다.21)
도심의 수도 공급은 1996년 법 개정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된 상수도 민영화
정책에 따라 프놈펜의 ‘Phnom Penh Water Supply Agency(PPWSA)’, 씨
엠립의 ‘Siem Reap Water Supply Authority’ 등으로 책임이 분산되었다.
산업수공업부 산하의 Department of Potable Water Supply(DPWS)는 도
심 수도 공급 관련 정책개발,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점도시에 설립된
민영 상수도 회사의 허가 및 감독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도 공급시스템의 수질
기준을 재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PWSA 등 민영기업을 통
한 도심지역 상수도 공급으로의 시스템 전환은 수익성과 효율성, 상수도의 질
적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농촌지역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농촌개발부 산하의
‘농촌 수도 공급 및 위생 테크니컬워킹그룹’은 “National Strategic Plan for
Rural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2014-2025”를 설계하였
다. 이 계획은 2014~18년을 제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전환기로 설정하고, 그
이후 7년(2018~25)을 수도공급 서비스 확대를 가속화하는 시기로 정하였다.
계획의 주요 가치는 ① 지속성 ② 지역중심 관리 ③ 수요 응답형 접근 ④ 지역의
비용분담 ⑤ 위생을 위한 파이낸싱 ⑥ 수도 공급, 위생 서비스의 통합 관리 ⑦
가정별 관리책임 ⑧ 서비스 공급, 관리의 분권화, 분산화 ⑨ 책무성 제고 ⑩ 성
주류화 ⑪ 장애인 주류화를 강조하였다.22) 이 전략계획을 토대로 국제사회 개
발협력 파트너와의 농촌지역 물ㆍ위생 개선사업은 인프라 제공뿐만 아니라 커
뮤니티별 관리자의 역량 강화, 주민교육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21) 이와 별개로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y)는 어류자원
을 포함한 수자원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며,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비위생적 식수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통제,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는 해안, 톤레삽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책임진다.
22) World Bank(2016), pp. 1-6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0.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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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도시 폐기물 관리는 1994년 캄보디아 환경부의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1998 국가환경실천계획에서 이미 생물다양성 보장, 보호구역 관리 등과 함께
캄보디아의 주요 환경의제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 전 과정(배출-수
집-분류-처리 등)에 만연해 있는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부족과 재정조달의 어려움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효율적 문제해결을 위해 그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와 분담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2006년에
는 EU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환경부와 COMPED23)가 합동으로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환경 가이드라인(Environmental Guidelines on Solid Waste
Management in Kingdom of Cambodia)｣을 마련하고 각 지방과 도시별
고형폐기물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지역별로 마련된 관리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약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펀딩이니셔티브를 실시하고, 각 지방정부가 민간
폐기물수집 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맺게 하였다.
같은 해 정부는 ｢도심 쓰레기와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on Urban Garbage and Solid Waste Management)｣을 발표하였다. 이 시
행령은 환경부, 내무부, 각 지방행정기관 등 각 책임주체들의 역할을 더욱 구체
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
행정기관의 민간기업 선정과 계약에 관한 독립성과 시민사회 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프놈펜과 씨하눅빌(Preah Sihanoukville), 바
탐방(Battambang) 등 도심지역에서는 폐기물 수집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였
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하여 특정 회사와 독점적으로 장기계약을
맺는 관행이 지속되고,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마련되지 않아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프놈펜의 경우, CINTRI사와 2002년부터
23) COMPED: Cambodian Education and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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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프놈펜 전체의 쓰레기 수집 권한을 이양하였으
나 심해지는 교통 혼잡, 파업, 도시 확장 등으로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도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기업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4)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 기존 캄보디아
환경부 소속의 기후변화국(DCC: Department of Climate Change)을 협의
회 산하로 이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국을 사무국으로 정하고, 캄보디아의 기
후변화정책에 연계된 모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Climate Change Technical Working Group(CCTWG)을 설치하였다. 협
의회는 기존의 기후변화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통합되기 이전에 마
련된 캄보디아기후변화전략계획(Cambodia Climate Change Strategic
Plan (CCCSP) 2014-2023) 등과 같은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 이행계획과 새로운 대응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CCCSP 2014-2023는 캄보디아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첫 종합계획안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취약성 극복,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
한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대한 인식 확산과 대중의 참여를 주요 목표
로 하고 있다.24) CCCSP 2014-2023는 아래와 같이 8가지 세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분야 전략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24) National Climate Change Committee(2013), pp. 1-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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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CCCSP 2014-2023 세부 전략목표
① 식품, 식수, 에너지 안정성 개선을 통한 기후회복력 증진
② 기후변화에 의한 분야별, 지역별, 성별 취약성과 건강에의 위협 제거
③ (톤레삽 호수, 메콩강 등) 주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기후회복력 보장
④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탄소 계획과 기술 증진
⑤ 기후변화와 관련한 역량, 지식, 의식 강화
⑥ 기후변화에 의한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적사회보호제도(adaptive social protection)
와 참여적 접근방식 강화
⑦ 전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강화와 조정을 위한 기틀 마련
⑧ 지역과 전 지구적 레벨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과 적극적 참여
자료: National Climate Change Committee(201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 기후변화전략계획은 녹색, 저탄소, 기후 탄력성, 공정, 지속가능한 지식
기반사회로 대표되는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국가적 의제로 통합하
였다. 이 전략은 이후 사각전략 IV 2018-2023과 NSDP 2019-2023 등의 국
가개발정책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변화국과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공여국들과
협력하여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범지역적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U, UNDP를 비롯하여 스
웨덴과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기관25)의 펀딩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기후변화연맹(CCCA: 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은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대응시책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기 위한 프
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 첫 단계(2010~14)에서 NCSD로 통합되기 이
전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던 기후변화위원회의 역량개발이 주요 목표
였으며, 두 번째 단계(2014~19)에서 더 넓은 범위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강화,
인적ㆍ기술자원 개발 등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는 UNDP의 주도로 세 번째 단
계(2019~24)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25)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덴
마크국제개발청(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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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의 일환으로 Workshop on GHG Inventories in Asia(WGIA),
Asia Adaptation Platform, ASEAN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AWGCC) 등에 참여하여 정보 교류와 기후변화 데이터의 측정ㆍ보고ㆍ검증
(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지역협력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환경부는
CCCS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으로 「기후변화이
행계획(CCAP: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16~2018」을 수립하였
다.26) CCAP 2016-2018을 통해 환경부는 CCCSP 2014-2023의 8가지 전
략목표에 부합하는 총 17가지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기간 동안
투입될 예산을 산정하였다. CCAP 2016-2018의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10. CCAP 2016-2018 행동계획
① 식품, 에너지, 식수 안정성을 위한 테크놀로지 허브 구축
② 취약성 평가
③ 보호구역 적응대책 개발
④ 자연자본회계(Natural Capital Accounting) 시스템 구축
⑤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⑥ 온실가스 감축시설 구축
⑦ 기후변화와 연동된 도시개발계획
⑧ 기후변화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⑨ 기후변화 관련 커리큘럼 개발
⑩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 향상
⑪ 지방계획과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⑫ 기후변화 관리평가 시스템 구축
⑬ 국가 기후변화 조정 메커니즘 역량 개발
⑭ 기후변화 대책 시행을 위한 보조 시설 마련
⑮ 기후변화 법적 틀 개발
⑯ 기후금융(Climate Finance)체계 개발
⑰ UNFCCC 보고체계 상설화
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201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6) Ministry of Environment(2016), pp. 1-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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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완화, 관리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는 3년간 약 28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
측하였다. 또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여국, 비정부
기구 등 개발협력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강조하였다. 현재 이 기후변
화 이행계획은 종료 후 평가분석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효율적 정책 개발이〮행 구조로의 개편 등을 기반으로 캄보디아는 초기단계의 온
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매년 기후변화 관련 정부지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7)

5) 대기오염
프놈펜 등 도심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수백만 대의 노후한 교통수단
(오토바이, 툭툭(tuk-tuk), 자동차)의 이용, 조리 및 난방을 위한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생활쓰레기의 무분별한 노천소각 과정에서 발생한다. 또한 도시외
곽 지역에서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공업단지의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대량 배출되고 있다.
캄보디아 환경부는 2000년 마련한 대기오염과 소음장해 관리에 관한 부칙
(Sub-Decree on the Control of Air Pollution and Noise Disturbance)
에서 대기환경기준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기준 및 과정과 함께 기준 미준수 공장, 차량 등에 대한 벌칙부과 방안을 명시
하였다. 부칙 마련 전후로 초기 프놈펜에서만 실시되던 대기환경 모니터링은
2015년 프놈펜을 비롯한 씨엠립, 씨하눅빌, 바탐방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러나 캄보디아의 현재 대기환경기준은 세계환경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대기질 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이나 법적 체계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
은 상태이다. 또한 공장이나 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법ㆍ제도 등은
27)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9), pp. 29-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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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존재하나, 일상생활(조리 및 난방 등)에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
한 법적 기준과 제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28)

3. 환경분야 국제협력
가. 캄보디아 ODA 현황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캄보디아의 빈곤 해소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캄보디
아는 1990년대 이후 국내 정치의 안정과 함께 본격화된 서방 국가들의 원조 확
대를 통해 사회, 경제, 인프라, 거버넌스, 기타 서비스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급속하게 발전했다. 1992~2013년 공여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총액은 150억
달러29)에 이르며 매년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2~16년 평균 7억 달
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2017년에 크게 증가하여 약 8억 5,700만 달러
를 기록하였다(그림 2-6 참고).

28)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7), p. 20 참고.
29) 외교부(2019), 「캄보디아 개황」,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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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캄보디아 ODA 현황(2010~17)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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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의 원조 통계 제외.
자료: OECD Aid Statistics 홈페이지(검색일: 2019. 5.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캄보디아는 정부 예산의 30~40%가 공여국의 원조일 정도로 그 의존도가 높
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GNI 대비 ODA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17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원조 의존도는 2010년 6.84%에서 2016년
3.88%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무상원조 비율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6년 캄보디아가 최빈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에서 하위
중소득국(LMIC: Lower-middle income country)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ODA의 조건과 형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ODA 현황 통계(그림 2-6 참고)에 반영되지 않은 중국은 실질적으
로 ODA 규모 면에서 다른 주요 공여국 혹은 다자기관들의 ODA 수준을 월등
히 앞서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잠정)의 평균 ODA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의
원조액은 2억 8,500만 달러로 일본, ADB의 약 2배에 이른다(그림 2-7 참고).
그러나 중국의 대캄보디아 원조는 교통, 에너지 등과 관련된 중대형 인프라 및
자원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양허성차관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캄보디아의 개발원조를 총괄하는 캄보디아부흥개발청(CRDB: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산하 캄보디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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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위원회(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의 ODA 데
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캄보디아에 지원된 중국의 총원조액 약 49억
달러 중 89%가 양허성차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2-7. 상위 10개 공여국/기관의 ODA(2017~18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캄보디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원조 사업을 기준으로 중국은 약 8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캄보디아의 교통, 에너지 분야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표
2-11 참고). 일본의 경우에도 교통 분야와 관련된 ODA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약 9.3억 달러), 농업부문 원조사업에 1억 달러에 상응하는 원조
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농업 분야(약 1.2억 달러)와 물ㆍ위생 분야
(약 9,400만 달러)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나, 중국과 비교하여 프
랑스의 물ㆍ위생 분야 원조는 수자원 개발보다는 위생, 수질관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은 보건 관련 원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환경지속성과 관련된 ODA의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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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주요 공여국별 ODA 우선지원 분야(진행 중 프로젝트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

분야

총액

분야

총액

분야

총액

분야

총액

분야

총액

1

교통

505

교통

933

농업

123

보건

101

교통

212

2

에너지

357

농업

107

물ㆍ위생

94

거버넌스

82

농업

178

농업

258

교육

69

에너지

77

농업

문화예술 165

보건

40

농촌 개발

3
4
5

물위〮생

49 농촌개발

23 비즈니스, 재무

49

물ㆍ위생

77

39 HIV/AIDS

55

농촌개발

51

22 환경지속성

38

보건

50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지역별 ODA 현황을 보면 수도 프놈펜(Phnom Penh)과 프놈펜이 위치한
메콩 저지대, 중앙평야 지역에 가장 많이 배분되었으며,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캄보디아 제2의 도시이자 관광거점인 씨엠립에 두 번째로
많이 프로젝트와 지원액이 배분되었다. 특히 캄보디아 서쪽에 위치한 카다몸
산맥(Cardamom Mountains) 지역 도시 중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탐방 지역에서는 주로 식수, 댐 개발 등 물과 관련된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표 2-12. 캄보디아 지역별 총 ODA 프로젝트 배분(전체)
(단위: 개)

지역

프로젝트 수

전국 단위

1,565

메콩저지대 & 중앙평야

1,683

지역

프로젝트 수

카다몸 산맥 지역

1,058

바탐방

340

프놈펜

412

껌뽓(캄폿)

121

껌뽕짬

222

껌뽕쓰쁘

146

껌뽕츠낭

187

꺼꽁(꼬꽁)

74

껌뽕톰

271

씨하눅빌

98

껀달

134

까엡(껩)

24

쁘레이웽(쁘러이웽)

175

빠일런(파일린)

64

뜨봉크몸

43

뽀쌋

191

쓰와이리응

102

캄보디아 동부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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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계속
(단위: 개)

지역

프로젝트 수

전국 단위

1,565

지역

프로젝트 수

카다몸 산맥 지역

1,058

따까에우(따께우)

137

몬돌끼리

100

캄보디아 북서부

803

끄라쩨

152

번띠어이 미은쩌이

218

라따나끼리

116

쁘레아 위히어

129

스퉁트렝

117

씨엠립

346

명시되지 않음

248

우도 미은쩌이

110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8. 캄보디아 지역별 총 ODA 프로젝트 배분(전체)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6)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캄보디아 개발협력에 지원된 2017~18년 평균 원조액을 세부 분야별로 살
펴보면 교통(21.3%), 에너지(7.8%), 물ㆍ위생(7.7%)을 비롯한 인프라개발 분
야가 전체 원조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표 2-13 참고). 그 다음으로 농업

52 •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18.0%)을 포함하는 경제 분야에 26.7%, 교육(10.6%), 보건(8.9%)을 포함하
는 사회 분야에 19.5%의 원조액이 배분되어 있으며, 거버넌스ㆍ행정(6.5%),
환경지속성(1.8%), 기후변화(0.8%) 등이 포함된 서비스 및 다중섹터 분야에는
총 16.9%의 원조액이 배분되었다. 이 중 특히 환경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세부 분야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① 환경지속성 분야 ② 기후변화 분야 ③ 물ㆍ
위생 분야에 약 10.3%의 ODA 지원액이 투입되었으며, 2019년 5월 기준 100여
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표 2-13. 캄보디아 세부 분야별 ODA 지원액 비율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단위: %, 개)

분야

인프라개발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서비스 및 다중
분야

세부 분야

2017~18 ODA
지원액 비율(%)

진행 중인 프로젝트(건)

교통

21.3

50

에너지

7.8

17

물ㆍ위생

7.7

21

ICT

0.1

0

농업

18.0

124

농촌개발

5.4

38

도시계획ㆍ관리

1.3

12

산업ㆍ무역

1.2

12

비즈니스ㆍ재무 서비스

0.8

0

교육

10.6

102

보건

8.9

93

거버넌스ㆍ행정

6.5

112

문화ㆍ예술

2.7

11

환경보호ㆍ자연보전

1.8

60

기후변화

0.8

20

기타 서비스, 다중섹터

5.1

38

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진행 중 프로젝트 총계이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섹터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는 다중섹터로 분류.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9. 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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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캄보디아 환경협력 현황
국제사회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사업 중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의
비중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농업, 교통, 에너지 분야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오염관리
시설 및 제도의 미비는 캄보디아 생태자원의 급속한 파괴를 야기하였고, 이는
개인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캄보디아 인구가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취
약한 농촌ㆍ산악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와 협력하여
관련 분야에서 약 100여 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농업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도 환경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사업들이 계획 및 진행 중이다.

1)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30) 지원 동향
캄보디아부흥개발청(CRDB)은 수원체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원조 분야
를 크게 4개(사회, 경제, 인프라, 서비스 및 다중 분야)로 분류하고 그중 서비스
및 다중 분야 아래에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를 따로 설정하여 관련 분야 원
조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CRDB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2014~18)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에 연평균 2,180
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이는 앞선 5년(2009~13) 평균 약 1,420만 달러와 비
교했을 때 약 54%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환경보호(환경영향평
가, 오염관리)에 치중되어 있던 원조가 최근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물다양성 및 생물안전 분야, 자연 보전/보호(보호구역) 분야 원조가 크
게 증가하였다. 2018년(잠정)에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안전 분야 관련 사업 지
30) 캄보디아부흥개발청에 따르면 환경ㆍ지속성으로 번역이 되지만, 해당 분야의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로 명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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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이 약 1,142만 달러에 달하여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 원조 중 가장 큰 비
중(약 53%)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자연보전/보호(보호 구역) 분야 역시
2014~17년 사이 연평균 677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2018년에는 원조액과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2-9.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 세부 섹터별 원조액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의 상위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살펴보면 미국,
ADB, UNDP, 스웨덴, 일본 순으로 관련 분야 사업에 많은 원조액을 투입하고
있다. 그 중 미국이 지원하는 사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의 경우 최근 5년(2014~18)간 관련 사업에 총 4,58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구체적으로는 자연보전/보호(보호구역) 분야가 가장 큰 비율(약 48%)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외에도 환경보호(오염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물안
전, 환경 관련 지식 정보, 관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 ADB의 경우 생물다양성 및 생물안전 분야 지원이 전체 환경지속성
분야 원조의 약 70%를 차지하며, 스웨덴 등 다른 공여기관들의 원조는 대부분
환경보호(환경영향평가, 오염관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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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 국가/기관별 ODA 재원 배분(2014~18년 총계)
(단위: 천 달러)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150여 개의 동 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프로
젝트가 캄보디아의 전체 동 분야 프로젝트의 약 45%(2019년 5월 기준)를 차지
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의 국제협력이 다른 분야에 비
해 비교적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과 ADB 등을 중심으로 관련 원조 세부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환경보호(오염관
리)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많은 프로젝트들이 최근 개시되거나 협의 중에 있
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총 36건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안
전 관련 프로젝트 중 28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
연보전/보호(보호구역) 분야 역시 총 14건의 프로젝트 중 12건이 현재 진행 중
이거나 계획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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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 진행 또는 계획 단계의 프로젝트
(단위: 달러)

원조액

프로젝트
분야/세부 분야

수/전체
프로젝트 수

∙ 환경보호ㆍ자연보전
∙ 환경보호(환경영향평
가, 오염관리 등)
∙ 자연보전/보호
(보호 구역)

68/156

2017

원조액(계획)
2019

2018

12/79

5,405,807 5,120,665 2,404,423 2,089,302

12/14

7,725,242 4,226,761 4,592,723 4,806,715 2,627,359

9/14

940,975

677,647

∙ 녹색경제

1/2

400,000

-

안전

2021

19,575,079 21,525,661 12,397,584 8,551,018 5,187,560

∙ 환경 관련 지식 정보

∙ 생물다양성 및 생물

2020

(4월 기준)

28/36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 기타

713,000 1,365,000

217,201

963,000

-

-

-

4,043,816 11,415,989 4,604,438

-

-

3/3

630,099

-

-

3/8

429,140

84,600

83,000

290,000 1,380,000
-

-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9. 2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5.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
세부

공여국

분야

/기관
ADB

시작

프로젝트

연도

Mainstreaming Climate Resilience Into Development

2012

7,000,000USD

2013

1,667,000CAD

2014

1,206,930EUR

benefits in the Protected Areas of the Eastern 2013

1,405,794EUR

Planning

캐나다 Integrated Disaster Risk Management
EU/

Reducing Plastic Bag Waste in Major Cities of

EC

Cambodia

환경보호

EU/

(총 11건)

EC

예산31)

Sustaining biodiversity, environmental and social
Plains Landscape of Cambodia

일본

Senior Volunteer Program

2012

998,940,000JPY

일본

Technical Training in Japan

2012

2,376,283,000JPY

Pollution Control Through Capacity Development of 2017

300,000,000JPY

The Projec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IA and
일본

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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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계속
세부

공여국

분야

/기관
UNDP

프로젝트
Build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ustainable

연도

예산

2019

2,128,268USD

2017

5,212,609USD

UNIDO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Stockholm Convention 2015

1,512,000USD

Development

UNDP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II
환경보호
(총 11건)

시작

Demonstration of BAT and BEP in open burning
on POPs
미국

2015

17,500USD

2017

99,000USD

프랑스 Management of the Protected Areas in the Indo-Burma 2014

1,950,000EUR

FAO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AA
Support to the formulation of proposals for funding
under the GEF and the Green Climate Fund (GCF)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for the Sustainable
Hotspot

독일
자연보전/
보호
(총 9건)

일본
영국
UNDP
미국

Conservation Project (Regional)
The Project on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teform of Tonle Sap Lake
Illegal Wildlife Trade Film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Cambodia rural livelihoods
through enhanced sub-national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Governance Refor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USAID Cambodia Bilateral program

2017

4,400,000EUR

2016

450,000,000JPY

2018

14,000USD

2015

4,776,913USD

2016

2,500,000USD

미국

Supporting Forests and Biodiversity

2012

23,997,151USD

미국

US Forest Service InterAgency Agreement

2016

800,000USD

2015

250,880CAD

2015

131,841CAD

2019

2,750,000USD

캐나다
환경 관련
지식 정보

Lower Mekong Basin Wetland Management and

캐나다

(총 10건)
한국

Fisheries and Marine Institute of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 IYIP Internships 2015-2017
Multilateral F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Protocol - Institutional Support 2015-2017
Installation of the Automatic Weather System(AWS)
in Cambodia

31) 미국 달러(USD, 1 USD = 1,194.70원), 유로(EUR, 1 EUR = 1,312.68원), 일본 엔(JPY, 1 JPY =
1,115.55원), 캐나다 달러(CAD, 1 CAD = 895.38원), 스웨덴 크로나(SEK, 1 SEK = 120.11원) * 모든
환율은 2019. 10.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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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계속
세부

공여국

분야

/기관
한국

시작

프로젝트

연도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on Environmental
Assessment

스웨덴 UNDP Environmental Programme 2019-2020
미국
환경 관련
지식 정보

미국

(총 10건)
미국
미국
미국
녹색경제
(총 1건)

Clean Productive Environment (USFS PAPA) USAID
Cambodia Mission Field Support program
Connecting climate change, hydrology & fisheries
for energy and food security in Lower Mekong Basin
RDMA buy-in to US Department of Energy Labs
Consortium
Smart Infrastructure for the Mekong
Supporting Environmental Leadership in the Lower
Mekong Region

예산

2019

55,000USD

2019

16,500,000SEK

2015

800,000USD

2017

300,000USD

2016

280,000USD

2014

624,195USD

2014

92,040USD

미국

Green Invest Asia program

2017

400,000USD

ADB

GMS Biodiversity Conservation Corridor

2011

20,400,000USD

2015

7,400,000USD

2012

2,376,283,000JPY

Kouprey Express - 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2016

83,746USD

ADB
일본

GMS Biodiversity Conservation Corridor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Technical Training in Japan
Asian elephant conservation education through the

미국

Wildlife Services program
생물

미국

다양성 및

2016

99,135USD

in Northeastern Cambodia (Department of Interior 2017

48,253USD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s Program
Conservation of the Northern Yellow-cheeked Gibbon

생물안전
(총 24건)

Combating wildlife trafficking in Cambodia Department

미국

Fish and Wildlife Services Program)
Conservation of the northern yellow-cheeked gibbon
미국

in northeastern Cambodia Department of Interior 2017

39,950USD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Continuing Pileated Gibbon Conservation Education
미국

and Public Outreach in Cambodia through the Kouprey
Express(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2017

58,188USD

Servic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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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계속
세부

공여국

분야

/기관
미국

시작

프로젝트

연도

Counter Wildlife Trafficking Assessment

예산

2013

74,800USD

Collaboration Across the African-Asian Nexus Department 2017

100,000USD

Countering Wildlife Trafficking through Transcontinental
미국

of the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s program
Direct protection to Asia's last intact elephant
미국

corridor, Cambodia(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2017

50,312USD

Wildlife Services Program)
Direct protection to Asia's last intact elephant
미국

corridor- 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2016

53,742USD

Services program
Elephant conservation and capacity-building in Keo
미국

Seima Wildlife Sanctuary, Cambodia: Year 9(Department 2017

59,056USD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s Program)
Enhanced protection and habitat conservation for
미국

at-risk ape populations in Cambodia - Department 2016

39,950USD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program
생물
다양성 및
생물안전

Filling research gaps and protecting nesting and
미국

(총 24건)

foraging habitat for Cambodia's threatened marine

2017

49,138USD

Cambodia 2016

58,030USD

turtles (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s Program)
Long-term conservation of yellow-cheeked crested
gibbon through direct law enforcement and community

미국

engagement

in

southern

Mondulkiri,

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program
Northern
미국

Plains

of

Cambodia

pileated

gibbon

conservation project: Phase 6. - Department of 2016

59,936USD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program
Pileated gibbon conservation education and public
미국

outreach through the Kouprey Express, Cambodia
-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s

2016

68,358USD

2017

55,017USD

program
Reducing threats to Asian elephants and mitigating
미국

human-elephant conflict in the core habitat of the
Cardamom Mountain Landscape, Cambodia(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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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계속
세부

공여국

분야

/기관

시작

프로젝트

연도

예산

Reducing Trafficking of Cambodia's Cantor's Giant
미국

Softshelled Turtle(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2017

99,971USD

Wildlife Services Program)
Strengthening control of ivory trafficking in Cambodia;
미국
생물

implementing the National Ivory Action Plan, Phase

2017

49,948USD

Demand Reduction of Bear Products in Cambodia 2017

99,145USD

2(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s

다양성 및

Program)

생물안전

Understanding

(총 24건)

Towards Wildlife: Designing a Theory of Change for the
미국

People's

Attitudes

and

Behavior

(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s
Program)

과학기술
(총 2건)
기타
(총 2건)

미국

USAID Wildlife Asia(RDMA Program)

2016

445,752USD

미국

Wonders of the Mekong in Cambodia

2016

4,724,544USD

미국

SERVIR Mekong(RDMA Program)

2014

1,074,809USD

미국

SilvaCarbon(Washington D.C. program)

프랑스 Decentralized Cooperation
한국

Capacity Building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and Marine

2017

160,000USD

2006

10,636,551EUR

2017

248,582USD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9. 2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국제사회의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 지원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총 50여 건의 환경ㆍ지속성 분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USAID는 특히 보호구역 분야에 대한 원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
대시키고 있으며, 대표 사례로 2012~18년에 진행된 USAID 산림 및 생물다양
성 지원사업(USAID SFB: USAID's Supporting Forests and Biodiversity)
이 있다. USAID SFB 사업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림 블록이 포함된
Eastern Plains Landscape 지역과 상록수 언덕(hill evergreen), 개방건조
숲(open dry forest)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의 보존되어 있는 Prey Lang
Landscape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32) 본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환경부

제2장 캄보디아의 국가 및 환경 현황 • 61

산하의 자연보전보호국(General Department for Administration of
Nature Conservation and Protection)과 농림수산부 산하의 산림청 및 국제
NGO(Winrock International,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World
Wildlife Fund) 등의 참여를 통해 ① Prey Lang 야생 동물 보호 구역 설정 ② 거
버넌스 및 정책 개혁 ③ 천연 자원 활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④ 보
호구역 관련 지식, 데이터 공유 ⑤ WESTool(Watershed Environmental
Services Tool, 유역 환경서비스 툴) 개발 ⑥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통한 지
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상자 2-1. 미국의 대캄보디아 지원

미국 USAID의 2014-2018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Cambodia에
서는 구체적으로 ① 민주주의 제도와 정부 신뢰도 강화, 인권 강화 ② 취약 계층의 보건, 교육 상태 개
선 ③ 특정 목표 지역과 계층의 빈곤 해소를 개발 목표로 삼고, 이 중 빈곤 해소를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천연자원 관리를 성과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 중 공평하고 합리적인 천연자원 관리를
위해 세부적으로 ① 기후변화 대응책 개선 ② 천연자원 관리 및 개선 ③ 산림관리 관련 거버넌스
개선을 원조 목표로 삼았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의 대캄보디아 원조 지원의 경우 기초 보건, HIV/AIDS, 모자보건, 가족계획
등 보건 분야에 지속적으로 가장 큰 원조액을 배분하였으나 최근 환경분야 관련 원조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반 환경보호(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분야는 미국의 대캄보디아의
원조사업 중 우선지원 분야에 속해 있으며, 2015년에는 보건 관련 분야 다음으로 가장 높은 원조
액(약 1100만 달러)이 배분되기도 하였다. 환경분야 원조는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2014-2018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Cambodia”에서 보건, 교육, 농업 등과 함께 우선지원 분야로 설정되어있으며, 특히 산림보호,
보호구역 관리, 메콩강 유역 환경보호 분야는 우선지원이 필요한 세부 분야로 설정되어 있다.33) 이
에 따라 환경보호ㆍ자연보전 관련 세부분야 중 특히 자연보전ㆍ보호(보호구역) 분야에 가장 큰 비율
(약 48%)의 원조액이 배분되었다(2014~18년 총계).

32) USAID(2018), p. 9.
33) USAID(2014), p. 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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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미국 USAID의 캄보디아 ODA 원조 현황과 우선지원 분야

자료: USAID 데이터베이스(https://www.usaid.gov/reports-and-data, 검색일: 2019. 5. 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기후변화 분야 지원 동향
캄보디아부흥개발청은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와 함께 서비스 및 다중 분
야의 세부 분야로 기후변화 분야를 설정하여 관련 분야 원조사업을 관리하고,
다양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기후변
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계층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제고와 지역사회 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젝
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달리 기후변화 완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바이오매스와 바이오가스 활용, 친환경 기술 이전 등의 프로젝트
가 소수 진행되고 있다.
전체 기후변화 분야 원조액은 2015~16년 사이에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최
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원조액이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1,11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2-11 참고). 이는 최근
새롭게 개시되거나 계획 중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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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기후변화 사업
중 40%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실시될 계획이 있다. 이는 환경보호ㆍ자연보
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분야 개발협력 역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1. 캄보디아 기후변화 분야 원조액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16. 캄보디아 기후변화 분야 진행 또는 계획 단계의 프로젝트
(단위: 천 달러)

구분

프로젝트
수/전체
프로젝트
수

원조액
2017

원조액(계획)
2019
(4월 기준)

2018

2021

2020

∙ 기후변화

22/55

7,418,100 11,904,227 5,547,139 1,288,556 435,290

∙ 기후변화 적응
(funded by existing ODA)

13/42

5,154,400 7,906,960 2,705,949

∙ 기후변화 완화
(funded by existing ODA)

3/3

∙ 기후변화 적응
(funded by new UNFCCC
commitments)

1/1

∙ 기후변화 완화
(funded by new UNFCCC
commitments)

0/1

42,570

-

-

∙ 기타

5/8

145,486

754,642

435,291

853,265

-

531,444

-

-

1,826,466 1,890,490 1,874,455

-

-

-

-

249,178 1,352,135

435,291 435,290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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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의 대캄보디아 기후변화 분야 원조 중 양자원조의 비율은 약
35%에 해당한다. 그중 양자원조의 절반에 이르는 약 1,650만 달러가 스웨덴
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되었다. 캐나다는 기후변화 회복
탄력성을 보장하는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위해 약 874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일본은 REDD+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 사업 등에 약 513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그림 2-12
참고).

그림 2-12. 기후변화 분야 국가/기관별 ODA 재원 배분(2009~현재 총계)
(단위: 천 달러)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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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기후변화 분야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세부

공여국

분야

/기관

프로젝트

시작
연도

예산34)

Building Regional Capacity & Collaboration for Community
캐나다 Resilience in Southeast Asia: Reducing the Impact of 2013

873,840CAD

Disasters on Vulnerable Communities
체코
공화국
체코
공화국
체코
공화국
기후

EU/

변화

EC

적응
(총
24건)

FAO
FAO
FAO

Adaptation of agriculture to the climate change

2018

3,769,897CZK

Disaster Reduction and Early Warning (DREW)

2018

4,000,000CZK

2018

4,000,000CZK

2015

6,000,000EUR

2017

30,000USD

2018

150,000USD

2019

200,000USD

Strengthening capacity and preparedness of communities
to natural hazards in Kampong Chhnang province
(phase I .and II.)
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Phase2
Addressing the 2030 Agenda on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through Climate-Smart Agriculture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in Cambodia's
Coastal Fishery Dependent Communities
Promoting Climate-Resilient Livelihoods in Rice-Based
Communities in the Tonle Sap Region(PPG)

프랑스 Cambodian Climate Bank

25,000,000EUR

Building Adaptive Capacity through the scaling-up of
IFA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 Rural Cambodia 2017

4,600,000USD

(S-RET)
일본

Project for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REDD+
Strategy and Policy

일본

Technical Training in Japan

뉴질

Cambodia Climate Smart Commercial Horticulture

랜드

(CSMART)

스웨덴

BBC Media Ac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8-2019

스웨덴 Forum Syd Green Ownership 2017-2019
스웨덴
스웨덴

UNCDF -Local Goverment and Climate Change
2016-2018
UNDP-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CCCA)
Phase II 2014-2019

2011

561,160,000JPY

2012 2,376,283,000JPY
2019

5,000,000USD

2018

10,000,000SEK

2017

49,300,000SEK

2016

12,000,000SEK

2014

29,000,000S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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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계속
세부

공여국

분야

/기관
UN
Women

시작

프로젝트

연도

EmPower: strengthening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through climate change action and disaster 2018
2019

7,230,800USD

2014

5,098,734USD

2019

5,774,850USD

2010

1,009,284USD

2011

1,404,500USD

2019

50,241,310US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2016

1,012,715USD

Strengthening climate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in Cambodia(EWS)

UNICEF Country Program 2019-2023: CHILD PROTECTION
USA
USA
WFP

1,000,000USD

risk reduction

UNDP 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 Phase3-CCCAIII
UNDP

예산

Climate Resilient Mekong Project(RDMA Program)
Lower Emissions Asian Development Program(LEAD)
(RDMA Program)
Cambodia Country Strategic Plan(2019-2023)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orest Monitoring System for

FAO

plus(REDD+) readiness in Cambodia
Strengthening capacity in the agricultural and land use

기후
변화

FAO

완화
(총 5건)

2019

863,242USD

Contribution(NDC)

UNIDO

25,000,000EUR

Technical Training in Japan

2012 2,376,283,000JPY

Reduction of GHG emissions through promotion of

2015

1,500,499USD

2017

50,000USD

2019

843,242USD

UNIDO change mitigation through the Transfer of Environmentally 2018

1,826,484USD

FAO

(총 3건)

and monitoring of Cambodia's Nationally Determined

프랑스 Cambodian Climate Bank
일본

기타

sectors for enhanced transparency in implementation

UNDP

Commercial Biogas Plants
Strengthening capacity in the agriculture and land-use
sectors in Cambodia(CBIT) (PPG)
Developing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ABS)
Low carbon development for productivity and climate
Sound Technology (TEST) methodology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9. 2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4) 미국 달러(USD, 1 USD = 1,194.70원), 유로(EUR, 1 EUR = 1,312.68원), 일본 엔(JPY, 1 JPY =
1,115.55원), 캐나다 달러(CAD, 1 CAD = 895.38원), 스웨덴 크로나(SEK, 1 SEK = 120.11원) * 모든
환율은 2019. 10.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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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REDD+
Strategy and Policy’ 프로젝트는 2010년 캄보디아 정부가 수립한 「캄보디아
REDD+ 로드맵」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캄보디아 REDD+로드맵」은 국가적, 세계적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산림복원,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활용계획 시행이 재정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자ㆍ다자 협력파트너로부터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국가
REDD+ 준비에서부터 이행 프레임워크와 지표 개발, 모니터링 체계 구성을 아
우르는 종합적 계획을 명시하였다. 또한 계획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REDD+
태스크포스와 자문그룹, 협의그룹 등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로드맵 실현을 위한 기술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관련 부처를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이러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는 REDD+태스크포스와 각 정부부처의 역량 강
화를 위해 정책체계 조절, 보조기구 설립, 이익공유와 세이프가드를 위한 기술
팀 설치 등 REDD+시행 전반에 걸쳐 기술지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UNDP의 경우, 2009년 이후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분야에 투
입된 개발협력 재원의 약 1/3 이상을 지원한 기관으로 1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한 총 지원액이 4,200만 달러에 이른다. UNDP는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
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토대로 개발협력 대상국의 기후변화 영향의 범위, 국가
별 우선순위, 프로젝트 수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들을 개발 및 시행하
고 있다. UNDP의 기후변화 적응 분야 개발협력은 크게 취약계층의 회복탄력
성 강화를 위한 6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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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UNDP의 기후변화 적응 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① 기후변화 통합전략 개발 지원: 국가 기후변화 통합전략과 기후재정 메커니즘 개발, 관련 정책ㆍ
제도ㆍ역량ㆍ지식 강화, 기후탄력적(climate-resilient), 탄소 제로(zero-carbon) 미래로의 전환적
변화 지원
② 기후탄력적 생계 강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기후정보와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
기후스마트(Climate-smart) 툴과 기술 공유 등을 통한 기후탄력적 생계 강화와 리스크 관리
③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비용 대비 고효율의 보호기능을
가진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재생
④ 식량안보 탄력성 강화: 기후정보와 신기술, 향상된 토지ㆍ물 관리 기술에 용이한 접근을 통한 취
약계층의 식량 안전공급
⑤ 기후탄력적 통합 수자원ㆍ해안 관리: 거버넌스 개선, 효율적 자원 관리, 환경책무(environmental
stewardship)를 통한 생태계 기반의 기후탄력적 수자원 통합관리
⑥ 기후탄력적 인프라ㆍ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 지속적이고 저비용이며 접근가능한 환경 친화
에너지와 기후스마트 인프라 설비를 통한 기후탄력성 강화
자료: UNDP Climate Change Adaptation 홈페이지(검색일: 2019.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 중 UNDP의 대캄보디아 기후변화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전략 개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캄보디아에서 완료
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정부시스템 개
선,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재정계획 역량 강화 등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이 있다. 특히 2010년
부터 EU, SIDA, DANIDA 등과 함께 진행해온 CCCA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활동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와 충실히 연계되고,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효율적 조절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 역량
강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① 책임기관의 정책개발, 시행,
모니터링 역량 강화 ② 지식공유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③ 각 부
처와 시민사회기구의 기후변화 적응체계 개발, 시행,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ㆍ
기술자원 접근 보장을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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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UNDP의 캄보디아 기후변화 분야 지원사업
진행상황

시작일

종료일

예산(달러)

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

프로젝트

완료

’10.2.15.

’14.6.30.

10,848,624

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Phase 2

진행

’14.7.1.

’19.6.30.

11,635,798

진행

’19.7.1.

’24.6.30.

7,230,800

완료

’11.11.10.

’13.2.15.

100,000

완료

’09.4.1.

’10.6.30.

700,314

완료

’10.12.10.

’16.3.31.

4,365,731

완료

’13.11.1.

’15.8.31.

800,000

완료

’14.1.1.

’15.1.31.

150,000

진행

’19.4.18.

’22.4.17.

843,242

진행

’14.6.1.

’20.5.24.

4,970,136

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 Phase3CCCAIII
2011 Flood Early Recovery Assistant Project
(FERAP)
Addressing Climate Change for Poverty
Reduction and Pro-Poor Growth
Cambodia Community Based Adaptation
programme(CCBAP)
Scaling up climate change into sub-national
planning and budgeting process(SNC Scale-up)
Strenthening the resilience of Cambodian
rural livelihoods and sub-national government
system to climate risks and variability
Developing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ABS)
Strengtheningclimate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in Cambodia(EWS)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9. 2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중순부터 시작된 CCCA 3차 프로그램에서는 지속가
능발전협의회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공공교통사업부, 농촌개발부,
광산에너지부, 교육청소년체육부 등 5개 전략 분야의 부처를 아우르는 확대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3대 기대효과는 ① 적시에 제공되는 신뢰성
높은 기후정보 취득과 제공 ② 정책, 규제, 예산 기획 과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③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재원 활용ㆍ조정ㆍ추적의 역량 강화가 있다.
UNDP는 이와 함께 특히 캄보디아 정부의 기후정보 취득 및 제공의 역량 강
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Strengthening clim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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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arly warning system in Cambodia’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
로젝트를 통해 쁘레아위히어(Preah Vihear), 껌뽕똠(Kampong Thom), 껌
뽕쓰쁘(Kampong Speu), 껀달(Kandal), 프놈펜, 따께우(Takeo), 껌뽓
(Kampot), 껩(Kep), 씨하눅빌, 꼬꽁(Koh Kong) 등 총 10개 지역에 농업기
상 관측소와 자동강우 관측소가 설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리
스크 매핑 데이터를 종합하여 농업과 수자원 관리 분야의 정책기획과정에 활용
할 예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대캄보디아 양자원조국 중 가장 많은 기후변화 분야 개발협
력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에도 미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ODA를 투입하는 공여국이다. 스웨덴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
젝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범위는 농업, 물, 삼림자원
분야의 정책 조율, 계획, 예산 마련, 모니터링 등을 아우른다. 특히 스웨덴 정부
는 타 공여기관이나 환경 NGO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개발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개발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IDA는 스웨덴의 개발협력 비정부기구 Forum Syd와 함께 Forum Syd
Green Ownership 2017-2019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SIDA의 펀딩을 바탕으로 Forum Syd와 캄보디아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진행
하고 있다.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천연자원 접근, 사용권을 보장하고, 기
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SIDA는 또한 영국 공영방송인 BBC 산하의 국제개발 자선사업기관 BBC
Media Action에서 개발도상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기후변화 대응 연
구사업의 캄보디아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하였다. ‘BBC
Media Ac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 네
팔,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기후변화 체감도, 생활방식 변화내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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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별 자연재해 대응책, 기후ㆍ환경 관련 정보 취득 경로 등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는 SIDA의 펀딩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프놈펜, 평야, 산악, 해안, 톤레삽 주변 등 5개 주요 지역에 거주하
는 총 1,66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인식, 행동변화에 대해
설문조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35)

표 2-20. 스웨덴의 캄보디아 기후변화 분야 ODA 프로젝트

프로그램
BBC Media Ac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8-2019
Forum Syd Green Ownership 2017-2019
UNCDF - Local Government and Climate Change
2016-2018
UNDP-Cambodia Climate Change Alliance(CCCA)
Phase II 2014-2019
Cambodia Community Based Adaptation
Programme (CCBAP)
UNCDF - Local Governments and Climate
Change II 2012-2016

진행

시작일

종료일

예산(달러)

진행

’18.2.1.

’19.6.30.

1,170,651.76

진행

’17.3.1.

’19.12.31.

5,771,313.18

진행

’16.7.1.

진행

’14.7.1.

’19.6.30.

3,394,890.11

완료

’10.12.1. ’16.6.30.

3,262,606.46

완료

’12.11.4. ’17.6.30.

1,460,973.40

상황

’19.6.30.

1,404,782.11

자료: Openaid.se 데이터베이스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글상자 2-2. 스웨덴의 대캄보디아 지원
스웨덴은 “Results strategy for Sweden’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in
Cambodia 2014-2018”에서 ① 민주주의, 성평등, 인권과 자유 ② 취약 계층의 교육, 고용권 개선
③ 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완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회복성 강화를 3대 중점 원조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완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회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회복력 구축, 천연자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지역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35) Southall, Chandore, and Otdam(2019), p.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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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계속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스웨덴은 환경분야를 우선지원 분야로 선정하여 다른 분야에 대한 원조가
급감했던 시기에도 큰 변동 없이 매년 약 3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8년에는 총
340만 달러의 원조액이 배분되어 정부, 시민사회 관련 분야와 교육 분야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했
으며, 이는 해당년도 기준 스웨덴의 전체 대 캄보디아 원조의 약 14%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캄보디아 ODA 우선지원 분야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penaid.se 데이터베이스(https://openaid.se/aid, 검색일: 2019. 5. 20)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물과 위생 분야 지원 동향
물과 위생 분야는 캄보디아의 원조 분류체계에서 교통, 에너지 등과 함께 인
프라 분야에 속해 있다. 그러나 동 분야 원조의 상당수가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
보장과 지속가능한 위생관리 설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댐
건설과 관련된 원조사업들은 안정적 식수 공급과 에너지 개발에 기여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은 메콩강 유역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수산자원 보존을 위
협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
한 모니터링과 ODA 정책 조절이 필요하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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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여전히 도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생적인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물과 위생 유지관리 설비의 부족과 함께 급격
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수질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국
제사회의 수도 공급 및 위생 분야 원조는 2016년 약 3,130만 달러에서 2018
년 약 8,992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물과 위생 분야 원조가 동
기간 약 3,9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는 기반이 되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수도 공급 및 위생 분야에 관련 원조의 약 90%가 집중되어 있
고, 최근에는 물과 위생 관련 교육 및 훈련 분야에도 재원이 일정 부분 배분되
어 2017~18년 평균 3억 6,000만 달러가 지원되기도 하였다.
수도 공급 및 위생 분야 원조사업의 경우 크게 ① 식수공급시설, 정화조, 관
개시스템 등의 기초인프라 건설사업과 ② 새롭게 건설, 정비된 기초 인프라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역량개발로 나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시행한 물 관련 사업 4건이 모두 수도 공급 및 위생 분야에 해당
하며 관개시스템 정비,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시설 마련 사업과 동시에 기술
지원, 공무원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
역시 동 분야에서 2006~08년 사이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주도로 식수를 비
롯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뒤를
이어 2019년부터 5년간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주도로 시엠립
지역에서 약 4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
였다.

36) Natural Heritage Institute(2017), p.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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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물ㆍ위생 분야 세부 섹터별 원조액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1. 물ㆍ위생 분야 진행 또는 계획 단계의 프로젝트
(단위: 달러)

원조액

프로젝트
분야/세부 분야

수/전체
프로젝트 수

물과 위생
∙ 교육/훈련

40/103
4/11

2017

원조액 (계획)
2019

2018

(4월 기준)

2020

2021

76,525,062 50,090,778 82,185,002 33,745,359 33,756,519
6,525,009

2,162,300

730,671

283,206

113,282

6,060,325

3,394,883

566,412

-

∙ 강 유역 개발

4/5

22,175,489

∙ 관련 정책 개발

3/6

35,372,037 35,217,844 67,727,840 29,116,867 30,754,537

∙ 폐기물 관리

1/8

1,790,009

1,210,506

67,969

67,969

56,641

26/65

10,151,406

4,815,834

9,270,899

3,710,905

2,832,059

511,113

623,968

992,740

-

-

∙ 도심 수도 공급/위생
∙ 기타

2/8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지난 5년간(2014~18) 캄보디아의 물과 위생 분야에 가장 많은 ODA를 지
원한 국가 및 기관은 프랑스(총 1.3억 달러), 일본(총 7,570만 달러), 중국(총
3,270만 달러), ADB(총 2,840만 달러), 한국(총 1,720만 달러) 순이며, 중국을
제외한 기타 상위 공여국들은 수도 공급 및 위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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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물과 위생 분야 원조는 완료/진행/계획 중인 프랑스
의 대캄보디아 전체 프로젝트 예산의 30.4%에 이르며 총 15개의 프로젝트 모
두 수도 공급 및 위생 관련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중국은 강 유역 개발 분야와 관련된 원조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껌뽕똠 지역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총 4,980만 달러 규모의(양허성차관)
Staung River Basi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Phase I)가
진행 중이다.37) 한국 역시 물과 위생 분야에 투입된 총 1,720만 달러 중 절반
에 해당하는 870만 달러를 강 유역 개발 분야에 지원하였으며, 그 대표적 예로
농업용수 공급, 홍수 피해 방지, 전력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바탐방 지역에서
2011~15년 사이 EDCF가 시행한 Mongkol Borey Dam Development
Project가 있다. 미국은 그 외의 관련 교육/훈련, 관련정책 개발사업 등에 원조
액을 우선 배분하고 있다.

그림 2-14. 물ㆍ위생 분야 국가 및 기관별 ODA 재원 배분(2014~18년 총계)
(단위: 천 달러)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5.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7) CHINA.AIDDATA.ORG 홈페이지(https://china.aiddata.org/projects/38815, 검색일: 2019.
5.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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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물과 위생 분야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ADB는 전국 단위
의 위생적 수도 공급사업과 함께, 도심지역별, 농촌지역별로 식수공급시설 확
충, 관리 시스템 및 거버넌스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을 위해 총 약 1억 7,370만
달러를 투입하였으며, 현재 5000만 달러 규모의 전국 단위 농촌지역 물 공급사
업이 계획 중이다(표 2-22 참고).

표 2-22. ADB의 캄보디아 물ㆍ위생 분야 ODA 사업
프로젝트

지역

진행상황

예산(달러)

Tonle Sap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Siem Reap, Kampong Chhnang,
Kampong Thom, Battambang, Pursat

완료

20,060,000

Second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ject

Kampong Chhnang, Kampong
Thom, Siem Reap, Battambang,
Banteay Meanchey, Pursat

완료

22,800,000

완료

26,300,000

완료

8,240,000

완료

600,000

Provincial Towns Improvement
Project
Provincial Towns Improvement
Project(supplementary Loan)

Battambang, Kampong Cham,
Kampong Thom, Kampot, Pursat,
Preah Sihanouk, Svay Rieng

Banteay Meanchey, Battambang,
Preparing the Second Rural Water
Kampong Chhnang, Kampong Thom,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Preah Vihear, Pursat, Siem Reap,
Project
Otdar Meanchey
Urban Water Supply Project

Siem Reap, Stung Treng

진행

37,400,000

Provinci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ject

Siem Reap, Kampong Cham,
Battambang, Preah Sihanouk

진행

50,000,000

Supporting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s and Capacity Development
in the Water Sector

Nation-Wide

완료

4,750,000

Urba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Nation-Wide

완료

800,000

Provinci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ject

Nation-Wide

완료

750,000

Second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Project Additional Financing

Nation-Wide

진행

2,000,000

Third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Sector Project(PY 2019)

Nation-Wide

계획

50,000,000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7. 2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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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에서 2018년부터 현재 진행 중인 ‘Provinci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ject’ 사업을 통해 전체 인구 중 수도(piped water)에 접근 가능
한 비율이 35% 내외, 하수설비 접근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바탐방, 껌뽕짬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수처리장과 폐수처리시설 건설, 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일 6만 1,600입방미터 처리 가능한 정수
처리장 건설 및 총 161km의 배관설비 연결을 통해 약 20만 9,000여 명의 지
역주민의 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총 4개 지역에 폐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
를 건설, 확장하여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8)
글상자 2-3. ADB의 메콩강 유역 국가 대상 물 관련 지원
ADB는 2001년 물을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경제적 재화(socially vital economic good)로 명시하고, 모든 커뮤니티에 양
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증진을 목표로 하는 “Water for All”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① 물 분야 개혁을 위한 국가의 관심 증대 ② 물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물 관련 서비스의 개선과 확장 ④ 물 보전과 시스템 효율성 증진 ⑤ 지역간 협력과 물자원의 국
가 간의 상호호혜적 이용 촉진 ⑥ 물자원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⑦ 거버넌스와 역량 강화를 물 관
련 개발협력의 필수요소로 지정하였다.39)
또한 ‘Water for All’을 기반으로 한 실행계획 ‘Water Operational Plan 2011–2020’40)에서
구체적으로 폐수관리시설 확장,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의 효과적 관리,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와 함께 ‘Water Financing Program 2011-2020’41)에서 물과 위생
분야에 매년 20억~25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재정계획을 세웠다. ADB는 이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라오
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물과 위생 원조를 연계 및 조율하여 실시해왔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이후 약 26.6억 달러를 투입한 총 600여 개의 대캄보
디아 원조사업 중 물과 위생 분야 사업은 원조액 기준 약 7.5%를 차지한다(멀
티섹터 사업 제외).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교통 등 인프라 구축

38)
39)
40)
41)

ADB(2017a), p. 4 참고.
ADB(2001), pp. 33-35 참고.
ADB(2011), pp. 26-29 참고.
ADB, Water Financing Program(https://www.adb.org/sectors/water/financing-program,
검색일: 2019. 6.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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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전통적으로 일본의 원조 우선중점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
에 보다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캄보디아 물과 위생
분야 원조사업은 꾸준히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낙후된 농촌지역에 최대
한 고르게 분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2004년 발표한 ‘Water Supply Vision’에서 자국의 노후화된 수도
시설 개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식수 공급 등과 함께 5대 과
제의 하나로 수도 공급 관련 국제협력을 내세웠다. 이후 물과 관련한 원조사업
이 활발해졌으며 도심지역에서는 식수와 하수처리 관리 역량 강화, 농촌지역에
서는 수도시설 마련,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
었다. 또한 매년 일본국제후생사업단(JICWELS: Japan International
Corporation of Welfare Services)에서 발표하는 “Report on a Stud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Water Supply Sector”를 통해 물 관련
원조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가장 최
근 FY2017 보고서에서는 도심지역에서 시행하는 원조사업의 필수 활동으로
수질기준과 검사시스템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농촌지역 활동으로는 각 지역,
마을의 현실적 필요사항 분석, 도심과 농촌 수도 공급에 대한 역할분담과 조정,
(특히 아시아 지역의) 위생 개선에 대한 전략 마련 등을 필수 활동으로 제시하
였다.42)
일본은 2003년부터 4년간 시행된 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
(PPWSA)의 시설 운용, 관리를 위한 역량개발과 지역 수자원관리 기관의 훈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5개의 물ㆍ위생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중 농업, 교통, 보건 분야 등을 포괄하여 진행된 다중섹
터 사업(일반역량 강화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 순수 물과 위생
분야로 분류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현재까지 이 분야에 약 2억 달러의 원조액
이 투입되었다. 일본의 물과 위생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의 수도공급원 건설, 확
42) JICWELS(2018), p.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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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카다몸 산맥 지역의 바탐방ㆍ뽀쌋(Pursat), 메콩저지
대 & 중앙평야 지역의 껌뽕짬(Kampong Cham)ㆍ따께우(Takeo), 캄보디아
북서부의 씨엠립(Siem Reap)ㆍ번띠어이 미은쩌이(Banteay Meanchey), 캄
보디아 동부의 라따나끼리(Ratanakiri)ㆍ스퉁트렝(Stung Treng) 등 전국적
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골고루 시행되었다.

표 2-23. 일본의 캄보디아 물ㆍ위생 분야 ODA 사업
프로젝트

지역

진행상황

예산(달러)

Project on Capacity Building for Siem Reap, Pursat, Battambang,
진행

3,656,053

Siem Reap

진행

65,427,633

Kampot

진행

27,272,934

진행

30,653,499

Urban Water Supply System in Preah Sihanouk, Kampot, Kampong
Cambodia(Phase 3)
Siem Reap Water Supply Expansion
Project
The Project for Expansion of
Water Supply System

Cham, Kampong Thom, Svay Rieng

The Project for Expansion of Kampong Cham,
Water Supply Systems

Battambang

Niroth Water Supply

Phnom Penh

완료

32,097,092

Ratanakiri

완료

102,364

완료

75,828

완료

59,734

완료

2,674,821

완료

6,091,348

완료

108,900

Project for Constructing Drainage
in Banlung District

Project for Constructing Drainage Stung Treng
Project of Clean Water Network
Extension of the Taing Krasaing Kampong Thom
Water Authority
Project on Capacity Building for
Water Supply System in Cambodia
Project on Capacity Building for
Water Supply System Phase II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Rain
Water Tanks in Sangkae District

Phnom Penh
Pursat, Kampot, Battambang,
Preah Sihanouk, Siem Reap,
Kampong Thom
Battam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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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계속
프로젝트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Water
Treatment Kiosks in Six Communes

지역
Takeo

진행상황

예산(달러)

완료

77,840

완료

55,562

완료

6,578,396

완료

89,351

완료

25,217,186

Banteay Meanchey

완료

51,153

Kep

완료

112,423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Rainwater Tanks in Svay Check Banteay Meanchey
District
The Project for Introduction of
Clean Energy by Solar Electricity Phnom Penh
Generation System
The Project for Rehabilitation of
Kandieng Irrigation System

Pursat

The Project for Replacement and
Expansion of Water Distribution Battambang, Pursat, Preah Sihanouk
Systems in Provincial Capitals
The Project for Supporting Well
Construction in Svay Check District
The Project of Installing Clean
Water Supplying System

자료: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RDB, CDC), ODA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7. 22)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Siem Reap Water Supply
Expansion Project’로 10년에 걸쳐 6,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수도 공급
원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톤레삽 호수에서 공급되는 물을 이용한 수도 공급
시스템의 확장을 통해 씨엠립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 지역의 관광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씨엠립은 앙코르와트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급증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상태이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의 취수관, 상수도관로, 상수관망 네트워크, 펌프장, 처리장 등의 건설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식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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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캄보디아에 대한 주요 공여국 및 기관들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사
업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공여국 및 기관별로 협력사업이 다르나 기
본적으로 캄보디아의 환경보호ㆍ자연보전, 기후변화, 물과 위생 분야별 협력수
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캄보디아 환경분야에서 양
자, 다자 협력 파트너와 원조사업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환경분야 원조사업
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각 협력 파트너들의 관심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오염관
리에 치중되어 있던 사업 범위가 보호구역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물안전, 기후
변화 회복탄력성 관련 분야 등으로 점차 넓어지는 동시에 사업 내용 역시 다양
해지고 있다. 또한 시민교육과 훈련, 자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개선 등 근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원조
사업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4-2018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Cambodia
를 통해 빈곤 해소를 위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천연자원 관리를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천연자원 관리 및 개선과 산림관리 관련 거버넌스 개선을 원조 목표
로 삼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산림보호, 보호구역 관리, 메콩강 유역 환경보호
분야는 우선지원이 필요한 세부 분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분야 원조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환
경보호ㆍ자연보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분야 개발협력 역시 최근 중요
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UNDP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변화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은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전략 개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환경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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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부, 농촌개발부, 광산에너지부, 교육청소년체육부 등 5개의 부처를 아
우르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타 공여기관(EU, SIDA, DANIDA 등)과 협력하
여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 SIDA는 Results strategy for Sweden’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in Cambodia 2014-2018에서 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완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회복성 강화를 3대 중점 원조 목표 중 하나
로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지원사업 범위로 농업, 물, 산림자원 분
야 등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타 공여기관이나 환경 NGO 등과 협력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물과 위생 분야에서는 위생적인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
심으로 국제사회의 원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프랑스, 일
본, ADB 등이 최근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도심지역에서는 식수와 하수처리 관리 역량 강화, 농촌지역에서는 수도시설 마
련,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농
촌지역에서 골고루 시행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은 앞서 UNDP, SIDA의 사례처럼 다양한 개
발협력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에서 캄보디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DP 등과 더불어 캄보디아 내에 위치하는 다양한
개발협력 기관들과 비공식 및 공식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
한 협력과 조정에 기반한 활동들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표출하기도 했
다. KOICA를 포함한 한국의 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주체들은 이러한 네
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하여, 주요 공여자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한 공유 및 우리
가 캄보디아의 환경보호ㆍ자연보전, 기후변화, 물과 위생 분야에서 지원ㆍ협력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캄보디아 주요 공여국 및 기관들과 같이 캄보디아 지원전략에 환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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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협력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우선순위
협력 또는 목표를 통해 환경보호ㆍ자연보전, 기후변화, 물과 위생 분야의 사업
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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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활발한 경제성장에 따른 캄보디아의 급증하는 개발 수요와 이와 동시에 급
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캄보디아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앞의 장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 현황에 대하여 살펴봤다면,
본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협력국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환경 도전’을 선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 도전은 5개의 분야 ① 산림 ② 물과 위생 ③ 폐기물 ④ 기후변화 ⑤ 대기
로 구분된다. 이 분야는 문헌조사,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의 의견, 외부 전문가
의 시각을 모두 종합하여 도출되었다. 문헌조사는 앞의 장에서 살펴본 전반적
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살펴본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
문가가 바라보는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은 2019년 9월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워크숍에
서 발표되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을 일러둔다.

가. 환경 도전: 현지 관계자의 의견
본 과제의 일환으로 KEI,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RAC: Royal Academy of
Cambodia),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공동으로 워크숍 ‘Cambodia’s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the SDGs’를 2019년 9월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하였다. 워크
숍은 ① 캄보디아의 환경문제 진단 ② 환경문제와 SDGs 연계성 ③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경험 및 선례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대캄보디아 원조 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환경부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캄보디아왕립
아카데미가 참석하였으며, 이 외 참석자를 모두 포함하여 총 20인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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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측의 관계자는 모두 공통적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
른 환경문제, 대표적으로 ① 산림황폐화에 따른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 감소
② 대기오염 ③ 폐기물 증가 ④ 기후변화를 강조하였다. 첫째, 산림황폐화의 경
우, 주로 산림으로 둘러싸인 북부 지역은 불법 벌목/개간으로 산림자원의 황폐
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의 심각성을 인지
하고, RAC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AC는
산림지대 거주민들이 새로운 수입 창출 기회를 통하여 산림자원의 지나친 추출
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산림황폐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대기오염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 늘어나는
교통수단에 따른 대표적인 도시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의 하나이다. 셋째, 폐기
물 증가는 대기오염과 함께 도시화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국가폐기물관리전략(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1인당 0.5kg의 폐기물이 생산되며(프놈펜은 1.5kg), 고형폐기물 수집
은 약 30%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생매립장도 부재하여 폐기물
의 적절한 처리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캄보디아는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에서 0.1% 이내만 차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미치는 여파에 따라 취약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기후에 따른 홍
수, 가뭄, 태풍 등은 낮은 적응능력과 높은 취약성에 따라 인명과 경제적 손실
등의 다양한 피해를 낳고 있다.

나. 환경 도전: 외부 전문가의 의견
캄보디아 환경에 매우 익숙하며 환경분야에 공통적인 전문지식과 분야를 공
유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시급한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해당 외부 전문가는 국제기구(UNDP, GGGI), 국제개발협력기관(USAID), 국
제연구기관(ERIA)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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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기구의 경우, 우선 UNDP는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산림황폐
화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중요한 환
경 이슈의 하나로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산림황폐화는 앞
서 현지 관계자의 의견과 동일하게 지나친 산림 개간과 벌목을 문제점으로 지
적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캄보디아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둘째, GGGI는 캄보디아의 녹색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환경문제
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도시화를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폐기물 관
리와 식수 및 위생 인프라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동아시아ㆍ아세안 경제연구센터(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는 ASEAN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① 온실가스 ② 대기오염 ③ 농촌과 도시 간의 에너지 접근 격차 ④ 식
수 및 위생 ⑤ 산림황폐화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문제에 대
한 대표적인 현상 및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는 토지용도 변경
과 산림(LUCF: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농업에서 크게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과 분배가 잘못된 것으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식수 및 위생은 폐기물의 미흡한 처리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와 더불어 식수 및 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수생생태계에 영
향을 미쳐서 조업을 생계로 하는 가정의 수입에도 타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넷째, USAID는 동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할 수
없으나, 환경부문에서 산림보호 및 복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앞서 UNDP가 언급하였듯이, USAID 역시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의 밀접한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의
수단으로 산림보호 및 복원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관련된 인력
및 기관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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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 현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의 중대하고 시급한 환경 도전은 총 다섯 가지로 도출된다. 이를 간략
하게 표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출처

환경문제
∙ (상수도) 농촌지역의 안전한 식수접근 가능 인구 비율 58.2%에 불과
∙ (폐수/하수처리) 급증하는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처리시설
∙ (폐기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수도권 지역(프놈펜)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가정용ㆍ산업용 폐기물 증가

문헌조사

∙ (기후변화) 캄보디아는 1998~2017년 사이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19위, 2017년 극한 기상현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2위 선정(Climate
Risk Index)
∙ (산림) 캄보디아의 산림 비율은 무분별한 산림개간, 벌목, 자원개발 등으로 지속적으
로 감소(1990년 73% → 2016년 53%)
∙ (폐기물) 도시화의 여파, 전국적으로 하루에 1인당 0.5kg의 폐기물 배출, 위생매립
장의 부재, 폐기물에 따른 대기/수질/토양오염 유발

현지 관계자

∙ (기후변화) 낮은 기후변화 적응과 높은 취약성에 따른 인명ㆍ경제적 손실
∙ (대기오염)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밀집, 교통수단의 증가
∙ (산림황폐화) 불법 벌목/개간에 따른 산림자원의 황폐화 촉진
∙ (대기오염) 인구 증대와 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증가
∙ (산림황폐화)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대응이 필요

외부 전문가

∙ (폐기물) 도시화에 따른 폐기물 증가와 미흡한 폐기물 처리시설, 식수 및 위생에도
영향을 미침
∙ (식수 및 위생) 폐기물의 미흡한 처리, 수상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조업에 타격
∙ (기후변화) 토지용도 변경과 산림, 농업에서 큰 온실가스 배출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이 도출된 각 환경 도전이 발생한 원인과 각기 다른 양태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후 각 환경 도전과 SDG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를 통하여 어느
측면이 보완 또는 강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갭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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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 도전의 원인과 영향
1) 산림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산림률과 산림전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
나이다. 캄보디아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산하의 국립통계연구소가 발
표한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2017”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에서 전체 344만여 가구 중 약 68%가 임업 및 수렵(forestry and hunting)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총 국토면적의 73%에 육박하던 캄보디
아의 산림비율은 무분별한 산림개간, 벌목, 자원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53%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그림 3-1 참고).43)
산림지역에서 전개되는 전체 임업 및 수렵 관련 활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뿌리작물, 과일ㆍ채소 재배 및 화목을 위한 벌채가 41%를 차지하고 있다.44)
뿌리작물과 과일ㆍ채소 재배의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은 영농방식이 전국적으
로 만연해 있고, 특히 최근 장미목 등의 고품질 캄보디아산 목재가 주변국으로
대량 수출되면서 불법 벌목으로 인한 산림파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3-1. 캄보디아 산림비율 변화(1990~2016)
(단위: %)

자료: World Bank 데이터 홈페이지(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AG.LND.FRST.ZS?locations=KH, 검색일:
2019. 6.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3) 반면 캄보디아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캄보디아의 산림면적 비율은 약 48%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2018), p. 7 참고.
44)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2018), p.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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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 현재 소수 남아 있는 저지대 상록 삼림지대 중의 하
나이자, 약 25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 인구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Prey Lang 지
역에서는 ‘Prey Lang 야생동물 보호구역(Wildlife Sanctuary)’이 지정된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전체 약 43만 1,683ha의 삼림지대 가운데 약 1만
1,000ha가 베트남, 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벌목 등으로 파괴되었다.45) 이를
막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2016년 목재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오히려
불법 벌목이 성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대베트남 목재 수
출이 이미 2016년의 총 수출량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태가 만연함에
따라 캄보디아에서는 2001~17년에 전국적으로 총 206만 ha의 삼림 면적이
손실되었다(그림 3-2 참고).

그림 3-2. 캄보디아 산림 손실 면적
(단위: kha)
250
200
150
100
5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산림 손실 면적

자료: Global Forest Watch 데이터베이스(https://www.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KHM, 검색일:
2019. 6. 1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물과 위생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급증하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에 비해 처
리시설이 부족하여 식수 부족과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Cambodia
45) Argyriou(2019),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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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Survey 2017”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인구 중 깨끗한 식
수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은 64.8%에 불과하다(표 3-2 참고). 특히 도심과 농
촌의 격차가 심각하여 프놈펜에 거주하는 인구의 97% 이상이 깨끗하게 처리된
식수에 접근 가능한 것과 비교해 농촌은 58.2%에 불과하다. 농촌지역에서는
약 22.4%의 인구가 여전히 강이나 연못, 빗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7.6%는 정제되지 않은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프놈펜 이외의 기타
도심지역 인구의 18.7%, 농촌인구의 18.6%가 전혀 정수 처리되지 않은
(never treat drinking water)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2. 캄보디아 지역별 식수원 공급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식수원

전국

기타

프놈펜

농촌지역

도심지역

Improved

64.8

97.6

78.5

58.2

Piped in dwelling or on premises

29.2

96.1

56.6

16.0

Public tap

1.0

0.3

0.8

1.1

Tube/piped well or borehole

29.0

0.5

16.8

34.6

Protected dug well

5.3

0.6

3.7

6.2

Improved rainwater collection

0.3

-

0.7

0.3

Unimproved

35.2

2.4

21.5

41.7

Unprotected dug well

6.2

-

3.1

7.6

Pond, river or stream

11.2

0.4

2.2

13.9

Unimproved rainwater collection

7.3

-

5.7

8.5

Vendor/Tanker truck provision of water

7.8

1.6

3.5

9.3

Bottled water

2.4

0.4

6.9

2.0

Other

0.4

-

-

0.4

총계
가구 수

100

100

100

100

3,438,000

377,000

372,000

2,689,000

자료: 캄보디아 국립 통계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2018)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식수 또는 건기에 쌀농사를 위하여 관개농업에 사용되는 지하수에 포
함된 비소가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Pravalpruks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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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지하수에 포함된 높은 비소 함유량은 아ㆍ태 지
역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며,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국가들 중에서 특히 캄
보디아는 그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만 명이 넘는 캄보디아
국민들이 50㎍/l보다 높은 비소가 포함된 지하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6) 또한 건기에 작은 규모의 관개시설을 통하여 지하수를 추출하
여 쌀농사에 사용하는 것 역시 비소 노출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먹이사슬
(food chain)에 영향을 미쳐서 비소중독, 피부 병변, 방광 또는 폐암 등을 유발
하고 있다. World Bank(2016)의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쌀은 가정 식
품 소비의 33%를 차지하며, 빈곤 가정의 경우 46%를 차지할 정도로 식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건기에 지하수를 이용하면서까지 쌀농사를 짓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쌀 수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소
가 건강과 보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
한 뚜렷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소의 영향은 10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농축의 비소가 몸에 쌓일 경우 3년 이내에
도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수처리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처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비소 흡착률이 낮은 작물 또는 비
식용 작물을 재배하도록 촉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수자원 이용에 대한 농업용수 이용 비율이 95%에 이르는
반면, 지속적인 산업구조 변화로 2025년에는 산업용수의 비율이 약 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산업폐수 배출관리 문제와 이에 따른 식수, 위생문제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47)
또한 중국 등의 투자를 기반으로 캄보디아, 라오스를 비롯한 메콩강 유역 국
가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형 수력발전댐 건설은 수력자원 개발에 따
른 경제, 사회적 이익의 반작용으로 생태계 파괴와 지역주민들의 생계 위협이
46) Sampson et al.(2008).
47)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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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China Southern Power Grid사의 투자로 현
재 끄라쩨 지방에 건설 계획 중에 있는 Sambor 댐이 완성될 경우 메콩강 유역
에서 가장 큰 댐이 될 것이다. 현행 계획에 따르면 발전용량이 2,600MW에 달
한다. 이 댐의 주요 목적은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으로 전력을 수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대하는 것
이다. 그러나 Sambor 댐이 실제 건설될 경우 자연 저수지로서 우기에 메콩강
의 범람을 조정하는 톤레삽 호수의 기능이 약화되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
남의 홍수를 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기에 비교
적 수심이 깊은 라오스 쪽으로 이동하는 물고기의 이동 경로를 막아 메콩강 생
태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의 어획활동과 식량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정부의 용역으로 Sambor 댐 개발사업
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Natural Heritage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댐 건설 후 톤레삽 호수 주변 어획량이 최대 4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48)
이처럼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림자원 이용, 개발에 따른 산림면적의 지속적
인 감소, 수질개선 설비와 시스템의 미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막대한 수력자원 개발 등은 캄보디아의 생물서식지 축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생태계의 악화와 캄보디아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3) 폐기물
캄보디아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생활ㆍ산업 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와 반면에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인
식과 교육 수준이 매우 낮다. 2017년 캄보디아 환경부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
면, 지난 5년간 캄보디아 고형폐기물의 양이 40% 증가하였다. 지난 2012년 수
거된 폐기물이 총 99만 199톤이었고, 2017년에는 142만 3,923톤인 것으로
48) Natural Heritage Institute(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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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다. 캄보디아 환경부는 폐기물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 증가,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수집 확대와 국민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꼽고 있다. 캄보디아에
는 426곳의 폐기물 재활용 창고가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및 폼 재료 분리수거
작업을 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 및 오수 처리에 캄보디아 정부
및 국제사회의 투자가 요구된다.49)
프놈펜의 경우 1994년 약 1만 4,500톤이었던 연간 총 고형폐기물 매립량이
2003년 24만 톤을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약 80만 톤에 이르고 있다(그림
3-3 참고). 산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씨하눅빌(Preah
Sihanoukville)과 씨엠립에서도 매일 각각 600톤, 400톤 이상의 고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을 기준으로 연간 발생
되는 약 3억 6,500만 톤의 고형폐기물 중 약 90%가 폐기물 집하장(dumping
site)에서 비위생 매립, 소각 처리되거나 강으로 버려지고 있다.50) 특히 의료폐
기물 등 유해성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
아 대부분 무분별하게 노천 소각되고 있다.

그림 3-3. 프놈펜 매립지 고형폐기물 매립량
(단위: 천 톤)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UNEP(2018), State of Waste Management in Phnom Penh 2018, p. 13.
49) 해외환경시장정보,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2019) 참고.
50) “Waste Management”(2018. 11. 9), https://www.khmertimeskh.com/548828/waste-manage
ment/(검색일: 2019.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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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프놈펜의 폐기물 처리는 도시 남부에 위치한 6ha 상당의
Stung Mean Chey 매립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Stung Mean Chey 매립
장은 침출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쇄 이후에도 우기 시 매립시설에
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변 지역에 악취, 질병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후 프놈펜 도심에서 14km 떨어진 곳에 31.4ha 면적의
Dangkor 매립장이 새로 건설되었으나, 2015년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800톤
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이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년
내로 Dangkor 매립장의 수용성 역시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새 매립지 건설
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Cambodian Education and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COMPED)에 따르면, 도심지역 개발로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
하여 건설 가능한 새 매립지가 도심에서 멀어지면 운송비용이 상승한다. 또한
폐기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4년 약 1,190만 달러였던 처리비용
이 2022년까지 약 3,5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1)

4)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캄보디아의 가파른 경제발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이를 가속화하기 위
해 건설,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 집중된 성장은 필연적으로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주변
국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함
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른 홍수, 가뭄, 사
막화, 해양산성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점차 캄보디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공장부지,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한 개간, 수출로 벌목이 만연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산림이 급속하게 파괴되어 기후회복성은 약화되고, 반대로 지역사
회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51) “Waste situation potential ‘disaster’”(2014. 12. 19), https://www.phnompenhpost.com/national/
waste-situation-potential-disaster(검색일: 2019.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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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후에 민감한 농업, 어업, 임업 등에 대한 의존비율이 여전히 높고, 여
성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농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제도
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총 181개
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위험 지수(Climate Risk Index) 2019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998~2017년 사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19위에 오르기도 하였다.52)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캄보디아에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폭염,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사망한 인구가
연평균 약 53명에 달하며 기후변화에 의한 재정적 손실은 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을 기준으로 연평균 2.4억 달러에 이
른다. WHO는 이와 같은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취약성 때문에 2030년까지 기후
변화에 의한 홍수로 매년 6만 9,800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53)
캄보디아 정부 역시 최근 다양한 통계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캄보디
아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캄보디아
환경부는 「기후변화 이행계획(CCAP: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16~
2018」에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캄보디아
북서부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북동부 지역의 강수량은 크게 감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약 435km의 캄보디아 해안이
위기에 처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향후 90년 동안 총 2만 5,000ha의 해안 면적이
손실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톤레삽 호수를 중심으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농업, 어업, 관광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54)
2018년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와 지속
52) Germanwatch(2019), p. 32 참고.
53) WHO, “Climate Change and Health,” http://www.wpro.who.int/cambodia/topics/climate_
change/en/(검색일: 2019. 8. 15) 참고.
54) Ministry of Environment(2016), p.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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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발전협의회(NCSD: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의 합동보고서(Modelling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Growth)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캄보디아의 GDP가 2.5% 감소하고, 2050년
에는 10% 감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온상승에 의
한 노동생산성 감소, 자연재해에 의한 인프라와 농작물 피해에 의한 결과일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인 예측과 동시에 동 보고서는 효율적 정책개발
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부지출, 민간투자 증진을 통해 이와 같은 피해가 최
대 2/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55)
또한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의 기후분석지표
도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토이용변화 및 임업
(LUCF: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부문의 배출량이 47.6%를 차지
했으며, 농업(36.3%), 에너지(14.1%), 산업(1.2%), 폐기물(0.8%) 등이 뒤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4 참고).

그림 3-4. 캄보디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3년 기준)
(단위: MtCO2e)

자료: WRI CAIT 2.0, 2019(검색일: 2019. 8. 1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5)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보도자료, “Report on the Modelling of Climate Change
Impacts on Growth is Launched,” http://www.camclimate.org.kh/en/policies/ncsd-news/
445-445.html(검색일: 2019.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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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24%
(연평균 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동 기간 GDP는 240%(연평균 8%) 증가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그림 3-5 참고). GDP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빠르게 성
장했지만, 2016년 기준 캄보디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평균 대
비 약 6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56)

그림 3-5. 캄보디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Ktons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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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AID, “Greenhouse Gas Emissions Factsheet: Cambodia,” https://www.climatelinks.org/resources/
greenhouse-gas-emissions-factsheet-cambodia(검색일: 2019. 8. 15)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대기
캄보디아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대기오염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도심지
역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에 종사하기 위해 청년층이 농
촌지역을 벗어나 대거 도시로 유입되면서 지난 10년간 도시거주 인구비율은
56) USAID, “Greenhouse Gas Emssions Factsheet: Cambodia,” https://www.climatelinks.org/
resources/greenhouse-gas-emissions-factsheet-cambodia(검색일: 2019. 8. 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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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9.4%에서 23%로 증가하였다(그림 3-6 참고). World Bank의 연구에 따
르면, 캄보디아의 도시면적 확장은 이와 같은 산업발전과 노동력 유입을 기반
으로 동아시아에서 라오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57) 그
러나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볼 경우, 라오스는 1km2당 3,200명이 거주하는 반
면, 캄보디아는 8,6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수도 및 전력 공급의 불균형, 교통,
환경문제 등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3-6. 캄보디아 도시거주 인구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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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데이터베이스(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55789/urbanization-in-cambodia/, 검색일:
2019. 7. 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특히 이와 같은 도시화의 90% 이상이 수도 프놈펜 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
어지면서 프놈펜과 주변 도시들에서 발전소, 공장,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캄보디아 공공교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의 통계에 따르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모
터사이클을 비롯한 차량 수가 매년 급증하여 2017년에는 캄보디아에 등록된
전체 차량이 약 377만 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캄보디아의 대중적 교통수단인

57) “Phnom Penh growing at a rapid rate”(2017. 8. 9), https://www.khmertimeskh.com/77159/
phnom-penh-growing-rapid-rate/(검색일: 2019. 8.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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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전체 등록차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중고차량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약 54~60%의 차량이 프놈펜 거주
시민 소유로 나타났다.58)
이에 따른 캄보디아의 대기오염 심각성은 최근 여러 지표에서 확인 되고 있
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y Forum)에서 2018년 발표
한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공기오염 부문에
서 캄보디아는 전체 180개 평가대상국 중 164위를 기록했다.59)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캄보디아보다 일찍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태국(3.93톤/
명), 베트남(2.18톤/명) 등 주변국들과 비교해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여 2006년과 2016년 사이 1인당 0.22톤에서 0.41톤으로 약 두 배 가
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60)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증에 의해 1993년 이후 20년간 캄보디아의 GDP 대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4%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 평균 GDP 대
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6배 높은 수준이다.61)

58) Intergovernmental Eleventh Regional Environmental Sustainable Transport (EST) Forum
in Asia (2018), “Country Presentation Cambodia,” http://www.uncrd.or.jp/content/documents/
6901Cambodia_Country%20Presentation.pdf(검색일: 2019. 10. 15) 참고.
59) 환경성과지수의 공기오염 부문 평가는 미세먼지(PM2.5) 평균노출도 지표와 초과노출비율 지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0) Knoema 데이터베이스(https://knoema.com/atlas/Cambodia/CO2-emissions-per-capita,
검색일: 2019. 8. 10) 참고, 2016년 기준.
61) World Resources Institute Climate Analysis Indicators Tool(WRI CAIT), https://www.wri.
org/resources/data-visualizations/cait-climate-data-explorer(검색일: 2019. 8. 15); USAID(2017),
p.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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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캄보디아의 CO2 배출량 추이
(단위: 톤/명)

자료: Global Forest Watch 데이터베이스(https://www.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KHM, 검색일:
2019. 6. 1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캄보디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
터링되지 않고 프놈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주요 도시에서 수입ㆍ
중고 차량, 오토바이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종종 차량 및 오토바이의 부적합한
오염방지 장치들로 인해 소음 및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등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
고 있으나, 총부유입자(TSP) 및 PM10 등의 수치는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대기질 기준은 WHO 대기질 지침(WHO Ambient Air
Quality Guidelines)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표 3-3. 캄보디아의 대기질 기준 비교

오염 물질
CO

평균 기간

WHO 대기질

미국 대기질

기준

지침 기준

기준

1-hour (mg/m3)

40

30

40

8-hour (mg/m3)

20

10

10
n/a

3

NO2

캄보디아 대기질

1-hour (µg/m )

300

200

24-hour (µg/m3)

100

-

n/a

Annual(µg/m3)

n/a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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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오염 물질

SO2

O3
TSP

캄보디아 대기질

WHO 대기질

미국 대기질

기준

지침 기준

기준

10-minute(µg/m3)

n/a

500

n/a

1-hour(µg/m3)

500

-

n/a

3

24-hour(µg/m )

300

20

365

Annual(µg/m3)

n/a

-

78

1-hour(µg/m3)

200

-

235

8-hour(µg/m3)

n/a

120

157

24-hour(µg/m3)

300

_

n/a

Annual(µg/m3)

100

_

n/a

평균 기간

자료: ADB(2006), Country Synthesis Report on Urban Air Quality Management, p. 8.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캄보디아의 분야별 환경 이슈들을 정리하면 [표 3-4]
와 같다.

표 3-4. 캄보디아의 분야별 환경 도전
분야
물과 위생

환경 도전
∙ 급증하는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처리시설
∙ 농촌지역의 안전한 식수접근 가능 인구 비율 58.2%에 불과
∙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수도권 지역(프놈펜)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가정용ㆍ

폐기물

산업용 폐기물 증가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역량 부족

기후변화
대기
산림

∙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 심각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24% 증가
∙ 중고 수입차, 오토바이 거래 및 이용 확대에 따른 도심지역 대기질 악화
∙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하며 대기환경기준 WHO 권고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무분별한 산림개간, 벌목, 자원개발 등으로 산림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1990년
73% → 2016년 53%)

주: 저자 작성.

제3장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연계성 • 103

2. 환경 도전의 SDGs 상호연계성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캄보디아의 주요 환경 도전이 SDG 중에서 어떤 세
부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SDGs 상호연계성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
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개발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론과 더불어 본 연구에
서 활용한 IGES의 IVAT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 SDGs 상호연계성의 개념과 중요성
2030 의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SDG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62) 이처럼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속성, 즉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인하여
2030 의제와 SDGs는 ‘불가분의 전체(indivisible whole)’라고도 일컬어진
다.63) 이와 같은 특성은 UN(2015)의 2030 의제 전문(preamble)과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SDG와 세부목표에 대하여 UN(2015)은 이렇게 정의하
고 있다.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국가의 상황, 역량, 발전의 수준을 고려하며,
국가 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함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64) 2030
의제 71절에서 2030 의제와 SDG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며, 따로 구분될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SDG 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2030 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논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SDGs 상호연계성의 중요성에

62) ICSU(2017), p. 20 참고.
63) ICSU(2017), p. 20 참고.
64) UN(2015), 55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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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Nilsson et al.(2018, p. 1495)은 SDG가 포함하는 광범위성과 데이터 확
보의 어려움, 정치적인 특수성 등에 따른 주관적인 해석 등으로 인하여 SDGs
상호연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나 관련 메커니즘 개발이 어렵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문헌자료에 따르면 SDG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2018, p. 14)에 따르면, 조금 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전
환하기 위해서는 도전과제와 해결 방안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
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ICSU(2017, pp. 31-72)는 Goal 2
(기아 종식)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SDGs 목표들 간의 상호연계성에 주목하
고 있다. Goal 2(기아 종식)는 영양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통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잘 알려진 개념인
Food-Water-Energy Nexus와 일맥상통한다. 에너지는 가정 및 산업용수 확
보와 관개시설에 필요하며, 물은 다시 식량 생산과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필요
한 순환관계를 맺고 있다.65) 이처럼 목표들 간의 상호연계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Nilsson et al.(2018)과 ICSU(2017)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① 목표들
간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곧 각 목표와 관련된 정책이 이행될 때 파급되
는 서로 다른 효과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며 ② 정책 결정 단계에서 각각
분리하여 살펴볼 때 간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연계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공편
익(co-benefits)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③ 부정적인 상호연계성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파악한 캄보디아 환경 도전이 SDG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각각의 환경 도전을 사회의 전체적인 맥락
에서 이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
65) ICSU(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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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나. SDGs 상호연계성 분석 방법론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되면서 목표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상호연계성을 일종의 접근법
으로 간주한 연구 결과들을 도출하거나 또는 이를 체계적인 도구나 프레임워크
로 개발하여 실제 국가에 적용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이나 프
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나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제시할 방법론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나, 대체로 자주 참
조되며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만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UN DESA의 SDGs 상호연계성 분석
UN 경제사회이사국(UN DESA;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Le Blanc(2015)은 2014년에 UN 회원국들이 SDG를 제안
한 이후에 Open Working Group이 작업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대상으로 각
목표들 간의 상호연계성에 주목하였다. SDG가 MDG보다 더욱 통합적인 접근
법으로 각 다른 부문별 정책 통합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연구를 진
행하였다. 분석은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대상으로 했으며, 방법은
각 목표의 서술에서 다른 목표와 공통으로 발견되는 단어를 서로 연결하여 그 연
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4가 “by 2020 achiev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and all wastes throughout their life
cycle in accordance with agreed international frameworks and
significantly reduce their release to air, water and soil to minimize
their adverse impa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를 나타
낸다면, human health에 착안하여 이를 지향하는 SDG 3(Ensure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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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와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66) 이 접근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SDG 12(지속가능한 소
비와 생산)와 10(불평등 감소)이 다른 목표들과 가장 많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LeBlanc은 SDG의 구조가 정책 정합성과 통합성에 유의
미함을 준다고 해석하면서 정책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통합적 분석
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2) ICSU의 프레임워크
국제과학연합회의(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는 SEI,
Monash University, GEOMAR and CAU,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
원(IIAS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과의 공
동작업을 통하여 SDG 간의 상호작용을 점수로 나타내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
였다.67) SDG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 성과의 인과적이며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
여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는 [표 3-5]에서 보듯이 SDG가 다른 목표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된다.

표 3-5. SDG 상호작용에 따른 7단계 점수시스템
∙ +3: Indivisible (다른 목표의 이행에 불가분하게 연결됨)
∙ +2: Reinforcing (다른 목표 이행을 도움)
∙ +1: Enabling (향후 다른 목표 이행을 위한 조건을 마련)
∙ 0: Consistent (상당한 긍정 또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없음)
∙ -1: Constraining (다른 목표 이행을 방해)
∙ -2: Counteracting (다른 목표와 충돌)
∙ -3: Cancelling (다른 목표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케 함)
자료: ICSU(2017), p. 23.

66) LeBlanc(2015), p. 2.
67) ICSU(2017), p. 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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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일종의 시작 목표(entry goal)와 다른 목표들이 지표 수준에서 맺
는 상호작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과학적 문헌조사를 통하여 판단된다.
ICSU(2017)는 이 방법을 통하여 총 316개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238개는 긍정적 관계, 66개는 부정적 관계, 12개는 중성적 관계임을 분석했
다. 대표적으로 SDG 2, 3, 7, 14가 다른 목표들과의 상호작용 중에서 가장 시
너지를 강하게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CSU는 이 도구가 정책정합성을 위한 것으로서 ① 정부의 다른 부서와 부문
별 간의 갈등 및 시너지를 이해하고 ②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더욱 효
율적이면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③ 서로 다른 정책 부문과 상관없이
어떤 행위자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3) Stakeholder Forum의 Classification of Type and Nature of
SDGs interlinkages
핀란드 정부의 지원하에 Stakeholder Forum과 Bioregional and the
University of Newcastle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선진국의
SDG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EU의 법과 정책이 SDG 12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
는지를 분석하였다. 평가 방법론은 [표 3-6]과 같고 이에 따라 3개의 범주
(supporting, enabling, relying)로 구분되며, 이는 8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범주 내에서 다시 구분되는 유형에 따라 판단하여 0~3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
여한다.
Coopman et al.(2016, p. 6)은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 세부목표들의 서
로 다른 특성들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는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으
나,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기획할 때 사일로 모델(silo model)을 피하고, 다
른 부문들과 연계한 고려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것은 정책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가장 적합하게 조화되어 통합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낳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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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SDGs 상호연계성 카테고리 및 특징의 분류
카테고리

유형

∙ Commonly supporting: 두 개의 목표가 같은 목적에 기여
Supporting ∙ Mutually supporting: 목표 A의 목적이 목표 B의 이행 수단에 의해 성취(역의

Enabling

Relying

점수
1
2

관계도 성립)
∙ Disenabling: 목표 B 이행은 다른 목표의 이행을 방해 또는 역행

0

∙ Indirect enabling: 목표 B의 이행은 간접적으로 목표 A의 이행을 도와줌

1

∙ Direct enabling: 목표 B의 이행은 직접적으로 목표 A의 이행을 도와줌

2

∙ Direct enabling in both directions: 목표 A, B 직접적으로 서로의 이행을 도와줌
∙ Partial reliance: 목표 B는 목표 A의 하위범주이며, 목표 A가 어떻게 이행될

3

수 있는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더해줌
∙ Full reliance: 목표 B의 이행은 목표 A의 이행에 필요하나 본질적이지 않음

1
2

자료: Coopman et al.(2016), p. 7.

4) IVAT
2015년 9월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17개의 SDGs와 169개 세부
목표가 수립되면서 IGES는 각 목표들을 전체적으로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보
고, 목표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와 상충 효과에 주목
하였다.69) 이후 개발한 것이 SDG Interlinkages Analysis & Visualisation
Tool로서 이것은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를 포함하며, 목표들 간의 상호연계성
을 정량화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것은 실제로 국가 정책 입안이나 이행과정에
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이며, 웹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누구나 접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는 목표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4단계에 걸쳐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보
여준다. 이 단계를 통하여 현재 27개 국가에 적용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으며,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모든 목표들 간의 시너지와 상충 효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dashboard)70)로도 구현할 수 있다.
68) Coopman et al.(2016).
69) SDG Interlinkages Analysis 방법론 참고(https://sdginterlinkages.iges.jp/methodology.
html, 검색일: 2019. 10. 7).
70) 캄보디아의 SDGs 상호연계성에서 나타난 시너지와 상호성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는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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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SDGs 상호연계성 분석 단계
1. 문헌조사를 통하여 SDGs 세부목표 간의 상호연계성 파악
2. 27개 국가들의 추적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한 지표 선정(국제 SDGs 지표를 주요 기반)
3. UNSD SDG Indicators Global Database에서 추출한 국가들의 지표 레벨의 시계열 데이터
(1990~2019)를 기반으로 한 연관성 분석
4.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한 SDGs 세부목표 인과관계의 정량화
자료: SDG Interlinkages Analysis & Visualisation Tool 웹사이트(https://sdginterlinkages.iges.jp/methodology.
html, 검색일: 2019. 10. 18) 참고.

그림 3-8. SDG interlinkages and visualisation 방법론

자료: SDG Interlinkages Analysis & Visualisation Tool 웹사이트(https://sdginterlinkages.iges.jp/methodology.
html, 검색일: 2019. 10. 18) 참고.

위의 과정을 통하여 나온 SDG 연계성 분석 결과는 목표들 간의 인과관계를
네트워크의 형태로 나타난다. 목표들 간의 관계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여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상관계수를 통하여 보여준다. 이러
한 상관관계 분석은 상관계수로 정량화되며, 관련 세부목표들 간의 일차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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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범위는 [-1, 1]로 나타난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목표들 간의 관
계가 강하지 않으며, 반대로 1에 가까워질수록 관계의 강도가 큰 것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살펴 본 SDGs 상호연계성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캄보디아의 주요
환경 도전이 SDG 중에서 어느 목표, 세부목표와 연결되며 목표들 간의 상호작
용에 따라 잠재적으로 어떤 시너지와 상충성을 형성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SDGs 상호연계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의 주요 환경 도전은 한 가지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단일한 영향만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각각의 SDG가 세 가지 측면(사회, 경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포함
하여 각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었을 경우,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정책 및 거버넌스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캄보디아의 주요 환경 도전이 SDG
맥락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이 본 연구에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활용 결
과가 시사하는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에서 살펴볼 SDG는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해당한다. Goal 15(육상생태계), Goal 6(물과 위생), Target 12.4(폐기물),
Goal 13(기후변화), Goal 11.6(대기)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주요 환경 도전
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캄보디아의 각 환경 도전과
상응하는 5개의 목표나 세부목표의 주요 지표별 이행 추이에 대한 데이터와 그래
프를 제시하고, 각 목표나 세부목표가 사회, 경제, 환경분야의 목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각 목표나 세부목표가 세 가지 측면의 목
표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IGES의 IVAT를 활용하여 도출된 네트워크를 시각
화하여 시너지 및 상충효과를 보여주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 장의 마지막 절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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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EI 내부자료.

그림 3-9. 캄보디아의 주요 환경 도전과 그 요인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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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
산림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SDG 15에서 캄보디아는 산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약 50%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산림 복원 및 보호
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 산림 면적
비율을 살펴봤을 때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산림 면적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10 참고). 이 간격은 동남아시아에서 역
시 산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캄보디아의 산림 면적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비교
15.1.1 Forest area as a proportion of total land area (%)

자료: IAEG-SDGs, SDGs indicators Global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검색일: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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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SDG 15와 다른 목표들의 연계성
부문별

목표

세부목표

시너지와 상충

8.1 경제성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4 자원 사용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경제

8.5 양질의 일자리

(시너지)
∙ 15.4 -> 1.1, 2.1, 8.1

11.5 재해로 인한 사망자&재정손실 ∙ 15.b -> 8.5
감소
∙ 15.1, 15.2, 15.3 ->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2.2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과 관리
11.5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1 빈곤 종식
사회

환경

2 기아 종식

1.1 극심한 빈곤 종식

∙ 15.1, 15.2 ⇄ 13.1

2.1 기아 종식

∙ 15.2 ⇄ 15.5

2.3 농업생산성 증가

(상충)

6 물과 위생

6.6 물 관련 생태계

∙ 15.1 <- 2.3, 8.4

13 기후변화

13.1 기후변화 회복력과 적응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1. SDG 15와 다른 목표들의 네트워크

자료: IGES의 IVAT(https://sdginterlinkages.iges.jp/visualisationtool.html, 검색일: 2019. 11. 1)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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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과 [그림 3-11]을 종합하여 산림과 다른 SDG와의 상호연계성을 살
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너지와 상충성을 나타낸다.
시너지

상충

∙ 산림생태계를 잘 보전하는 것은 기초생계에 도
움을 주는 임산물이 잘 보호되는 것과 같다. 따
라서 산림생태계 보전은 극심한 빈곤뿐만 아니
라 기아를 종식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하여 목재 및 작물에서 얻어지는 효용들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산림 관리 및 육상/내륙/담수시스템을 보호하고,
대지황폐화를 방지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큰 작
용을 한다. 산림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취약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산림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호는 서로 강한 작용

∙ 육상/내륙/담수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성장
을 이끌고, 자원 사용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도 하지만, 이와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즉,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이 과정에서
자원을 무분별하게 추출하는 것은 육상/내륙/담
수시스템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육상/내륙/담수시스템을 활용한 경제성장
과 자원의 사용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형태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을 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균형이 깨진다면 다른
하나의 균형이 동시에 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물과 위생
캄보디아는 안전한 식수와 위생 접근 지표에서 대체로 좋은 성취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12]에서 보듯이, 지표 6.1.1은 완만하게 지속적인 증가 추
세에 있으며, 6.2.1은 1995년부터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위생 환경이 개선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ㆍ태평양 역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
였을 경우, 캄보디아는 동티모르를 제외한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보다
두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 특히 위생에서 도시(약 90%)와 농촌(약 30%) 간의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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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캄보디아 SDG 6 세부목표의 이행 추이
6.1.1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safely managed drinking water services, by urban/rural (%)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도시/농촌, 단위: %)

6.2.1 Proportion of population practicing open defecation, by urban/rural (%)

노상 배변의 인구 비율(도시/농촌, 단위: %)

6.a.1 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ross disbursement)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by recipient countries (millions of constant 2017 United States dollars)

식수와 위생에 대한 총 ODA(총 지출)(단위: 백만 달러)
자료: IAEG-SDGs, SDGs indicators Global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검색일: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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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아ㆍ태 지역에서 캄보디아의 식수와 위생 현황
(단위: %)

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2015년 기준).
자료: ADB(2017b), pp. 37-38 참고.

물과 위생은 SDG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 경제, 환경분야의 다른 SDG
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표 3-9]는 SDG 6과 연계된 목표 및 세부목표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SDG 6과 다른 목표들과의 연
계성을 보여주는 전체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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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SDG 6과 연계된 목표 및 세부목표
부문

경제

사회

환경

목표

세부목표

시너지와 상충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8.4 자원 사용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시너지)
∙ 6.1, 6.2 ->
9.5 개도국 산업 기술역량
9 산업, 혁신, 인프라
2.2, 2.3, 5.5,
9.a 개도국 지속가능 인프라 지원
∙ 6.a -> 3.2,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11.1 기초서비스 제공
9.5, 9.a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2.2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과 관리
∙ 6.6 -> 15.1,
1.4 기초서비스와 경제자원 접근
15.5
1 빈곤 종식
1.5 빈곤층의 기후 재난재해 회복성
2 기아 종식

2.1 기아 종식
2.2 영양불균형 해소
2.3 농업생산성 증가

3 건강한 삶과 복지

3.2 신생아 사망률 감소
3.3 전염성 질병 근절

5 성 평등

5.5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

15 육상생태계

15.1 육지생태계
15.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15.5 생물다양성

2.1,
11.1
3.3,
15.2,

(상충)
∙ 6.1 -> 6.6, 12.2
∙ 6.1 ⇄ 8.4
∙ 6.1, 6.2 -> 6.6
∙ 6.1 -> 15.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4. SDG 6과 다른 목표들의 네트워크

주: 1) 각각의 노드(node)들은 SDG 세부목표에 해당하며, 형광 파랑색의 노드는 분석을 하고자 선택한 특정 세부목표.
2) 두 개의 노드를 서로 연결하는 선들은 두 노드 간의 직접적 또는 인과관계를 나타냄.
3) 검정색의 실선은 긍정적인 관계, 빨간색의 실선은 부정적인 관계. 점선은 해당 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지표 수준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
4) 선의 굵기는 서로 연결된 노드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
자료: IGES의 IVAT(https://sdginterlinkages.iges.jp/visualisationtool.html, 검색일: 2019. 11. 1)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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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와 [그림 3-14]를 종합하여 물과 위생과 다른 SDG와의 상호연계성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너지와 상충성을 나타낸다.
시너지

상충

∙ 안전한 식수와 위생 접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니즈인 기아 종식 및 영양불균형 해소, 기초서비
스를 제공받는 것과 강한 상호작용을 맺고 있다.
∙ 안전한 식수와 위생 접근은 여성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 물과 위생에 대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는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SDG 3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산업부문의 기술역량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 식수 접근율을 높이기 위한 지나친 식수 개발은
육상/내륙/담수 생태계의 훼손 및 자원의 지나친
추출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식수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작용을 한다.
∙ 물과 관련된 생태계가 훼손될 경우, 육상/담수
생태계는 물론이거니와, 산림 및 생물다양성 손
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 생태계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폐기물
앞서 환경 도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은 급증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위생 매립장
역시 부재하여 우기에 홍수가 날 경우 그대로 유출되어 토양과 수질오염을 유
발시키고 있다.
표 3-10. 세부목표 12.4와 연계된 세부목표
부문

목표71)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경제

9 산업, 혁신, 인프라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세부목표
8.3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발전

시너지와 상충
(시너지)

8.6 청년층의 실업/무교육/비훈련 비중 감소 ∙ 12.4 -> 8.6
9.1 지속가능한 인프라
9.b 산업다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 지원

∙ 12.4 ⇄ 8.3, 9.1,
11.6

11.6 도시의 부정적 환경영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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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부문
사회

목표

세부목표

4 양질의 교육

4.5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모든 차별 근절

16 정의ㆍ평화ㆍ제도

16.5 부패 감소

시너지와 상충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5. SDG 12.4와 다른 목표들의 네트워크

자료: IGES의 IVAT(https://sdginterlinkages.iges.jp/visualisationtool.html, 검색일: 2019. 11. 1)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71) 12.4와 4.5, 9.b, 16.5 간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인과관계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IGES의 IVAT
방법론에 내재하고 있는 한계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동 방법론에 대한 자료(Zhou and
Moinuddin 2017)에서 연계성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활용되는 기존의 문헌자료와 데이터가 동일한
범위의 목표를 반영하지 않고, 각 세부목표들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계점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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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과 [그림 3-15]를 종합하여 폐기물과 다른 SDGs와의 상호연계성
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너지를 나타낸다.
(시너지)
∙ 폐기물 처리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발전, 인프라, 도시의 부정적 환경영향 감소와 서로 영향
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업체로는 대규모의 업체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발생시키는데, 특히 청년층에게
먼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도심에 집중된
폐기물에 따른 토양, 수질, 대기오염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4) 기후변화
캄보디아 역시 전 지구적 현상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
응능력이 높지 않고, 특히 빈곤/취약계층이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함에 따
라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 수도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매우 높아졌
다. [그림 3-16]에서 보듯이, 그 수치가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나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림 3-16. 캄보디아 SDG 13 세부목표의 이행 추이
13.1.1 Number of deaths and missing persons attributed to
disastersper 100,100population (number)

자료: IAEG-SDGs, SDGs indicators Global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검색일: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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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SDG 13과 다른 목표들의 연계성
부문별

목표
9 산업, 혁신, 인프라

경제

사회

세부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11.5 재난 사망자 및 재정손실 감소

(시너지)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2.2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과 관리

∙ 13.1 -> 1.5, 11.5

1 빈곤 종식

1.5 빈곤층의 기후 재난 회복력

∙ 13.1 ⇄ 2.4, 9.4,

2 기아 종식

2.4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시스템

14 수생생태계

14.5 해양/연안지역 10% 보존
15.1 육상/내륙/담수 시스템 보호

환경

시너지와 상충

9.4 인프라와 산업 발전

15 육상생태계

15.2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15.3 사막화 방지

12.2
∙ 13.1 ⇄ 15.1,
15.2, 15.3, 15.5
(상충)
∙ 13.1 ⇄ 14.5

15.5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7. SDG 13과 다른 목표들의 네트워크

자료: IGES의 IVAT(https://sdginterlinkages.iges.jp/visualisationtool.html, 검색일: 2019. 11. 1)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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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과 [그림 3-17]을 종합하여 기후변화와 다른 SDG와의 상호연계
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너지와 상충을 나타낸다.
시너지

상충

∙ 기후변화 대응력과 회복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가
장 취약한 계층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의
피해를 보다 적게 받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재정손실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발생한다.
∙ 기후변화는 ① 인프라 및 산업 발전 ② 식량생
산시스템 ③ 자원 사용과 서로 작용을 미친다. ∙ 기후변화와 수생생태계, 특히 연안지역을 보존하는
이는 기후변화 관련 지표가 역행할 경우, 3개의

것과의 상호연계성은 캄보디아와 같이 조업으로

지표 역시 역행하고, 역의 관계도 성립하는 것을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향상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산업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

발전, 식량생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자원 추출이

안지역 보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해양생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 기후변화와 육상생태계와 관련된 지표 역시 기후
변화 지표가 역행할 경우, 육상생태계와 관련된
지표 역시 역행하고, 역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따라서 육상생태계를 보전, 특히 산림자원
관리와 대지황폐화 방지는 기후변화 대응력과 회
복력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5) 대기
캄보디아는 발전소 및 공장, 수입ㆍ중고차량과 오토바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적절한 오염방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8]은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노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1990~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에 25.20㎍/m3까지 감소, 다시
2017년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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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 노출
(단위: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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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Data(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PM25.MC.M3?end=2017&locations=
KH&start=1990&view=chart, 검색일: 2019. 11. 1)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3-12. SDG 11.6과 다른 목표들의 연계성
부문별

목표
9 산업, 혁신, 인프라

경제

세부목표
9.1 지속가능한 인프라
9.b 산업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2.4 폐기물 처리
사회

16 정의ㆍ평화ㆍ제도

16.5 부패 감소

시너지와 상충
(시너지)
∙ 11.6 ⇄ 9.1, 12.4
(상충)
∙ 11.6 <- 9.b, 16.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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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SDG 11.6과 다른 목표들의 네트워크

자료: IGES의 IVAT(https://sdginterlinkages.iges.jp/visualisationtool.html, 검색일: 2019. 11. 1)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표 3-12]와 [그림 3-19]를 종합하여 도시의 환경영향과 다른 SDG와의 상
호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너지와 상충성을 나타낸다.
시너지

상충

∙ 산업다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 도시의 부정적 환경영향과 ① 인프라 구축 ②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폐기물 처리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즉 도시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 요인
의 부정적 환경영향 지표가 부정적인 추세를
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압력을 최
보이면, 두 개의 지표 역시 역행하는 추세를
대한 줄이는 동시에 산업다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나타낸다. 또한 그의 역의 관계도 동일하게
기술지원과 협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다. 따라서 도심지역에서 인프라 사업
∙ 부패 관련 지표가 도시의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이 진행될 때 파급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대기, 토질, 수질)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하
예를 들어, 캄보디아 폐기물 처리사업은 민영화를
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환경사회영향
확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독점이나 투명하지
평가를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않은 절차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대기질 개선과
또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수질, 토양,
같은 환경 측면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
대기오염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환
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릇된 거버넌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도심의 환경영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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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문헌조사, 현지 관계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5개의 환경 도전(①
산림 ② 물과 위생 ③ 폐기물 ④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⑤ 대기)을 도출하
고, 각각의 발생 원인과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급하고 중대한 환경 도전
을 더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IGES의 IVAT를 활용하여 각 환경 도전과 직ㆍ간접
적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세부목표 6, 11.6, 12.4, 13, 15와의
네트워크를 보고, 각 네트워크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와 상충
성을 분석했다. 이 작업은 환경 도전들이 지원사업에서 적절히 해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부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충성을 상쇄
하고, 시너지를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각 환경 도전과 SDG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네트워크와 그
에 대한 분석 결과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또
한 SDGs 상호연계성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각 환경 도전에 따른 수요와 실제
지원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3-13]에 정리하였다.
첫째, 캄보디아의 산림은 불법 개간, 벌목, 고급 작물 수출을 통한 수입 창출
등의 목적으로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산
림지대 거주민들의 산림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에서도 보듯
이, 산림생태계와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기초생계에 도움을 주는 임산물이
잘 보호되어 빈곤과 기아 종식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까지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과 위생의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폐수가 증가하고 하수처리
시설 설치가 부족하며 이와 연계하여 안전한 식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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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과 같이 대표적으로 댐 건설과 같은 지나친 난개발에 따른 반작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조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해
소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아ㆍ태 지역에서 흔히 발생
하고 있는 비소 문제가 유독 심각한 곳으로서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역시, 안전한 식수와 위생 접근과 관
련된 세부목표 및 지표는 건강과 물 관련 생태계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지원사업에서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원조액은 급
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과 위생의 다른 분야 프로젝트에 비
해서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어서 그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폐기물 처리의 경우, 캄보디아는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더
욱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인식과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위생 매립장 역시 부재하여 무분별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이는 대기, 토양,
수질오염 등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미치고 있다. SDGs 상호연계성에서 폐기물
처리는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캄보디아
는 우선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캄보디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와 재해로 인한 영향에 빈곤/취
약 계층이 사망 또는 실종, 재정 손실을 입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
이는 것이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는 연쇄
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재정손실 감소의 효과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는 연안지역 보호와 서로 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력 또는 회복력 구축 관련 지표가 역행하게 되면 연안지
역 보호 역시 퇴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연안지역 보호는 해양생태계와 생
물다양성 보호를 수반하므로 조업에 의존하는 캄보디아 주민의 생계와 삶의 질
을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 사업 시 연안지역 보호 지원사업이 함께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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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캄보디아의 대기질 악화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도시화와 산업
화로 인하여 발전소 및 공장,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따른 도심지역의 대
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오염은 도심지역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하지 못한 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
염원에서도 비롯되어 폐기물 처리와 연결한 대기질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에서도 도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폐
기물 처리와 서로 강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개의 지표가 동시에 개
선되는 것이 시너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 수요, SDGs 상호연계성
캄보디아 환경 도전
∙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처리시설 미비
∙ 농촌지역의 식수 접근 비율이 도시
와 비교하여 매우 낮음
∙ 도심지역 폐기물 증가
∙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역량 부족

수요(갭 분석)
∙ 폐수 및 하수 처리시설

∙ 6.1, 6.2 -> 2.1, 2.2

∙ 안전한 식수

∙ 6.a -> 3.2, 3.3

∙ 물 관련 생태계 보호

∙ 6.6 -> 15.1, 15.2,

∙ 교육 및 훈련
∙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위한 인력 고용
구축
∙ 조업을 고려한 해양 생태계 보호

∙ 도심지역 대기질 악화

∙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폐기물 처리와 연계한 대기질 개선
∙ 산림지대 거주민들의 인식 제고 및

∙ 산림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15.5
∙ 12.4 -> 8.6

∙ 폐기물 처리 인프라 운영 및 관리를 ∙ 12.4 ⇄ 8.3, 9.1,
∙ 빈곤/취약 계층의 기후변화 회복력

∙ 기후변화영향 피해 심각

SDGs 상호연계성

소득 창출 기회 제공
∙ 산림 관리와 기후변화 연계 프로그램

11.6
∙ 13.1 -> 1.5, 11.5
∙ 13.1 ⇄ 14.5
∙ 11.6 ⇄ 12.4
∙ 15.4 -> 1.1, 2.1, 8.1
∙ 15.1, 15.2 ⇄ 13.1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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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1.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

1. 한·캄보디아 개발협력
본 절에서는 대캄보디아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제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을 통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
불어 100대 국정과제(2017. 7)의 일환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3대 실천과제 중의 하나인 신남방정책이 우리나라 국제협력 추진 방향에 어떻
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협력의 특성에 따라 국제적 환경이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① SDG 이행 ②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국제협력은 5개년 단위의 중기 ODA 전략인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그리고 「캄보디아 국가협력전
략」,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기둥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있는 다른 정책도 함께 반영되어 지원사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은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
획(2011~15)」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10일에 발표되었다.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계획 비전 아래 SDG 이행 목표 달성
기여가 큰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의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SDG를 반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통하여 SDGs 달
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ODA 사업과 SDG를 연계하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SDG와 국내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방향에 포함된 것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할 때 사회개발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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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환경을 고려하는 SDG 특성에 부합하여 경제 인프라,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는 계획이 반영되었다.72) 기본계획은 이 밖에도 사업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과 SDG를 개별 협력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강화하여 사업계획서에
CPS와 SDG 관련성을 명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 방향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http://odakorea.go.kr/ODAPage_2018/cate02/L01_S01_02.jsp, 검색일: 2019.
10. 15).

72) 관계부처 합동(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의 국제개발협력 재원 운용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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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KOICA 사업의 추진 방향

자료: KOICA 주요사업 추진방향(http://www.koica.go.kr/koica_kr/900/subview.do, 검색일: 2019. 10. 16).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발표되어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각 ODA 사업을 미리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73) 2019년 시행계획은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 방향 - ① 글로벌 가
치 및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ODA ②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 ③ 국민이 참
여하는 ODA – 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추진 방향 중에서 SDGs 이행과 신남방정책은 ①번의 추진과제로 반영되어
있다.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에 따르면, SDGs 이행과 신남방정책 등은 주요 정
책들과 정합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SDGs 이행 부문에서 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시 SDGs와 연계하기 위하
여 주요 지원 분야를 분석한 결과, ① 교육(16.5%) ② 산업(10.8%) ③ 거버넌스
(10.7%) ④ 보건(10.6%) ⑤ 기아 종식(9.8%)으로 나타났다.74) 이는 차례대로
Goal 4, 9, 16, 3, 2와 연결된 것으로 [그림 4-3]에서 유ㆍ무상 예산 비중과 사
업 수 비율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주요 지원 분야에 지속적으로 집중
하되, SDGs 이행은 목표/세부목표들 간의 상호연계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행할 필요

73)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참고.
74)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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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75)

그림 4-3. SDGs 분야별 예산 및 사업 수 비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p. 9.

시행계획에 따르면, 신남방정책 역시 SDG 이행과 같이 관련된 지역 및 사업
에 대한 ODA를 통해 상호간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이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핵심 협력 지역인 아세안 국가들과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신남방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 역시 새로운 ODA 파트너로 포함하
여 신규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시하였다. 실제 신남방정책이 ODA 사업에 반영
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지역별 지원 비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중점협
력국 24개국 중에 아시아는 11개국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 개발협력
에 큰 부분이기는 하나, 2018년과 비교하였을 때 아시아 지원 비중이 소폭 증
가한(2018년 37.0% → 2019년 38.8%) 것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영
향으로 진단할 수 있겠다.76)
상기 서술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하여 개발협력의 근간이 마련된 이후,
실제 대캄보디아 지원 전략과 방향은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이하 캄보디아
75)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참고.
76) 관계부처 합동(2019),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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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을 토대로 구성이 된다. 제2기 국가협력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캄보디아
CPS는 2016~2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원국의 개발 현황, 국가개발전략,
수원체계 및 타 공여국 지원 현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도
출된 우리나라의 지원전략은 [그림 4-4]와 같다.
중점협력 분야는 ① 교통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 농촌개발이며 이
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과 더불어 우리나라 역량
및 재원,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성 등을 반영하여 선정된 것이다.77)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교통 분야: 도로, 공항 등의 인
프라 구축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캄보디아의 부족한 관개시설과 하수처
리시설로 홍수 및 침수 피해가 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상하수
도 인프라 구축 경험과 상ㆍ하수 처리기술을 활용 ③ 교육 분야: 교육의 평등권
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며, 마지막으로 ④ 농촌개발: 우리
나라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종합적인 농촌개발사업과 동
시에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본 연구 주제에 의거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의 수자원 인프라 개선과 역량 강화
는 비단 안전한 식수 확보뿐만 아니라, 홍수 또는 가뭄 등의 물 관련 재해와 기
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배경에서 중점협력 분야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는 것이다.

77)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관계부처 합동, 2016.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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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대캄보디아 지원전략

자료: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관계부처 합동, 2016. 12), p. 13.

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본 절에서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지원 현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전체 개발협력 지원 현황과 대아세안 지원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이 구도 안에서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지원 현황과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ODA 지출을 9억 3,6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그림 4-5 참고).78) 2009년 1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2016년

78) OECD(2019), p.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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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20억 달러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5. 우리나라 순ODA 지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500
2,358

2,336
2,201

2,000
1,999
1,826

1,847

2013

2014

1,724
1,500
1,334
1,000

1,420

1,055
936

5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2016

2017

2018

자료: OECD(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GNI 대비 ODA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0.15%로 OECD/DAC 회원국
총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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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증여등가액
(단위: 10억 달러(USD))

주: 왼쪽 그래프는 DAC 회원국들의 GNI 대비 ODA 인정액(2018년 기준) 중에서 표시된 우리나라는 GNI 대비 0.15%이다.
오른쪽은 DAC 회원국들의 ODA 인정액(2018년 기준) 중에서 역시 표시된 우리나라는 23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자료: OECD Compare your country(https://www2.compareyourcountry.org/oda?cr=oecd&lg=en, 검색일: 2019.
10. 17).

그림 4-7.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지원 추세
(단위: %)

주:  선이 DAC 회원국이며  선이 우리나라의 수치를 나타낸다.
자료: OECD Compare your country(https://www2.compareyourcountry.org/oda?cr=20001&cr1=oecd&lg=en&
page=1, 검색일: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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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년 평균 기준, 지역별 ODA 지원액 및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5억 200만 달러로 전 지역 ODA 지원액에서 3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11개국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상위 10
개 수여국의 총 ODA(2016~17년 기준)이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즈베키
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고 모두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베트남이 1억 8,700만 달러로 월등히 높은 수준의 ODA를 지
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지역별 ODA 지원액 및 비율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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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Aid at a Glance(Korea), https://public.tableau.com/views/AidAtAGlance/DACmembers?:embed=y&:
display_count=no?&:showVizHome=no#1(검색일: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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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상위 10개 수여국의 총 ODA(2016~17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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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Aid at a Glance(Korea), https://public.tableau.com/views/AidAtAGlance/DACmembers?:embed=y&:
display_count=no?&:showVizHome=no#1(검색일: 2019. 10. 17).

분야별 ODA 지원 추세를 살펴보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가 약 86억 달러
로 가장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으며 전체 분야별 지원에서 약 44%를 차지하
고 있다. 이어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역시 적지 않은 지원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프라 건설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상 그 투입금액이 크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타 분야별 ODA 지원은 사회 및 경제 인프라와 비
교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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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우리나라 분야별 ODA 지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9

사회인프라 및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분야별
합계

520

1029

746

829

1367

962

1166

1082

903

7,701

1133

694

641

527

586

809

793

915

970

6,098

생산

74

114

170

314

148

255

147

153

225

1,375

다분야

76

134

63

111

78

149

113

171

71

895

프로그램 원조

서비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0.1

-

2

2

0.02

1

2

11

15

18.12

채무구제

-

3

-

-

-

-

-

-

-

3

인도적 지원

18

24

23

18

38

73

46

71

88

311

53

59

96

91

111

118

143

179

173

850

비배분/비특정
합계

3,812.1 3,984 3,633 3,795

4,192.02 4,190 4,236 4,348 4,201 32,190.12

자료: OECD Stat, Aid(ODA) by sector and donor(https://stats.oecd.org/Index.aspx?ThemeTreeId=3#, 검색일:
2019. 10. 17).

원조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약 75억 달러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프로그램 원조 역시 적지 않은 순지출액(약 49억 달러)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유형별 합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프로젝
트 원조와 프로그램 원조의 합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
중이 매우 크다.

표 4-2. 우리나라 원조유형별 순지출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개도국 유학생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연수생 지원

원조

원조

채무구제

행정비용 기술협력 예산지원

기타

2008

12

240

195

10

32

-

-

4

2009

-

331

166

-

28

-

-

5

2010

32

667

302

2

38

128

-

5

2011

42

680

377

-

54

15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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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개도국 유학생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연수생 지원

원조

원조

채무구제

행정비용 기술협력 예산지원

기타

2012

54

762

510

-

59

167

29

15

2013

61

820

586

-

58

196

20

15

2014

67

883

604

-

57

227

0

19

2015

70

954

585

-

65

212

10

20

2016

72

1,020

834

-

85

210

0.1

25

2017

73

1,126

692

-

81

207

-

22

483

7,483

4,851

12

557

1,498

59.1

151

유형별
합계

주: 1) 양자(NGO 지원), 다자 포함, 2) 유상, 무상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19. 10. 17).

나. 아세안 지역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ODA 지원은 동티모르, 브루나이,
싱가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표 4-3]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DAC 회원국들의 원조액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주요 공여국의 아세안 회원국 대상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2013
-

2014

2015

일본

610.9

-

-

-

-

-

570.1

호주

532.2

597.98

602.62

723.55

882.9 1,154.2 1,039.6

934.8

716.8

미국

393.5

438.66

440.01

582.69

536

533.1

763.1

744.3

733.8

독일

231.9

244.91

205.59

182.41

215.8

237.2

144.29

637.1

563.2

영국

191.7

362.05

266.79

186.33

99.7

156.1

304.7

286.5

259.3

프랑스

138.9

317.82

361.92

725.31

202.8

93.1

763.1

420.2

234.2

한국

138.1

146.99

154.89

222.57

306.3

357.9

411.6

379.9

480.7

캐나다

131.4

172.47

90.45

61.24

85.3

68.2

123.4

99

68.4

스웨덴

128.2

122.58

111.5

79.13

87.5

88.4

115.8

88.6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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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덴마크
네덜란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0.3

135.69

112.99

117.37

108.2

83.7

78.9

66.5

25

-

136.15

138.29

60.12

46.6

7.8

3.8

-11.8

-

DAC
회원국

2,960.5 2,799.15 3,661.19 4,202.15 2,799.2 3,610.2 6,777.3 5,033.1 4,039.3

합계
다자간
기업

2,001.3 2,206.39 2957.77 2,149.02 2,422.1 2,155.3 2,576.6

2,395 1,915.7

합계
DAC
비회원국

192.6

141.91

49.21

5.59

35.1

24.2

55.6

92.2

59.1

합계
모든
공여국

5,154.4 5,147.45 6,668.17 6,356.76 5,256.4 5,789.7 9,409.4 7,520.3 6,014.1

합계
주: 다자간 기업에 국제기구 포함.
자료: 한ㆍ아세안센터 통계(2009~2018)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ODA 이외에도 여러 지원 경로가 있
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ㆍ아세안협력기금(AKCF; ASEAN-ROK Cooperation
Fund)일 것이다. 이 기금은 한국과 아세안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0년 출범한 것으로서 본래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79) [그림 4-10]을 보면, 1989년 한ㆍ아세안 부분 대화관계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여 특별협력기금의 명목으로 100만 달러가 공여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9년에 특별협력기금과 더불어 미래지향협력기금이 함께 공여되었다.
2015년부터 연간 700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2019년에는 2배 증액되어 약
1,40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80) 한ㆍ아세안협력기금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79) ① 미래지향협력프로젝트기금(The Future Oriented Cooperation Projects Fund) - 인적교류가
주요 내용 ② 특별협력기금(Special Cooperation Fund) - 9가지 분야의 개발협력 중심. 자세한 내용은
한ㆍ아세안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 웹사이트(http://www.aseanrokfund.com/
eng/sub_01/sub_01.asp, 검색일: 2019. 10. 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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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
(AKCF) 2017-2020)에 따르면, 특별협력기금과 미래지향협력기금이 왜 하나
의 한ㆍ아세안협력기금으로 통합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기금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온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년도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한ㆍ아
세안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도출된 것이 상기
언급한 한ㆍ아세안협력기금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2017~2020이다.

그림 4-10. 한ㆍ아세안협력기금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ㆍ아세안협력기금(http://www.aseanrokfund.com/eng/sub_01/sub_02.asp, 검색일: 2019. 10. 18).

한ㆍ아세안협력기금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2017~2020은 ASEAN Vision
2025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 가지의 주요 부문, 즉 ① 교육 ②
환경 ③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이 수행된다. 주요 분야에 기금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림 4-11]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기금의 부문별 프로젝트
80)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925/contents.do(검색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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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살펴보면, 인적 교류가 139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 환
경이 각각 34건, 거버넌스(29건), 무역(28건), 농업(27건), 문화(24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4-11. 한ㆍ아세안협력기금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2017~2020

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를 위한 AEC, APSC 연계
∙ ASEAN 관련 기관, 싱크탱크, UN기구 등과 정책 대화 촉진
∙ APSC, AEC, ASCC의 Blueprint 2016-2025 개발 지원
자료: ASEAN(https://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republic-of-korea-rok/6_new-framework-for-akcf2017~2020/, 검색일: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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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한ㆍ아세안특별기금 부문별 프로젝트 수(1990~2015)
(단위: 개)

자료: ASEAN(https://asean.org/asean/external-relations/republic-of-korea-rok/6_new-framework-for-akcf2017~2020/, 검색일: 2019. 10. 18).

다. 캄보디아 지원 현황
캄보디아는 2017년 기준, 9억 4,000만 달러의 총 ODA를 지원받았으며, 그
중 우리나라는 2016~17년 평균 기준, 일본(1억 6,49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1억 4,780만 달러), 미국(8,940만 달러), 프랑스(6,680만 달러)의 뒤를 이어
5번째로 가장 큰 공여국으로 6,420만 달러를 지원했다.81)
한국수출입은행의 OD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유무상 원
조 총지출액은 2008~17년 기준, 2008년에서 2009년 약 절반 정도로 급감하
였다. 이는 2011년 6,223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여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4 참고). 2011년 지원 금액
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가 2010년 OECD/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서 DAC 내에서 권고하는 GNI 대비 ODA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81) OECD의 Aid at a glance by recipient view(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
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
&:toolbar=no?&:showVizHome=no, 검색일: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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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3. 대캄보디아 상위 10개 공여국의 총 ODA(2016~17 평균)
(단위: 백만 달러)
일본

164.9

아시아개발은행

147.8

미국

89.4

프랑스

66.8

한국

64.2

호주

58.1

EU

57.1

독일

42.1

스웨덴

32.8

국제기금

28.1

자료: OECD/DAC Aid at a glace by recipient view(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nce
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
=no, 검색일: 2019. 10. 19).

그림 4-14.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ODA 순지출액
(단위: 백만 달러)
80.00

68.62

70.00

62.23
60.00

65.85

64.15

60.54
56.15
53.15

50.00

40.00

37.33

34.66

30.00

17.05

20.00

10.00

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19. 10. 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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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야별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양자지원 분야는 20여 개로82)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10개의 분야(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공업, 교육,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농업, 보건, 식수 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통
상정책 및 규정, 통신)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음을 [표 4-4]와 [그림
4-15]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지원 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송 및 창고가
2008~17년 총 합계, 약 2억 200만 달러로 총 지출액 기준, 약 40%를 차지하
며 가장 큰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식수공급 및 위생(약 7,700만 달러), 교육(약
6,100만 달러), 보건(약 5,600만 달러), 농업(약 3,500만 달러)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원 규모와 지속적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 그 결과, 2016년 12월에 발표
된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중점 분야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2) 건설,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공업, 관광, 광물자원 및 광업, 교육, 금융 및 재무 서비스, 기타 사회 인프
라 및 서비스, 농업, 보건,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식수 공급 및 위생, 어업, 에너지 생산/분배/효율
성, 운송 및 창고,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인도적 지원, 임업, 통상정책 및 규정, 통신, 다부문, 비
배분/비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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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902
4.558
7.059
1.367
1.159
1.698
1.002
0.398
0.159
1.767
1.510
0.716
1.874
0.537
0.004
4.994
0.270
0.041
0.688
0.156
0.658
0.081
0.001
0.011
0.008
0.067
0.116
2,034.364 2,025.437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178
29.568
14.162
21.372
27.655
23.754
18.712
8.084
11.778
16.275
11.814
16.275
11.814
10.506
3.634
6.410
8.015
8.752
7.714
7.565
10.888
1.292
3.365
4.988
7.438
10.213
11.594
5.938
2.812
3.076
3.707
2.779
3.894
4.769
7.037
2.538
3.126
3.276
1.857
1.787
2.923
2.592
0.815
0.751
1.216
1.824
0.926
1.162
1.214
0.192
1.314
0.861
1.406
0.096
0.956
0.825
0.115
0.572
0.921
1.411
1.770
1.477
1.070
0.516
0.208
0.584
0.756
2.072
0.051
0.506
1.066
0.720
0.961
0.024
0.178
0.073
0.279
0.470
0.298
0.121
0.407
0.478
0.015
0.120
0.017
0.018
1.734
0.059
0.067
0.037
0.052
0.028
0.132
0.009
0.337
0.272
0.277
0.233
0.027
0.037
0.705
0.113
0.007
0.070
0.110
0.063
0.036
0.008
0.161
0.554
0.038
0.149
0.027
0.501
0.067
0.383
0.314
0.011
0.209
0.100
0.049
0.026
0.030
0.026
0.021
0.018
0.060
0.072
0.030
0.045
2,044.45 2,072.544 2,067.779 2,073.354 2,088.045 2,083.593 2,078.969

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19. 8. 2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운송 및 창고
식수 공급 및 위생
교육
보건
농업
다부문
통신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금융 및 재무서비스
임업
공업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
건설
비배분/비특정
통상정책 및 규정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관광
에너지 생산/분배/효율성
인도적 지원
광물자원 및 광업
어업
연도별 합계

지원분야

표 4-4.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분야별 순지출액

36.186
9.044
5.126
9.710
5.272
1.896
0.657
-0.728
0.848
2.854
0.354
0.181
0.839
0.151
0.103
0.165
0.074
0.168
0.049
2,089.9

2017

분야별
합계
165.861
94.972
55.835
46.228
30
20.325
10.319
10.648
7.647
4.98
3.506
2.865
1.905
0.375
1.128
1.088
0.822
0.849
0.697
0.485
0.103
0.225
460.535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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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8

교육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운송 및 창고

2009
2009

교육

농업

식수공급 및 위생

2010
2010

교육

농업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2011
2011

교육

농업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2012
2012

교육

농업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2013
2013

교육

농업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2014
2014

교육

농업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2015
2015

교육

농업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운송 및 창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19. 10. 19)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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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5
15

25
25

35
35

45
45

55
55

65
65

75
75

그림 4-15.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분야별 순지출액

2016
2016

교육

농업

보건

운송 및 창고

2017
2017

교육

농업

보건

운송 및 창고

건설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공업

관광

광물자원 및 광업

교육

금융 및 재무서비스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농업

다부문

보건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식수공급 및 위생

어업

에너지 생산/분배/효율성

운송 및 창고

인도적 지원

임업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통상정책 및 규정

통신

비배분/비특정

(단위: 백만 달러)

나) 유형별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지원은 [표 4-5]와 [그림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유형별 ― ①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② 프로젝트 원조 ③ 프로그
램 원조 ④ 채무구제 ⑤ 행정비용 ⑥ 기술협력 ⑦ 예산지원 ⑧ 기타 ― 로 이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순지출액 합계로 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약 8
조 2,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 순지출액 총계에서 약
48%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1~12년에 약간 감소
한 것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원조와 프
로그램 원조가 유형별 총계에서 약 82%를 차지하며 가장 큰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기술협력은 2010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나 프로그
램 원조에 비하여 금액이 크지 않으나, 다른 유형보다 큰 규모로 점차 증가 추
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유형별 순지출액
(단위: 억 원)

연도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채무구제 행정비용

기술협력

예산지원

기타

2008

136

2,668

2,167

115

350

-

-

46

2009

184

4,223

2,110

-

354

-

-

67

2010

365

7,703

3,488

27

444

1,478

-

57

2011

467

7,528

4,178

-

593

1,672

-

229

2012

611

5,745

8,582

-

669

1,881

332

166

2013

671

8,971

6,419

-

630

2,147

215

162

2014

702

9,303

6,360

-

597

2,395

0

195

2015

790

10,787

6,618

-

740

2,394

112

227

2016

839

11,832

9,680

-

983

2,434

1

296

2017

828

12,728

7,826

-

920

2,342

-

245

3,926

56,928

39,922

142

4,377

11,967

659

1,149

유형별
합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19. 8. 2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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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19. 8. 2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4-16.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유형별 순지출액
(단위: 억 원)

2. 환경분야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지원 현황은 무상원조 수행을 전
담하는 KOICA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그리고 기
타 부처별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 수행 현황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KOICA는 중장기전략, SDGs 주류화 전략, 제2기 국별 협력전략(CPS)을 모
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OICA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이하 분야별
중기전략)을 2017년 6월에 발표하였다. KOICA 지원 분야에서 환경과 관련하
여 본 절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기술환경에너지에서 ‘물’과 범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이다. 두 개의 세부 분야에서 KOICA의 지원 규모나 전략에 대
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 사업유형별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두 개의 세
부 분야를 전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분야별 중기전략에 따르면, KOICA는 아시아 지역에 약 50%의 비중으로 주
로 식수위생(WASH)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에서 보듯이,
WASH 이외에도 수자원관리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2011~15년 기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ICA는 분야별 중기전략
을 통하여 SDGs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 농촌개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과 물 관련 전략을 연계할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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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KOICA 물 분야 지원 비중(1991~2015)
(단위: %)

구분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WASH

37

상수도

0

27

9

23

25

0

43

8

2

농업관개

0

6

0

21

7

수력발전

27

17

23

17

0

수자원관리

36

8

25

20

46

재해위험관리

0

42

0

11

20

전체비중

2,055

2,046

2,076

2,075

2,045

자료: KOICA(2017), 「분야별 중기전략 2016~2020」, p. 91.

또한 분야별 중기전략에서 지역별 현황과 접근 방안 역시 살펴볼 수 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① 수자원 관리역량 강화 ② 관개시설 및 배수시설 확충 ③ 농
촌지역 위생시설 확충 ④ 재해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KOIC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부족한 재원과 역량에 주목하고, 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② 감축과 적응의 불균형 지원 ③ 기후재원 조성 및 민간재원 동원 ④
재정 메커니즘과 기술 메커니즘의 연계라는 4개를 도전과제로 삼고 있다.83)
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① 적응 ② 감축 ③ 적응과 감축 병행으로 나누
어지는데, 적응은 2005~15년 기준, 2억 달러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 총액
(3억 8,000만 달러)에서 53%를 차지하며, 감축은 1억 1,000만 달러로 29%,
나머지 두 분야의 병행은 7,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83) KOICA(2017), 「분야별 중기전략(2016~20)」 기후변화 대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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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 규모(2009~15)
(단위: 억 달러)

주: OECD/DAC이 제시하고 있는 리우마커를 활용하여 실적을 분석함.
자료: KOICA(2017), 「분야별 중기전략(2016~20)」, p. 166.

기후변화 대응이 범분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 기
후변화와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 주류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파리협정과 2030 의제와 SDG 등과 같은 국제적 전략 및 목표에 기후
변화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기후변화가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성
은 이미 3장과 본 장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므로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OICA 역시 국가별 세부 사업을 설계 또는 수행
할 때 리우마커를 표시하여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연계하고, 주류화하기 위
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래 KOICA의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환경분
야의 유형별 사업을 살펴보면 리우마커가 함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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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마커
OECD/DAC가 회원국들의 리우 환경협약에 근거하여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 이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에 도입한 것으로서, ① 기후변화 적응 ② 기후변화 감축 ③ 생물다양성 ④ 사막화
방지로 구분된다. 각 항목에 해당 지원사업들이 기후변화 적응 (또는) 감축을 주요 목적(principal)
으로 할 경우에 2점, 부수적으로(significant) 할 경우에 1점, 마커 관점에서 고려는 되었으나, 감
축 또는 적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0점으로 표시한다.84)

2008~17년 KOICA에서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수행한 사업들을 [표 4-7]~
[표 4-10]에서 살펴보면, 4개의 유형, 즉 ① 연수생초청사업 ② 봉사단 ③ 민관
협력사업 ④ 개발컨설팅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연수생초청
사업은 총 37건으로 약 9억 원이 환경분야에 투입되어 가장 규모가 크며 지속
적으로 이어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민관협력사업이 총 7건으로 다른 유
형보다 수행된 사업 수는 많지 않으나, 금액이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면서
연수생초청사업만큼이나 큰 지원금액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
로 봉사단 파견이 총 13건이며 약 3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개발컨설
팅은 캄보디아 폐기물 위생 매립장 건립 타당성조사사업 1건으로 약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사업유형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수생초청사업에서 총
사업 수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은 환경정책/기타가 10건이며, 수자원정책/기
술환경에너지가 7건, 그 뒤를 폐기물관리/기술환경에너지가 5건을 차지하고
있다. 리우마커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2009년까지 사업 계획 또는 수행 단계
에서 기후변화 적응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다른 측면 역시 고려는 되
었으나,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이 주요 목
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교육이나 재해예방과 같은 환경교육, 재
난방지, 또는 식수개발인데 이 세 가지 분야 모두 매우 적은 수의 사업이 수행
되고 있다.

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p.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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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봉사단 파견 사업에서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이 전체 환경부문 사
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리우마커 4개의 영역 모
두를 고려는 하였으나, 실제 적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다년도 사업 이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캄보디아
톤레삽 지역 홍수/가뭄대처 역량 강화인데, 이는 기후변화 적응을 주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나, 2014년 1건만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컨설팅에서 폐기물 관리 분야의 캄보디아 폐기물 위생 매립
장 건립 타당성조사사업의 경우 기후변화를 부수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였음
을 알 수 있다.

156 •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제4장 한ㆍ캄보디아 개발협력과 환경 • 157

2011

2010

2009

2008

연도

재해 예경보 시스템
연수생초청

11,968,250
154,489,816

환경정책/기타
폐기물관리/기타
환경정책/기타
환경정책/기타
대규모 상수시스템/보건의료
수자원정책/기술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타

ASEAN 특별연수-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환경보호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한싱공동연수-상수도관리

캄보디아 통합 수자원 관리

한싱공동연수-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

4,644,179

7,749,130

10,917,667

11,322,820

2,914,230

90,615,248

수자원정책/기술환경에너지

캄보디아 통합 수자원 관리

7,580,296

한싱공동연수-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

에너지정책/공공행정

9,993,530

사업

11,253,575

14,988,075

재난방지 및 대비/긴급구호

재난방지 및 대비/긴급구호

10,760,998

환경정책/기타

한일공동연수-대기오염방지기술

한일공동연수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기후변화와 재해예방

5,036,990
4,819,066
81,779,581

환경정책/기타

7,489,900
5,769,626

수자원정책/기술환경에너지

한싱공동연수 – 지속가능한 개발

캄보디아 수자원 관리

환경정책/기타
생물권역보호/기타

환경보호정책

에너지정책/공공행정

APEC 해양환경보전

폐기물관리/식수 공급 및 위생/기타

(단위: 원)

(원조목적/분야)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정책

유형

한일공동연수-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사업명

지원액

분야

표 4-7. KOICA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지원사업(2008~17) - 연수생초청사업

1

1

0

1

0

1

1

0

0

1

0

0

0

0

0

0

0

0

변화

기후

0

0

1

0

0

0

0

2

0

0

2

2

-

-

-

-

-

-

적응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방지

기후변화 사막화

마커
생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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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 상수도관리 과정
캄보디아 통합 수자원 관리 다년간연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ASEAN 기후변화 대응 교육
한싱공동연수-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
자원순환 및 고형폐기물 관리
ASEAN 특별연수1(포괄적 환경 모니터링 연수사업)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해양조사기술
한-싱 상수도관리 과정
해양조사기술
ASEAN 협력연수 – 수자원관리 역량 강화
한-싱 공동연수 수자원 개발 및 관리 과정
ASEAN 특별연수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관리
UNISDR 공동연수 – 도시방재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국토개발정책 역량 강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전문가 양성
한-태 공동연수 (1) - 수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명

분야
(원조목적/분야)

에너지개발 및 공급/기술환경에너지
수자원정책/기술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기타
환경교육/기타
환경정책/기타
폐기물관리/기술환경에너지
환경정책/공공행정
폐기물관리/기술환경에너지
환경보호/교육
식수 공급 및 위생/기술환경에너지
환경연구/기술환경에너지
수자원정책/기술환경에너지
수자원정책/기술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술환경에너지
재난방지 및 대비/긴급구호
연수생
도로운송/기술환경에너지
초청사업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기술환경에너지
농업용수자원/농림수산
수자원정책/기술환경에너지
총 37건, 총 892,287,240원

유형
14,473,141
95,725,399
23,094,074
11,039,411
3,272,352
23,748,405
11,740,210
25,621,525
52,337,016
15,021,575
4,058,160
9,627,640
33,282,632
22,434,849
23,648,404
10,467,938
11,568,906
28,564,311
18,468,315

지원액
(단위: 원)
1
0
0
2
1
1
0
0
0
0
0
0
0
0
2
2
2
0
1

기후
변화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 상세검색(http://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 검색일: 2019. 10. 20)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연도

표 4-7. 계속

0
1
0
2
0
1
0
0
0
0
2
1
1
1
2
2
2
2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
적응
방지 다양성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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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NGO봉사단80078

WFK-과학기술지원단 파견

총 13건, 총 382,473,562 원

환경연구/기술환경에너지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기술환경에너지

WFK-과학기술지원단80032

캄보디아에 환경연구 관련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NGO봉사단80079

55,069,612

20,515,436

43,930,232

20,515,436

43,930,232

20,515,436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기술환경에너지

NGO봉사단80300

43,930,232

19,414,019

19,414,019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기술환경에너지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WFK-과학기술지원단80037

WFK-과학기술지원단80029

NGO봉사단80188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NGO봉사단80096

18,863,884

18,863,884

39,547,619

17,963,521

0

0

1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적응

1

기후변화

변화

마커
기후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 상세검색(http://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 검색일: 2019. 10. 20)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2017

2014

2013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NGO봉사단80048

봉사단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NGO봉사단80061

2012

환경교육&훈련/기타

WFK-과학기술지원단 80019

2011

환경정책/기타

해외봉사단32636

(단위: 원)

(원조목적/분야)

2008

유형

사업명

연도

지원액

분야

표 4-8. KOICA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지원사업(2008~17) - 봉사단

0

0

0

0

0

0

0

0

0

0

0

0

0

방지

사막화

생물

0

0

0

0

0

0

0

0

0

0

0

0

1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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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민관협력
사업

사업명

캄보디아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수도 시설 구축
사업 및 텃밭 조성
캄보디아 바탐방도 식수사업, 위생사업 및
이동진료를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사업
캄보디아 바탐방도 식수사업, 위생사업 및
이동진료를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사업
통합적 우물관리시스템 확립 사업
캄보디아 톤레삽 지역 홍수/가뭄대처 역량 강화
캄보디아 바탐방도 식수사업, 위생사업 및
이동진료를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사업
캄보디아 식수, 위생 및 보건 개선
89,875,267
52,325,205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홍수방지, 대책/기술환경에너지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총 7건, 총 657,791,104원

172,256,775

95,578,916

97,253,470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101,073,406

49,428,065

지원액
(단위: 원)

기초식수 공급 및 기초위생/보건의료

소규모 상수 시스템/보건의료

분야
(원조목적/분야)

0

0

0
0

0

0

0

기후
변화

사업명

유형

폐기물 관리/기타

분야
(원조목적/분야)

260,200,017

지원액
(단위: 원)

1

기후
변화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 상세검색(http://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 검색일: 2019. 10. 20)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2010 캄보디아 폐기물 위생 매립장 건립 타당성조사사업 개발컨설팅

연도

표 4-10. KOICA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지원사업(2008~17) - 개발컨설팅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 상세검색(http://stat.koica.go.kr/ipm/os/sear/detailSearchList.do?lang=ko, 검색일: 2019. 10. 20)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2015

2014

2013

2012

2011

연도

표 4-9. KOICA의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지원사업(2008~17) - 민관협력사업

마커

0

0

0
0

0

0

0

0

0

기후변화 사막화
적응
방지

1

1

1
2

1

1

1

마커
기후변 사막화
화적응
방지

0

생물
다양성

0

0

0
0

0

0

0

생물
다양성

EDCF의 국가별 입찰예정사업(2019년 3/4분기)에 따르면, 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환경분야에만 국한하
여 저자가 재구성하였으나, 실제 2001~18년 동안 추진하고자 한 24건의 사업
중 환경분야는 8개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1]에서 주목할 만한 것
은 하천정비사업과 홍수피해 저감사업이다. EDCF에 따르면, 시엠립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하여 홍수피해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주거환경을 개
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비슷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타크마우시 하수처
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역시 홍수피해 감소뿐만 아니라 지하수 및 하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EDCF는 향후 지원 방향에서 도로
및 댐 건설 이외에도 산업인프라, 보건위생 등의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
였다. 따라서 앞으로 유상원조에서 앞에서 언급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바라본다. 또한 중기 운영계획(2018~20)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였고, 이전 중기운영계획(2008~12)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영향을 반영한 사업발굴’을 선정한 바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85)
표 4-11. EDCF의 캄보디아 지원 현황(2019. 9 기준)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액(백만 달러)

2002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사업

26.7

2008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30.0

2010

몽콜보레이댐 개발사업

18.7

2012

살라타온댐 개발사업

36.6

2013

다운트리댐 개발사업

46.7

2014

시엠립 하천정비사업 2차

13.3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피해 저감사업

85.1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63.9

2016

자료: EDCF(2019), 「국가별 입찰예정사업(2019. 3분기)」, p. 18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85) EDCF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edcfkorea/221592873915, 검색일: 2019. 10.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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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처와 지자체별 ODA 사업 수행 현황은 지난 5년간의 기록을 통하여
우선 그 목록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캄보디아의 환경분야를 대상으로 한 사업
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구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
에서 살펴 본 KOICA와 EDCF의 지원사업과 함께 다음 절에서 종합적으로 그
성과 및 개선점 또는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4-12. 기타 부처의 캄보디아 환경부문 지원사업(2015~19)
참여 기관

프로젝트명

금액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

40억 원

’11~’15

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 리사이클 기반 조성

0.6억 원

’15

교육부

캄보디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20억 원

’13~’17

민관협력

메콩강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

2억 원
(총 25억)

’16~’20

프로젝트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협력사업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연안,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
메콩강유역 산림협력 센터 운영

43억 원
’10~
(총 54억 원)
4.5억 원

’17-’19

4억 원
’16~
(총 5억 원)

형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다자원조
초청연수
프로젝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43억 원

’10~

프로젝트

캄보디아 연안,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

4.5억 원

’17~’19

연수사업

메콩강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

4억 원
’16~’20
(총 21억 원)

프로젝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43억 원
’12~’25
(총 600억 원)

프로젝트

산림청

국무조정실

국제환경평가 교류협력사업

0.4억 원

’19

해양수산부

캄보디아 연안,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

4.09억 원

’17~’19

프로젝트

4억 원
’16~’20
(총 20억 원)

프로젝트

43억
’10~
원(592억 원)

프로젝트

30.61억 원 ’19~’21

프로젝트

메콩강 유역 산림협력사업
산림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기상청

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주: EDCF와 KOICA 사업 실적은 제외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2016, 2017, 2018, 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참고.

162 •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기타 기술협력

[표 4-12]의 프로젝트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캄보디아 대상 환경분야 ODA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수 개발 및 홍수 조절을 위한 댐 관련 인프
라 설치 등의 환경분야와 관련있는 사업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EDCF에서 집
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주목
할 만한 것은 산림청과 해양수산부가 다년간의 사업으로 산림부문과 해양환경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업 성과에 대해
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환경분야 개발협력 성과 및 평가
가. KOICA와 EDCF 지원사업 평가
KOICA와 EDCF의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수자원개발과 관
련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캄보디아 국별 협력전략에서 물
관리 위생 분야가 중점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
자원 관리 및 하천개발 등에 우수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국별 협력전략과 일치하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은 그 당위성에서 적절한 결과다.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과 그들의 수요,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분야의 다변화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관리 및 처리는 특히 연수생초청사업에서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에 대한 역량 강화가 지속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2014년까지 수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관련 지원사업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개발컨설팅을 제외한 다른 유형에서는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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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기후변화와 대기질 개선, 그리고 산림부문에서는 유ㆍ무상원조 모두
관련 사업 실적이 저조하거나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후변화는
2010, 2012, 2016년 재난방지의 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유상원조에서 역시 2016년 홍
수피해 저감사업이 1건만 수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기질 개선이나 산림생태
계 및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은 위에서 살펴 본 표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환경분야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지원은 식수
개발 및 수자원 관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환경 도전이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그 비중이 매우 적거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 도전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물과 위생 분야는 물론
이거니와 나머지 분야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과 위생은 에너지 접근의 확대와 농업생산성 증가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상충성을 상쇄하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인프라, 산업
기술역량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육상/
내륙/담수 생태계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관리 및 처리는 대기질 개선과 식수 오염, 위생과도 상호작용을 할 뿐
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 및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인프라 및 산업 발전,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 도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구축 역시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다른 이
슈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기후변
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프라 및 산업 발전과 교통시스템, 재난으로 인
한 사망자 및 경제적 손실, 천연자원 관리 등과 같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회복력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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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빈곤층의 회복력 역시 낮아지며, 사회보장체계, 식량생
산체계 등과 같이 사회적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적인 측
면에서는 산림생태계와 산림자원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육상/내륙/담수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이 반드시 긍정적인 추세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기타 부처의 지원사업 평가
1)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농림축산식품부,
2011~15)
농촌경제연구원의 1차 평가보고서(2018. 8)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1~15년까지 수행한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은 ①
산림연구시설 설립 ② 황폐지 복구 ③ 전문가 파견 ④ 초청연수 ⑤ 기자재 지원
이 크게 구성하고 있다. 프놈펜과 시엠립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양묘장과 실
험림을 조성하고, 산림 연구에 대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산림을 복구하는 동시에 조림사업 등을 통한 수익 창출 효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에 비추어 이 사업을 평가할 경
우, 산림 관리와 산림생태계 보전은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의 경제적 효용 측면이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워크숍에서 RAC의 관계자
가 언급하였듯이, 산림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거나 에너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행동들이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산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다른 형태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우
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묘장과 조림사업 등에 인근 주민들
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동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산림연구기설과 관련 기자재가 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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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고, 잘 유지될 수 있기 위한 기술 및 재원 마련에도 방점을 두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산림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캄보디아 측에 보
다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캄보디아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
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 연구에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중
요하나 주민들 또는 현지 관련 기관 또는 대학 등의 인력을 함께 활용하여 인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캄보디아 연안,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해양수산부, 2017~19)
해양수산부는 캄보디아 해양환경 분야 담당 공무원 15인을 초청하여 ‘연안ㆍ
해양 환경 관리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하였다.86) 캄보디아의 연안관리 및 해양
환경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동 분야의 전문인력 및 기
술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17년
에는 연안ㆍ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 2018년에는 연안ㆍ해양
지역에서 불법 활동 규제 및 기후변화 회복력과 적응역량 강화 등, 2019년에는
해양오염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 및 완화를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연수의 경우, 단기간에 연수 프로그
램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역량 강화 역
시 5일 간의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3일 정
도로 어느 정도의 수준과 범위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된다.
또한 작년 프로그램에서 연안ㆍ해양 지역의 기후변화 회복력과 적응 관련 역
량 강화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SDGs 상호연계성에서 기후변화와 연
안ㆍ해양 지역 보존 간의 밀접한 관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정
책이나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정부 차원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중요하나, 실제 조업을 생계로 유지하는 주민
8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7. 6. 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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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인식 제고와 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소득 창
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3. 환경 도전 – SDGs 상호연계성 및 시사점

산림

물과 위생

∙ 산림 관리는 육지/내륙/담수 시스템 보호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사막화 방지와
같이 대지 황폐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산림 관리 지원사업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에 접근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
∙ 사람들이 산림자원이 아닌, 다른 형태에서 에너지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수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식수-산업-에너지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 식수 공급, 위생, 수 생태계의 보호는 사회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고려
∙ 식량생산체계 구축 과정에서 지나친 용수의 추출과 폐수 방출로 식수 및 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토
∙ 육상생태계의 보존 및 복원과도 밀접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수 생태계 보호와 상생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

∙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관련 지원사업에서 고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려
∙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물 사용 효율성과 함께 물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고려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 및 관리 관련 사업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고용적인 측면과
인프라 요소를 고려
∙ 개도국의 산업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

기후변화

∙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구축 지원사업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지표를 개선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과 동시에 교통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구축의 지표가 역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빈곤/취약계층 회복력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사회보호시스템과 식량생산체계가 원활하게 이행
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
∙ 육상생태계를 보호하고, 특히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이 기획될 필요가 있음

대기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복력 있는 인프라(교통시스템 포함)를 구축
∙ 정주지 건설 및 기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무분별한 인프라 개발을 지양하고, 천연자원
역시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
∙ 교통시스템의 구축이나 개선이 빈곤/취약계층의 기후회복력 구축에 미칠 수 있는 긍
정적인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육ㆍ해상 생태계를 보호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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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과 같이 5개 분야의 환경 도전과 이에 따른 수요를 SDGs 상호연계
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개발협력사업을 기획하거나 수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요 분석과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을 매
핑한 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단순히 환경 도전을 해소하는 것에서만 그
치지 않고, 다른 부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지원 성과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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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1. 기본 방향
2. 개발협력 추진 방안
3. 협력사업 제안

1. 기본 방향
앞서 살펴본 기본계획, 시행계획, 캄보디아 CP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캄보
디아를 대상으로 ① 교통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 농촌개발을 중심으
로 지원해왔다. 이러한 중점 분야는 캄보디아의 국가발전전략 및 수요, SDGs
이행 기여도, 우리나라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헌조사, 현지조사, 관련 외부기관의 의견을 모두 분석
한 결과, 캄보디아 환경 도전은 물관리 및 보건위생 외에도 대기질, 폐기물, 기
후변화, 산림 면적 감소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환경
도전이 보여주고 있는 양상은 단편적으로만 해석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는 것 또한 파악되었다.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경 도전은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부목표 및 지표들과 상호
작용하여 잠재적인 시너지 및 상충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식수
공급의 일환으로 시행된 식수 개발이 자칫 자원을 무분별하게 훼손할 수 있는
상충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식수 접근과 공중/개인 위생이 개선되는
것은 비단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정
치, 경제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반영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며, 이는 또한
고용 창출 효과까지 연계되어 있어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 외에도 경제적인 측
면에서도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소득 창
출과 에너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산림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림 면적의 보존은 비단 육상생태계 보호
에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기후변화 대응과 회복력 구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내륙/담수 생태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지역 주민들
에게 산림자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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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캄보디아 환경 도전은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살펴보면 매우 복
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다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환경 도전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협력 방향 역시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각 환경 도전이 다른 목표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충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개발
협력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지원사업들
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별적인 관점에서만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관련
된 지표는 단순히 화학물질이나 유해폐기물 처리만 반영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연쇄적인 효과, 즉 대기, 수질, 토양오염도 유발시키
므로 이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폐기물 처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원사업에 반
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면서 소
규모 영세사업자들이 폐기물 처리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의 고용 창출 효
과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면 지원사업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환경분야에서 규모나 다양
성의 측면에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지원 성과가 미
약한 와중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분야별
중장기전략, 국별 협력전략에서 SDGs 이행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
다는 것이다. 기술환경에너지 분야에 속하는 ‘물과 에너지’, 범분야에 속하는
‘기후변화’를 개별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서로 연계하여 극적인 효과를 도출하
고자 하는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 KOICA와 EDCF 모두 수자원 개발 및
하수처리시설 공급과 같은 경우, 생활ㆍ농업 용수 확보나 하수처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과 홍수 대비를 위한 목적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중요성을 실제 캄보디아 환경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때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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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KOICA와 EDCF만이 아닌 기타 부처와 지자체 역시
다양한 원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청연수사
업이나 인프라 및 기자재 공급과 같이 사업이 단순하거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
으며, 무엇보다 환경부문의 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와 지
자체의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다른 부문
과의 연계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협력 지원에서 우리나라 대외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
용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캄보디아 환경분야의 개발협력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
책은 3P(People, Prosperity, Peace)를 중심으로 목표와 주요 세부 과제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지원될 수 있는 과
제로는 첫째, ODA 확대를 통하여 물 관리 및 질병 대응 역량 강화이다. 안전한
식수와 위생 접근은 질병 대응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SDGs 상호연계성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을 확
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이다.
동남아시아의 연결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남방정책은 교통/에너지/
수자원 등의 중점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은 각 환경 도전을 해소하
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나, 이것과 연결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안
전하고, 지속가능하고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신남방 지역에서 기후변화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고, 기후회복
력 구축을 위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후기술 관련 프로젝트와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산림생태계 보호, 연안지역
보전과 같이 다양한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지원사업에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신남방정책에 따라 더욱 긴밀해질 한ㆍ아세안 관계 역시 개발협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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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한ㆍ아세안협력기금에 이전 기여금의 2배에 달하는 1,400만 달러를 공여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한ㆍ아세안 협력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여
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한ㆍ아세안협력기금 프레임워크의 주요 분야 중의
하나는 환경이다. 이는 즉, 한ㆍ아세안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산림, 기후변화
회복력 구축, 재생에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캄보디아의 주요 환경 도전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 25~26일에 개최된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이어 27일
에 열린 한ㆍ메콩 정상회의에서 환경 협력의 필요성이 재조명되었다.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87)에 따르면, 사회ㆍ문화협력에서 ① 해양 플라스
틱 폐기물 예방ㆍ감소,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② 재난관리 협력
확대 ③ 산림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에서 한ㆍ아세안 협력 확대의 의
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년까지 대아세안 국가들에 무상원조를 2배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동 비전성명에서 합의된 사항 중 ‘5. 지속
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맹’에서도 역시 기후변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
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녹색 인프라,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환경 협력이 강조되었다.
한ㆍ메콩 정상회의는 외교장관급 회의로 개최되어온 것이 처음으로 정상회
의로 격상되었다.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 전 분야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강
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동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동남아 순방 시 발표했던 ‘메콩 비전88)’을 구체화하기로 예정된 것이다. 문

87) 정책브리핑(2019. 11. 26),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66890
&pkgId=49500735(검색일: 2019. 12. 6) 참고.
88) ①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② 지속가능한 번영 ③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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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대통령은 한강에서 이룬 기적이 메콩강에서도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강ㆍ메콩강 선언’을 발표하였다. ‘II. 한ㆍ메콩 미래협력 방향’89)에서 환경
은 7개 신규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되었고, 세부적으로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평화에서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토지와 산림 재건 및 복원, 기후변
화 대응, 환경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두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환경협력 분야는 2022년까지 2배로 증액될
무상원조를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
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캄보디아 CPS 개정 과정에
서 상기 언급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CPS는 수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수원국과 협의 과정에서 두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의 협력과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캄보디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 도전에 대하여 현실과 수
요 간의 명확한 간극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 캄보디아의 환경분야에 대
한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SDGs 상호연계성을 통하여 환경 도전에 대
한 입체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원
사업의 일차적 효과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상충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과정에
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또는 기존 사업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수요와 실정에 맞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것이 제한적이고 비슷한 유형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을 다변화하거나
하나의 분야와 연결된 타 분야를 함께 연계시켜서 사업의 효과를 확대하고, 다
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89) 정책브리핑(2019. 11. 27),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66946
&pkgId=49500735(검색일: 2019. 12.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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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기본 방향

캄보디아 환경 분야 개발협력

환경 도전 – 갭 분석

환경 도전 – SDGs 상호연계성

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
∙ 정책
∙ 인력
∙ 기존
사업

및 제도 수립 지원
및 재정 지원 확대
사업 강화 또는 추가
발굴

신남방정책
사람 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ODA 확대
(농촌개발 및 보건의료,
물 관리 개발협력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
아세안스마트시티네트워크
(ASCN)

평화 공동체(Peace)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주: 저자 작성(신남방정책에 대한 내용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웹사이트, http://nsp.go.kr/policy/policy02Page.do, 검색
일: 2019. 10.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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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협력 추진 방안
연구진의 자료조사 및 현지 워크숍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난 캄보디아의
환경 이슈로는 산림 면적의 감소, 폐기물 증가, 대기질 악화 및 기후변화에 따
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앞 절에서 제시한 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지원의
기본 방향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2.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추진 방안

환경 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 폐기물 수거율 및 비위생적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및 활용 정책 개선
∙ 대기질 정책ㆍ제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능력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 캄보디아 환경 이슈에 따라 한국의 적합한 기관들 간의 매칭을 통한 심화교육 실시
∙ KEI ‘환경정책교육원’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추가적 재원 확보: 기후변화 적응 분야 기후금융
∙ 녹색기후기금 지원 사업 분야인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및 산림관리, 물 안보 강화에 대한
연계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
∙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한국 산림청 ‘메콩강 유역 산림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기후
변화 관련 사업 연계 모색

자료: 저자 작성.

가.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캄보디아는 앞서 제시한 각 환경 도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
을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을 입안 또는 강화하고, 거버넌스 역시 정비해 나가
고 있다. 그러나 환경 도전이 주는 영향들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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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정책 및 제도의 미비한 점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차 강조하건대, SDGs 상호연계성은 정책입안자들이 현
재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추후 모니
터링 및 평가까지 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
라서 환경분야 정책 및 제도를 새로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에서 SDGs 상호
연계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폐기물 분야 정책 및 제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증가하는 폐기물, 특히 도심지역에 집
중되어 있는 폐기물이 발생시키고 있는 연쇄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
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함께 관련 조직과 정책을 통하여 개선시키려
는 노력 역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특정 회사의 독점으
로 이루어지는 폐기물 처리사업은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거두는 데 큰 방해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것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기물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농
촌과 도심의 격차는 식수 공급과 에너지 접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도 농
촌과 지방정부의 부족한 처리시설과 역량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폐기물 관
리 및 처리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기물 분야의 주요 이슈가 되는 수거율 및 비위생적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 관리 및 활용 정책 개선 방안을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단계별(안전처리
-감량 및 재활용-자원순환)로 구분하여 캄보디아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
원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의 폐기물 안전처리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
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 기반 구축 및 운영ㆍ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
발전을 위해 캄보디아 지방정부별 폐기물 관리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계획 작
성을 제안한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단계에서는 폐기물 수거체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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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지역단위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EPR,90)
Allbaro 시스템91)과 같은 User Fee System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적 교육 및 홍보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 관
리 재정 확대 및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연구를 제안한다. 폐기물 분야 단계별 정
책제언을 정리하면 [그림 5-3]과 같다.92)

그림 5-3. 단계별 정책제언

폐기물 안전처리 정책
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적처리 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방안 수립
개도국별 폐기물관리 5개년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행계획(Action Plan)
작성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
폐기물 수거체계
네트워크 강화

➜

폐기물 자원순환 발판 마련
폐기물관리 재정 확대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연구

지역단위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
User Free System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적 교육 및 홍보

자료: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2016),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

둘째, 캄보디아 현지 워크숍(2019. 9. 19)에 참석한 ERIA와 UNDP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대기질 수준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대기질은 점차 악화될 것이며, 농업개발과 폐기물의 적절하지 못한 처리는 온
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캄보
디아는 국내 특수사정을 고려하되,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WHO 대기질
9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91)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92)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2016), 「2016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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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 관측 및 개선
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
책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공장이나 차량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모니
터링 및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체계에 대한 지원 역시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능력형성 및 관련 기술 지원
예를 들어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폐기물이나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나 기술이 부재하다면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SDGs 상호연계성 측면에서 보자면 인프라 구축
은 해당 지역의 산업 영향뿐만 아니라 고용 효과까지 창출하므로 시너지 효과
를 얻기 위해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확보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기구를 통해 구축된 환경 시설들을 운영하고, 환경
기술 구현,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등 환경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KOICA나 정부부처의 무상원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연수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환경인력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사
업들을 진행한 바 있다. 실제 환경분야 인력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들이 아닌 심화 교육 연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축되는 네트워크는 향후
대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KOICA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정책 담
당자나 환경인력 대상 교육 연수사업 진행 시 한국의 환경정책 및 환경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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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적인 교육 내용도 필요하
지만, 그 외에도 캄보디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및 환경 이슈에 따라 한
국의 적합한 기관들을 매칭해주고, 캄보디아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한국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연수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의 심화교육 연수사업을 각 환경 이슈에 적합한 공공 혹은 민간 주
체들과 협력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관리의 경우 환
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을 연결해주고, 폐기물 처리(통합 반입관리시
스템, 매립절차, 침출수 처리), 폐기물 자원화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현지 방
문을 통해 실제 사업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활동 등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 분야의 경우 산림청, 산림교육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공원공
단 등을 연결해주고, 산림복원, 산림재해 대응체계 등에 대한 실습들을 강화한
교육 및 연수사업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연수사업들은 이론에 근거한 한국의 환경정책, 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공유의 차원을 벗어나 실제 캄보디아에서 활용 가능한, 캄보디아 환경
이슈와 상황에 근거해 수요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에서 ‘환경정책교육원’ 운영을 통해
개발되는 다양한 환경정책 콘텐츠는 캄보디아 환경정책 능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EI는 2015년부터 개도국 지역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환경정책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오고 있으며, 현재 캄보디아 현지어(크메르
어) 과정으로 Accelerating progress with respect to the environmental
dimension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9년 개발 예정),
Protected Area Management, Waste Management Policies, Natural
Disaster and EIA 등의 온라인 과정을 KEI 환경정책교육원 홈페이지93)를 통
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과정과 국내 초청연수를 연계하여 능력형성 및
93) KEI 환경정책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ei.re.kr/, 검색일: 2019.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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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을 지원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환경 도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촌ㆍ도심
간 격차를 줄이는 데도 인력 양성 및 기술 전파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 인프라
나 운송 비용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과 지방정부에게도 인력
양성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다. 추가적 재원 확보: 적응 분야 기후금융
캄보디아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투자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현지 워
크숍(2019. 9. 19)에서 ERIA의 경제학자는 캄보디아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
한 기후기금의 기회(climate funding windows)가 매우 적다는 지적을 했었
다. 따라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
원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2012년 설립 이래 개도국 온
실가스 저감 및 기후적응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
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재정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녹색기후기금은 설립 당시 초기재원 조
성 이후 첫 재원보충을 위해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고위급 공
여 회의(GCF High-level Pledging Conference)’에서 총 96억 달러가 조성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고위급 공여 회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27개 공여국의
공여액을 발표하고 향후 GCF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국가별 공약 기준 녹
색기후기금의 주요 공여국으로는 영국(18억 달러), 프랑스(17억 달러), 독일
(16억 달러), 일본(15억 달러) 등이 포함되며 한국은 앞서 지난 9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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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재원보충 불참에도 불구하고 녹색기후기금 초기재
원 수준과 유사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재원보충을 바탕으로 개도
국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94)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창구를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사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분야는
[표 5-1]과 같다.

표 5-1. GCF 지원사업 분야
구분

지원사업 분야
저탄소 에너지 접근 및 발전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 전환
(감축)

저탄소 운송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도시 및 산업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산림관리
취약계층,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후 리질리언트 지속가능발전
증대
(적응)

건강 및 웰빙, 식품 및 물 안보 강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리질리언트 인프라 및 인공 환경
리질리언트 생태계

자료: GCF 홈페이지(https://www.greenclimate.fund/how-we-work/funding-projects, 검색일: 2019. 11. 14).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캄보디아의 환경도전과 매칭이 되는 지속가능한 토
지이용 및 산림관리, 물 안보 강화 등에 대한 녹색기후기금 연계를 통한 협력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국가지정기구(NDA: 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인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GCF 인증기구95)는

9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 10. 28), 「GCF, 한국의 2억불 공여에 힘입어 총 98억불을 조성, 성공적
인 첫 재원보충 달성 – GCF 고위급 공여 회의 개최」 참고.
95) 인증기구(Accredited Entity)는 녹색기후기금 사업제안서 준비, 사업 이행, 모니터링, 평가 보고 포
함 전 사업 과정의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인증기구가 사업의 이행기구의 역할을 하기 위
해 녹색기후기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인증기구들에 대한 정보는 GCF 홈페이지의
Accredited Entity Directory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greenclimate.fund/how-wework/tools/entity-directory(검색일: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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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제출 시 캄보디아 국가지정기구인 환경부의 지지서한을 함께 제출
해야 하는데 이는 제안사업이 캄보디아의 우선순위, 전략, 정책 등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확인 절차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캄보디아의 환경
도전 과제들이 캄보디아 정부의 우선순위, 전략, 정책 등에 반영되어 있을 필요
가 있다.

라.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협력사업 강화
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의 강화 및 추가 발굴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환경 도전과제들과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산림청에서 무상원조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콩강 유역 산
림협력사업(2016~2020)’은 메콩강 유역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
트남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전문기술(우량수종 개발 등) 전수를 통한 지역주민
산림소득 증대와 산림황폐지 복구 등의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
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한ㆍ메콩 산림협력센터를 캄보디아 프놈펜에 설치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의 산림협력 역량 강화를 통한 산림협력 잠
재사업 발굴 등 신규 사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산림과 환경 전문가, 연구원 등이 한ㆍ메콩 산림협력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SDGs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제시된 세부목표 13.1(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세부목표 15.2(지속가능
한 산림 관리) 간의 시너지를 고려하였을 때 캄보디아 산림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ㆍ메콩 산림
협력센터 중심으로 메콩강 유역 아열대 산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캄보디아
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할 수 있다. 산림황폐화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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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캄보디아에서의 효과적인 REDD+ 이행을 통해 캄보디아 산림 복구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3. 협력사업 제안
앞의 절에서 살펴 본 한ㆍ캄보디아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추진 방안을
토대로 환경 도전별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사업은 기존 사업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되,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
이고 연결된 다른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
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산림에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ㆍ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을 제안한다. 환경 도전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산림황폐화의 문제는 인프라 설
치 및 고급 작물 수출을 위한 지나친 개간과 벌목에서 유인된 것도 있었으나,
산림지역 거주민의 에너지원이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화전 및 벌목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SDGs 상호연계성 분석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육상/내륙/담수 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유발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ㆍ관리를 통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사업에서 산림연구센터 및 산림협력센터와 같은 시설과 기자재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기술이전 및 지식공유도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전수된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한 조림사
업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임산물이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하되 이것이 단순한 경제성장을 위한 수
단이 아닌, 지속적으로도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 제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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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물과 위생 분야에서 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효
율성 개선 ②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비소오염 제거
기술협력)을 제안한다. 캄보디아는 물과 위생 관련 지표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아ㆍ태 지역 단위에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특히 농촌과 도시 간
의 물과 위생 접근에 대한 격차가 매우 커서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이 시급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식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일차적 목적
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이와 더불어 SDGs 상호연계성에 따라 원활한 식수 접
근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고려하였다. 농촌 주민들의 기
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고, 질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목
표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소외된 계층, 특히 여성들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효과까지 연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비소 노출에 따른 건강 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기존 사업에서는 위생을 단순히 식수와만
연결시켰으나, 비소 문제는 이보다 더욱 범위를 넓혀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소 중독 또는 피해는 지하수 음용뿐만 아니라 건기에 성행하고 있는 농업에
서 수확한 쌀이나 다른 작물과 식품 섭취에서도 비롯된다. 따라서 지하수와 함
께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이전하는 노력이 증대
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
지를 활용함으로써 수처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료 절감과 환경 친화적
인 에너지원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급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① 도심지역(프놈펜, 씨엠립) 중심의
폐기물 위생 매립장 설립 지원 ②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③ 폐기
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제안한다. 폐기물 관련 기존 사업
은 역량 강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 사업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도심지역의 폐기물 위생 매립장 설
립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생 매립장 부재로 폐기물 침출수가 토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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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도시의 환경영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폐기물 처리 기술과 노하우,
이에 더하여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 적용
된 기존 사업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매립가스의 자원화는 메탄을 대기로 방
출하는 것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농촌지역에서 중소형 규모로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진행
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사업은 크게 ① 캄보디아 폐기물 관련제도 검토 및 매
립지 진단 ② 기술이전 및 역량 강화 ③ 매립가스 발전 투자사업 형성으로 구성
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제안한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 역점을 둔 것으로써
단순히 폐기물 ‘처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
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은 단
순하게 폐기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연료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측면도 고려된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림복
구 지원사업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은 주로
연안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SDGs 상호연계성에서 상충되는 결과를 상쇄하고
자 하는 목적에서 제시되었다. 캄보디아는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주
민들이 많은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해
양수산부의 캄보디아 연안,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간
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 조업을 생
계로 유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제고, 또는 조업 이외의 다른 소득
원을 통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량 강화는 반영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나 거버넌스의 제고도 고려
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도 동
시에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제안한다.
다섯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①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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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② ICT 기반 기상ㆍ기후 모니터링 사업을 제안한다. 기존 사업은 초청연수
형태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진행된 적이 있으나, 프로젝트나 다른 형태의 사
업은 파악되지 않는다. 환경 도전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캄보디아의 대기질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배출가스나 유해한 배출원을 고려하여 대
기질 개선과 WHO 권고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권고되
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재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심에 설치가 되어 있으나,
아직 미비하며 전국 단위의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 전 분야의 피해 방지 또는 감소를 위한 기상
기후 관측 및 예보를 위하여 ICT 기반의 기상ㆍ기후 모니터링 사업을 제안한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북동부지역 9개주를 대상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를
구축하여 기상관측 자료 수집을 통한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기후변화 적
응 및 기상재해 경감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사업에서 ICT 관련 기
술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술협력과 노하우 전
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활용되는 ICT 기술은 본 사업의 목
적을 달성하는 것에만 활용되지 않고, 다른 부문에 응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캄
보디아의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파급효과까지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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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제안 사업
환경 도전

기존 사업
∙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

산림

사업
∙ 메콩강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

제안 사업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상수도 사업운영

물과 위생

∙ 캄보디아 식수, 위생 및 보건 개선
∙ 시엠립 하천정비사업 2차

효율성 개선
∙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분산형 수처리시설
보급(비소오염 제거 기술지원)

폐기물
처리

∙ 캄보디아 리사이클 기반 조성
∙ 캄보디아 폐기물 위생 매립장 건립 타당
성조사사업
∙ 캄보디아 연안,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

기후변화

∙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
사업

대기

∙ 한일공동연수-대기오염 방지기술
∙ 캄보디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 프놈펜, 씨엠립 도심지역 중심으로 폐기물
위생 매립장 건립 지원
∙ 농촌지역 중소형 매립가스 발전사업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 산림복구 지원사업: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을 중심으로
∙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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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DGs 상호연계성 적용 사례
1. SDG와 SDV 2030 상호연계성
2017년 SEI는 몽골 정부의 부문별 정책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SDG 시너지 접근법(SDG synergies approach)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96) 동 프로젝트는 SDG와 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SDV: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보다
통합적인 정책입안을 위한 정부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3일 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SDG와
SDV 목표 중에서도 물 분야에 집중하였다. 여기에서 활용한 접근법은 본 장에
서 살펴 본 SDGs 상호연계성 방법론 중의 하나인 7단계의 점수시스템이다(표
3-5 참고).
프로젝트 진행 결과, SEI는 부문별 도전과제에 대한 정책 솔루션과 더불어
이 해결책이 몽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몽골 지속가능비전 2030과 어떻게 연
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나아가 몽골의 국가개발청(National
Development Agency)은 SDG 시너지 접근법을 몽골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2018년 10월 내각에서 승인되
었다. 그 결과로 각 부처는 SDG 시너지 접근법에 따라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97)

96) Barguet et al.(2019), p. 6 참고.
97) Ibid., p. 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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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KnowSDGs platform
EU는 그들의 정책과 관련 이행조치들이 SDG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목표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KnowSDGs Platform을 개발하였다. 성공적인 SDG 이행을 위하여 정합적이
면서 합치된 접근법을 활용한 구조적이며 혁신적인 지식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
했던 것이 동 플랫폼 개발의 주요 목적이다.98) SDG 각 목표를 EU의 정책과 매핑
하여 시각화하였으며, 이는 공편익(녹색)과 상충(빨간색)으로 표현된다(부록
그림 1 참고).

부록 그림 1. SDG와 EU 정책 간의 연계성 네트워크

자료: European Commission, KnowSDGs platform(https://knowsdgs.jrc.ec.europa.eu/interlinkages/tools?visualization
=network&edges=0, 검색일: 2019. 11. 1).

98) European Commission, KnowSDGs Platform(https://knowsdgs.jrc.ec.europa.eu/, 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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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GES IAVT, “Dashboards on synergies and trade-offs”(https://sdginterlinkages.iges.jp/Dashboards%20and%20Data.html, 검색일: 2019. 11. 8).

부록 2. 캄보디아 SDGs 상호연계성 Dashboard

부록 3. SDGs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개발협력사업 개발 체계

도전과제 분석
주요 목표 선정
상호연계성 분석
프로젝트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 특정 문제와 도전과제들을 SDGs 모니터링과 gap analysis, needs
assessment를 통하여 파악
∙ 본 연구에서 선별하였던 Goal 6, 11, 13, 14, 15와 같이 특정 목표를
선별하고, 세부목표와 영향, 이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 수단들을 파악
∙ 공분산 분석과 매핑 단계를 통하여 시너지와 상충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의 주요 목적
∙ 선별된 세부목표와 상호 연결된 목표 또는 세부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 평가과정에서 SDGs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정량화하여 측정

주: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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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nvironment in
Cambodia: Enhanc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Examining
SDG Interlinkages

Hoseok Kim, Jun Hyun Park, and Junhui Park

The Kingdom of Cambodia (hereinafter Cambodia) is one of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accordance with Korea’s secon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or 2016 to 2020. Based on the Korean government’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ambodia focuses on transportation, water management, health and
hygiene, education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Although water
management is one of the priority cooperation areas,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is limited.
This research studies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in Cambodia
in the environment sector. Cambodia’s national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policies were reviewed together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rom major ODA donor countries, international societies and
institutions. We also identify environmental challenges within Cambodia
based on available resources and a workshop which included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ry of Environment, Royal Academy of Cambodia, among others.
The identified environmental challenges in Cambodia include: 1)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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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ter and hygiene, 3) waste, 4) climate change and greenhouse gas
emission and 5) atmospheric environment.
In addition, the research identified how Cambodia’s environmental
challenges are interconnec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is was analyzed using the SDG Interlinkages Analysis &
Visualisation Tool (V.3) developed by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illustrates the synergies and conflict effects that could potentially occur
depending on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different goals and indicators
of Cambodia’s SDGs.
In conclusion, the research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environment in Cambodia. Fundamentally,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ambodia in the
environment sector should reflect and be in line wi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which seeks to expand cooperation with the member
states of the ASEAN including Cambodia. In addition, based on the review
of Cambodia’s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the SDGs interlinkage
analysis, the research suggests four area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Cambodia: 1)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stitutions, 2)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ical support, 3) additional financing, and 4)
enhancing existing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the SDGs
interlinkage analysis. Furthermor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areas of forestry, water and sanitation, waste, climate change and
atmospheric

environment

are

suggested

considering

the

SDGs

interlink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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