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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2019년 9월 UN 총회와 함께 개최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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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 통합적 고려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이자 기후 취약국인 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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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
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
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
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
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
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
(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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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
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
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
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
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
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
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
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
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
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
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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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
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
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
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
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
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
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
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
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
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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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
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
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
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
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
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
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
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
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
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
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
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
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
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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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
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
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
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
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
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
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
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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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
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
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
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
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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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합의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SDGs 17개 세부 목표 중 하나
로 다뤄지고 있으며(SDG13), 다른 세부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슈이다.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행과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해소 차원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동 협정
의 목표로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위험과 영향을 고려한 개발협력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 ODA 공여기관들은 개발협력의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 또는 ‘통합적 고려(integration)’ 접근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파리협정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협력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OECD DAC ENVIRONET 2019). 동 지침서는 파리협정 목표와 개발협력
연계 현황(역량지원, 재원제공)을 점검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 환경 주류화 전략과 기후변화를 포함
한 중기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기후 체크리스
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 또는 정책 차원의 방향성이 실제 현장
에서까지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본 연구는 주요 공여기관의 기후변화 주류화 또는 통합적 접근 정책과 전
략의 내용 및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
려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여국 사례연구는 정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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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문서에 제시된 정책방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
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본다. 이를 위해 ODA 수원국 중 기후변화 취약 국가인
페루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아메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페루는
지리적ㆍ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
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은 페루의 지속가능발전 추구에 큰 장벽
으로 작용한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법ㆍ제도,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타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페루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환경보호를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재난
위험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아마존지역 습지대 보존 등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
고 있으나, 수원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한다고 볼 수는 없
다. 선진 공여국들은 국가별 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후리스크를 고려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한다. 본 연
구는 페루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공여국들의 기후변화 고려 활동들을 조사 분
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통합과 관련된 최근 논의동향과 주요 공
여국의 정책 및 실행도구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그와 같은 정
책 및 실행도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기후변화 취약국 사례를 들어 살
펴본다는 점에서 동일 주제의 유일한 선행연구인 정지원 외(2017)와 차별성
을 지닌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에 기후변화 이슈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풀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협력의 중기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
계획(2021~2025) 수립 시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과거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후변화를 주요 요소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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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에 관한 논의 경
과를 정리한다. 그리고 DAC의 관련 지침과 주요 내용, 다자개발은행의 전략
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페루 사례를 통해 검
토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면서 그동안 국가 사례연구가 드물
었던 페루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페루는 201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COP20)를 주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 또한 페루 국가발전전략상의 기후변화 이슈와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계를 살펴본다. 4장은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검토
한다. 선진 공여국은 개발협력 전반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후변화가 개발성과를 위협하는 동시에
미래의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본 연구는 미국, 독일, 스위스의 전
략과 정책을 분석하고, 특히 각국의 정책방향이 수원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 보기 위해 대페루 협력전략을 함께 살펴본다. 상기 세 국가는 페루의 주요
공여국이다. 5장은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 대응 상황을 검토한다.
먼저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전략 및 정책에서 기후변화 고려 현황을 살펴보
고, 페루 CPS 및 개별 사업에서 기후변화 고려 실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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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이슈는 하나의 개별 분야인 동시에 모든 분야 및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발생하는 범분야 이슈로서, 통합과 주류화를 강조하
는 접근이 현재 국제사회의 동향이다. 환경의 통합적 고려 또는 주류화
(mainstreaming)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1)에서 강조된 이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에서 관련 지침을 제시해왔다. 또한 개도국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기구에서도
기관 운영전략에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 논의 경과
1989년 설립된 DAC 산하 환경과 개발 네트워크(ENVIRONET: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는 DAC 회원국들의
환경과 개발협력 정책 간의 조화를 도모하며 이를 목표로 한 개발협력 지침
을 수립해왔다. 2002년 ENVIRONET이 발간한 ‘개발협력에 대한 리우협
약의 통합(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은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전략적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및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발간된 ‘개발협
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Policy 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는 모든 과
1)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Ri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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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단위에서 통합화2)를 위한 접근법과 특히 프로젝트ㆍ프로그램 및 정책
내 기후변화 리스크가 고려된 정도를 검토하는 ‘기후렌즈(climate lens)’3)
개념을 제시하였다. DAC(2014)은4) 주류화를 ‘기관의 개발 정책 및 프로그
램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정의
한다.5)
현재 DAC은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통합적 고려 관점에서 새로운 지
침을 마련 중이다. 가제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Objectives of the Paris Agreement’는 공여국 내(대외정책 모든 부문에서
일관된 지원 제공), 수원국 내(저탄소, 기후 회복탄력성 있는 경로로의 이행
을 계획하고 재정투자 하도록 수원국 정부 지원), 글로벌 시스템 차원(일치된
국제기준을 지원하고 야심찬 다자협력 추구)의 개발협력을 파리협정 제2조
와 ‘align’하기 위한 정책적 지침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6)
지난 4월 ENVIRONET 총회에서 소개된 동 지침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
다.7) 우선 파리협정의 이행과 개발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8) 하는 당위
성을 설명한다. 파리협정과의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기회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파리협
정 이행과 개발협력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떤 모습을 갖출지, 이를 추진하
기 위해 개발협력 제공자, 즉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은 어떠
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2) 국가, 섹터,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준별로 개발협력 전반에 걸친 통합방안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였다.
3) 의사결정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 및 취약 정도와 해당 이슈가 고려된 정도 및 필요,
옵션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도구이다.
4) OECD DAC(2014), p. 7.
5) “... mainstreaming ...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strategy to make that theme an integral
dimension of the organisation’s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development policies and programmes.”
6) 이 지침은 2019년 11월 공식 발표되었다.
7) OECD DAC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ENVIRONET)(2019).
8) 이 연구에서는 동 지침서의 ‘align’을 파리협정 이행과 개발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풀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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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파리협정 제2조 1항

Article 2.1 of the Paris Agreement emphasises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including by
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b. Increasing the ability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ster climate resilience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does not threaten food production; and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자료: OECD DAC ENVIRONET(2019), p. 57에서 재인용.

표 2-1. 파리협정 이행과 개발협력의 일관성 있는 추진
구분

주요 내용
 anchor alignment in donors’ overall approach to implementing the PA

공여국

 Strengthen climate mandat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iorities and focus key capacities for climate
 align internal incentive and performance systems with mandate driven focus
 align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takes effect through key developing
country processes

수원국

 identifying and focusing resources on binding constraints for accelerated
ambitious action
 supporting a dynamic financing approach tailored to developing countries’
strategies
 rol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글로벌  create common baseline approaches and standards
시스템  leveraging joint capabilities in focused partnership to overcome systemic
bottlenecks
자료: OECD DAC 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ENVIRONET)(2019)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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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마커의 활용
DAC은 정책적 논의가 개별 회원국의 ODA에서 어느 정도로 이행되고 있
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책마커(policy marker)를 활용한다. 리우마커가 대표
적인데, 회원국의 ODA 사업이 환경, 기후변화 등의 정책적 이슈를 어느 정
도 고려하는지 확인가능한 도구로서 활용된다. 리우마커는 3대 환경협약(기
후변화ㆍ사막화방지ㆍ생물다양성) 이행 당사국인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추적
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기후변화 마커는 온실가스 감축마커와 기후변화 적응마커로 구분된다.
2017년 기준 두 마커가 적용된 지원 규모는 최대 372억 달러로 추정된다. 같
은 기간 DAC 회원국 전체 ODA가 약 1,448억 달러에 달하므로, 기후변화
관련 지원 비중은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에 나타
난 것과 같이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마커 통계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
가 추세이며, 특히 2010년 적응마커 통계가 보고된 이후 규모가 크게 확대되
었다.

그림 2-1.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7.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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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DAC 회원국별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규모를 나
타낸 것이다. 회원국 평균 지원 사업의 30%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DAC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핀란드, 영
국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DAC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는 17% 수준이다.
표 2-2.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통합적 고려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2016

2017

2016~17 평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DAC 회원국 전체

574.9
234.6
302.2
894.1
10.2
200.4
103.5
3,385.1
7,379.7
1.1
7.0
11.0
99.3
222.7
9,777.3
361.3
47.8
752.3
33.7
651.1
24.5
6.8
0.4
3.1
152.8
802.5
463.8
2,189.3
2,972.7
37,763.5

498.4
156.3
396.3
556.1
8.6
272.8
222.1
5,113.5
7,358.1
4.1
3.2
12.3
108.5
627.4
8,071.8
402.8
32.0
805.7
58.3
978.3
19.8
20.7
1.5
2.6
278.5
703.2
620.5
2,241.4
2,243.6
37,704.5

536.6
195.5
349.3
725.1
9.4
236.6
162.8
4,249.3
7,368.9
2.6
5.1
11.6
103.9
425.0
8,924.5
382.0
39.9
779.0
46.0
814.7
22.2
13.7
0.9
2.9
215.7
752.8
542.1
2,215.4
2,608.2
37,734.0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
20.7%
24.5%
26.7%
20.6%
10.4%
17.7%
34.5%
47.8%
28.2%
4.8%
8.1%
22.7%
22.0%
18.3%
40.0%
16.5%
10.4%
23.3%
12.8%
27.9%
8.0%
14.2%
4.0%
11.5%
25.1%
19.6%
21.2%
30.7%
7.2%
29.7%

주: 리우마커(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가 표기된 사업금액의 합.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ODA 약정액 기준.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7.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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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커를 활용하여 어떤 분야에서 주로 기후변화가 고려되는지 파악 가
능한데, [그림 2-2]가 이를 나타낸 것이다. DAC 회원국들이 기후변화를 고
려하는 분야는 △ 에너지 △ 농림수산 △ 환경보호 △ 물 공급 및 위생 △ 운송
및 창고 등이다. 감축 관련 지원의 경우 에너지, 환경보호, 운송 및 창고 분야
에 대한 지원 규모가 두드러지는 반면, 적응 관련 주요 지원분야는 농림수산,
물 공급 및 위생, 환경보호 등이다.

그림 2-2. 기후변화 관련 지원의 주요 분야
(단위: 백만 달러)

주: 2016년 고정가격 기준.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7.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같은 방식으로 지역 또는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31%), 아프리카(22%), 중남미(11%) 순으로 나타나
나, 적응 관련 지원의 경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동일한 비중을 보인다(각각
32%). 소득그룹별로는 하위 중소득국(LMICs)에 대한 비중이 28%로 가장 크
고, 최빈국과 상위 중소득국(UMICs)이 각각 17%와 15%를 차지한다. 한편
감축 관련 지원만을 보면, 중소득국 지원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적응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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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경우, 하위 중소득국(LMICs)과 최빈국에 대한 비중이 각각 29%와 24%
를 나타낸다.

그림 2-3. 기후변화 관련 지원의 지역ㆍ소득그룹별 비중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7. 2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동료학습의 교훈
ENVIRONET은 환경 관련 이슈들이 회원국의 전략 및 프로그램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평가하는 ‘동료학습(peer-learning exercise)’을9) 시작하였
다. 여기에는 ENVIRONET 회원국에 대한 조사, 분석틀 개발, 회원국 방문조
사(캐나다, EU, 스웨덴) 및 워크숍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활동들을 통해 회원
국들이 환경적 통합을 위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교환하고, 지속적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을 정확히 파악하며 상황
9) 공식 DAC 동료평가는 회원 자격 요건이며 다음 목적을 충족한다. 1) DAC 회원국들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협력 및 기타 국내 정책의 주요 차원에 대한
성과 검토 2) 회원국들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함. DAC은 지침의 부재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에 개발협력 동향과 시급한 당면 과제 해결을 돕기 위해 동료학습 훈련을 시
작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에 대해 첫 번째 동료학습 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차 동료학습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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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NVIRONET은 이번 동료학습을 통해 DAC 회원국의 환경 주류화는 보
편적인 관행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기후와 환경이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핵심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
석된다.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내 기후 및 환경의 주류화 방식은 정책, 시
스템, 도구, 절차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ENVIRONET은 동료학습으
로부터 얻은 교훈을 [표 2-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3. 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의 교훈
구 분

교 훈





환경 주류화를 위해서는 법적 토대 마련이 필수적
주류화 과정에서의 정치 및 고위관리자의 역량 및 리더십이 중요
재정 목표 및 지출약정은 환경 주류화의 장려책이 될 수 있음
기후가 정치적 서술 및/또는 프로그래밍을 지배하는 경우, 기후 내에서 광범위한 환경
정책적 의지
고려를 주류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함
및 리더십
 취약국에서의 단기 업무 및 인도적 지원은 취약성 및 분쟁 내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
야 함
 민관협력 재정지원 방식이 주요 원조 조달 방식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과정
에서 보다 효과적인 환경 주류화를 고민해야 함
 효과적인 주류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평가가 핵심으로, 평가 결과는 프로젝트ㆍ프
로그램에 미치는 기후변화와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ㆍ프로그램 자체의 긍정적
이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
주류화를
 주류화는 정책 및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이행, 모니터링 및 학습
위한 시스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 됨
절차, 도구
 주류화는 단순히 일반적인 단일 이슈 캠페인이 아닌 복수의 범분야 이슈 문제를 통합
하는 데 유용
 보류해두는 것보다 초기에 주류화를 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기회를 드러낼 수 있음
 학제적 능력 및 전체적인 관점은 담당자들이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범분야 이슈를 관
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주류화에 필수적임
지속적인
 내부 환경/기후 네트워크 또는 공동체는 개발협력 조직 내 주류화에 필요한 연대책임
역량 및 기술
을 조성할 수 있음
개발
 전문가의 역량을 유지하고 지식을 관리하는 데 환경/기후 헬프데스크 및 시설이 효율
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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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구 분

교 훈

 환경 주류화에 효과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효과가 있
는지 심층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음
 대부분의 DAC 회원국의 환경 주류화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단순히 재정
약정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함
지식 공유,
학습, 참여  기관 업무 내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조직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주류화의 실질적인 개선
을 가져올 수 있음
 정책대화 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국 및 본부에서의 학습은 환경 통합을 위한 사회
적 요구를 촉진하며 실제 수혜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
 환경 주류화는 협력국의 의지, 우선순위 및 역량에 달려 있으며 이는 주류화를 촉진하
는 외부 기관보다 국가 행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함
 국가 내 효과적인 주류화는 모든 환경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국가적 상황을 고
려하고 목표해야 할 특정한 우선순위 환경 문제를 식별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의사결정권자들은 종종 경제적 증거와 주장에 가장 신빙성을 둠
수원국
시스템

 환경통합을 위한 역량 지원은 특히 국가 파트너들 사이에서 필요하며 주류화의 중심에
있어야 함
 역량강화 및 정책대화는 환경부처뿐만 아니라 재무 및 기획, 농업, 에너지, 보건, 교
통, 산업 및 지방 정부와 같은 주요 계선기관까지 확대되어야 함
 주요 민간부문 행위자들, 특히 비공식 경제 분야 종사자들은 포괄적이고 녹색 경제로
의 전환을 이끌 주요 파트너임
 주류화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가이드 및 도구는 각국의 상황과 사용자에 대한 적합성
과 관련성 평가가 필요함

자료: OECD DAC(2019a), pp. 8-1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가.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2006년부터 기후변화를 Clean Energy for Development
Investment Framework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Strategic Framework
of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내 기후변화 이행 체제를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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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소득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한 노력이 곧
해당 국가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다.10) 세계은행은 위험 분석 및 취약성과 역량 분석, 조기 경보 시스템, 과
학기술의 적용, 제도적 프레임워크 및 파트너십 네트워킹을 포함한 위험 인
식 및 평가와 같은 기후변화 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기후 및 재해
위험 스크리닝 도구(Climate and Disaster Risk Screening Tool)’가 개발
되어 국가 지원,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단계에서 기후 및 재해 위험수준을
고려한다.
세계은행의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16-2020’에 따르면 세계
은행은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기관의 국가전략 내에서 고려하고, 빈곤 감소,
적응과 회복탄력성 우선순위 및 요구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해 가능한 기후 정보 및 데이터 역시 체계적 국가진단보고서(SCDs)
내에서 고려한다. 특히 SCDs는 국가의 에너지 혼합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에 대한 고려를 한다.
세계은행은 결과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능력을 배양하며 증거에 기반한
학습 촉진을 위해 기후활동(회복탄력성 지표, GHG 회계, 기후 부차적 이익)
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를 강화, 효율화 및 조화시킬 것이다. 은행은
목표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새로운 지표(예, 회복탄력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협의의 근거로 삼는 데 적용하고 개발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투자
대출 프로젝트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다.
개발 계획과 기후변화 적응의 완전한 통합은 정책 계획, 투자 설계, 이행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리스크 및 기회의 통합을 요구한다. 이러한 통
합은 보통 부적절하게 설정된 국가계획, 부처 간의 부조화, 적응 계획에 대한 불
충분한 안내, 어긋난 행동동기유발 및 낮은 역량으로 인해 이루어지기 어렵다.
10) Mani, Markandya, and Ip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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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행계획(Action Plan)은 세계은행이 분석, 자금 조달 및 소집력을
통해 고객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것을 보장한다. 진입
점은 업스트림 분석(종종 재무 및 계획 부처)에서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설계,
실행 및 평가(종종 지역 수준)에 이르며 이는 [그림 2-4] 좌측과 우측에서 각
각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SCDs 및 국별 협력전략(CPF)은 이러한 지원
을 통합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림 2-4.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통합적 고려

자료: World Bank Group(2019), Figure 5.

나.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기후위험관리 프
레임워크(Climate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수립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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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부터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기후위
험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기후위험과 적응 역량을 평
가하고 적응 수단을 제시한다. 사업 실시 단계에서는 위험 수준과 기후예방
조치를 모니터링한다.11)
2017년 ADB는 ‘기후변화 운영 프레임워크(CCOF: Climate Change
Operational Framework) 2017~2030’을 발표하였다(ADB 2017). 동 문
서는 ADB의 전략, 정책, 계획, 프로젝트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것임을 강조
한다. 이에 따라 국가협력전략(CPS) 및 국가운영사업계획(COBP)은 기후리
스크, 적응 및 감축 우선순위와 목표, 기후행동을 위한 유효 능력에 대한 확실
한 판단을 기초로 수립될 것이며, ADB의 지원은 이에 부응해 분배될 것이다.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 또한 개발도상회원국(DMC)에 대한 ADB의 지원
이 기후리스크 및 기회, 국가 개발 우선순위 고려 여부를 더 잘 확인할 수 있
도록 개선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선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우선순
위, 특히 자발적 기여(NDC) 및 이와 유사한 국가계획에 나온 대로 통지되나
많은 개발도상회원국들은 기후영향 및 저배출 기회, 관련 투자 수요 평가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지 않다. 이에 ADB는 기후리스크 평가에서부터
기후 재원 동원 및 사업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관련된 전면적인 지원 제
공자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며, 보다 엄격한 평가와 함께 국가 프로그래밍 과
정 내 기후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주요 개발도상회원국에서
기후행동 우선순위 사업 발굴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12)
기후변화와 재해위험관리 주제그룹(CCDRM)은 운영부서에 기후변화 위
험과 기회에 대해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
이고 엄격한 다분야 검토 과정을 개발한다.13) 당 목적을 위해 충분한 자원이
11) ADB의 사업 추진단계별 기후위험 스크리닝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지원 외(2017) 참고.
12) CCOF 2017-2030은 성과프레임워크를 부록에 추가하였다.
13) 이하 CCOF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ADB(2017), III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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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다면, CCDRM 주제그룹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개발의 국가 프로그
래밍, 사전개념, 개념 및 프로젝트 준비 기술지원(TA) 단계에서 ① 기후리스
크와 ② 회복력 구축 및 낮은 온실가스 개발 기회에 대한 다부문 전문가의 조
언도 제공할 것이다.
CCDRM 주제그룹은 기후변화 및 재해위험 관리 기술고문인 기후변화와
재해위험 관리국(SDCD) 국장과 주제 최고 책임자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ADB 내 18명의 전문가가 있는 이 그룹은 기후변화에 대한 기관 전체의 대응
조정 및 지식공유 지원, 동료검토 및 ADB 기후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One-ADB’ 접근법에 따라 부문, 주제, 지역 전반에서 작업할 수 있는 모달
리티를 포함한 해결책 제공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부서 간 내부 조정 및 시너
지를 개선하고 개발도상회원국의 기후영향, 정책 및 재원 조달에 관련된 정
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후 관련 운영이 예상대로 증가함에 따라, ADB는 운영 및 지원 부서의 직
원이 기후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험 스크리닝, 기후 재원 추적, 기후 금융 접근과 같은 문제에 대
한 집중 교육과 동시에, 해당 역할 및 부문, 각 전문가의 분야 내에서 기후 관
련 지식과 기술 선별이 필요하다. 이에 역량 격차는 직원 훈련과 재교육, 직원
공유, 2차 및 임시 임용, 채용, 컨설턴트 및 전문가 풀의 사용 및 기타 수단의
적절한 조합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시상 및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ADB의 기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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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ADB의 기후변화 통합적 고려
구 분

주요 내용
 NDC 및 기타 관련 국가 및 지역계획의 수립, 재정, 기술 및 역량 수요와 연계된 국

자발적 기여
(NDC) 및
기후 및 개발
계획과
프로젝트
실행 지원

가기후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함.
 모든 신규 CPS와 COBP, 운영계획, 섹터전략,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에 NDC와 기
후고려사항을 포함하며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궤적과의 일관성을 보장함.
 개도국의 NDC 이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수단(정책기반대출(PBL) 및 결과기반대
출(RBL))의 잠재력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 및 채택함.
 NDC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MRV 프레임워크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함.
 가능한 선에서 기후 감축 및 적응 구성요소를 파이프라인 내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독립형 기후 감축 및 적응 프로젝트를 개발함.
 저배출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각 개발도상회원국의 저배출 기술 옵션에
대한 한계절감비용곡선(MACCs) 개발 및 저배출 개발 프로그래밍을 위한 구체적 기
회 파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옵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활용 경험이 확보됨에 따
라 저비용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을 결합하기 위해 개발도상회원국에

저배출 개발

대한 공공부문, PPP 및 민간부문 지원을 확대함.
 청정기술지원펀드 또는 리스크 감축 차량 및 시설을 구축하여 청정 및 첨단 기술 투
자와 관련된 실제 또는 인지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직 비용 경쟁
력이 없는 유망 청정 및 첨단 기술의 시험 및 구현 지원
 필요에 따라 ADB 조달 및 기타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정 및 첨단 기술을
촉진함.
 국가세이프가드시스템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ADB가 지역 및 국가수준에서
개발한 기후 및 재해 리스크 스크리닝 접근방식을 모든 프로젝트 준비의 필수요소로
서 검토 및 전면 실행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회
복탄력성을 높이게끔 설계되도록 하기 위해 기후영향 위험 및 적응 조치의 비용과

기후와 재해
위험 관리

편익 평가에 표준 접근방식을 적용함.
 농업 및 천연자원 관리, 물, 도시개발, 사회개발, 젠더주류화 및 기타 부문 개발에
대해 표준화되고 입증된 접근방식을 개발하여 적응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후리스
크 및 측정의 충분한 이해가 프로젝트 설계 및 이행에 일상적으로 내재되도록 함.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도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ADB 운영의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강력한 의사결정을 포함한 기후위험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파악 및 구현
 생태계 기반 적응, 산림 및 연안 관리 및 재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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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구 분

주요 내용
 권역 전체의 주요 도시(도시기반산업 포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위험 지수 지원
데이터, 에너지 사용량 및 예측과 같은 주요 정보의 수집을 유도함.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중소도시의 카탈로그를 구축하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녹색

도시

성장 및 기후스마트 원칙을 기초 단계에서부터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도시 인프라와 도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면서 기후 회복탄력성을 효과적으로 강화
하고 낮은 배출량 전환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다지역 모델 및
개발 구현

지역 공공재  기후행동을 위한 지역적 파트너십 준비
취약계층

 ADB의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운영계획(2013~2020), 사회보호운영계획(2014~2020)
및 기타 관련 정책 및 지침과 연계하여 취약집단에 대한 이해 및 조치 개선
 ADB 운영의 온실가스 회계 메커니즘을 검토 및 개선함.
 ADB 포트폴리오에 대한 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당 기준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

기타

축목표 달성 과정을 측정함. 이는 초기 정점이 최적의 행동방침일 것이라는 것을 인
지하면서 최장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ADB(2017), pp. 38-39 내용 정리.

다. 미주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2015년
기관전략(UIS: Update to the Institutional Strategy)14)에서 도전과제로
△ 사회불평등 △ 생산성 저하 △ 경제통합 미흡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각 제시하였다. 2015년 전략서는 2010년 공개된 기관전략을 수정한 것으
로,15) 201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절대빈곤과 보건ㆍ환경ㆍ다양성 측면에 도전과제가 존재함을 언급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기 도
14) IDB(2015).
15) IDB 이사회는 매 4년마다 기관전략(Institutional Strategy)과 기관성과프레임워크(CRF: Corporated
Results Framework)를 갱신ㆍ발표하여 기관 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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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후변화는 세 개의 도전과제와 모
두 관련되는 요소로 포용적이고 기후 회복탄력성을 가진 인프라와 서비스 제
공으로 사회불평등과 생산성 저하를 개선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경제통합
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시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성평
등ㆍ다양성, 제도 개선과 함께 IDB의 모든 활동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개
의 범분야 이슈로 포함되었다.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IDB는 2018년 기후변화 부문 전략16)을 마
련하여 IDB의 활동에서 기후변화 주류화를 추구한다. 기후변화의 범분야 성
격에 따라 상기 전략서는 IDB의 적응ㆍ감축 전략, 에너지, 인프라. 환경 전략17)
뿐만 아니라 농업과 자원관리, 지방분권화, 에너지 등, 기타 부문 전략18)과도
일관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IDB 이사회에서는 수원국(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2020년까지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IDB(ICC 포함) 활동을 30% 증
가하기로 결정하였는데,19) 이에 따라 기후위험 평가를 개선하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조치들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적용의 기회를 확인(identify)하며 기후
변화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IDB의 기후변화 부문 전략은 관
련 분야별 주류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2-5).

16) IDB(2018), Climate Change Sector Framework Document.
17) Integrated Strategy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and Sustainable and
Renewable Energy(GN-2609-1), Sustainable Infrastructure for Competitiveness and
Inclusive Growth Strategy(GN-2710-5), Environment and Safeguards Compliance Policy
(GN-2208-20),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y(GN-2354-5) 등.
18)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GN-2709-5); Decentralization and
Subnational Governments(GN-2813-8); Energy(GN-2830-3);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GN-2827-3); Food Security(GN-2825-8); Gender and Diversity(GN-2800-8);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GN-2791-8); Integration and Trade(GN-2715-6); Social
Protection and Poverty(GN-2784-7); Tourism(GN-2779-7); Transportation(GN-27407);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GN-2732-6); and Water and Sanitation(GN-2781-8).
19) Climate Change Goal of the IDB and the IIC(AB-3067), IDB Group Climate Change Action
Plan 2016-2020(GN-2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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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IDB의 분야별 기후변화 주류화 방안
분야

세부방안
 기후변화는 사회적 포용성과 불평등 개선 가능성을 저하하며 자연재해는 빈곤과 영양부
족을 악화시키므로, 포용적 농업과 인프라의 확대 등 기후변화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포
용성 추구 정책으로 재난위험 감소 가능
 말라리아, 뎅기열, 콜레라, 열압박(heat stress)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비

사회

한 예방체계와 질병 전염 관련 기타 체계, 환경오염 제어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협요소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은 저소득층ㆍ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함. 특히 에너
지ㆍ식량의 가격 상승과 노동시장의 분열 등, 저소득층ㆍ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경우에 주의 필요. 기존 노동인력의 유지와 동시에 친환경 미래경제에 필요
한 신기술 훈련 또한 유익
 지역의 높은 화석연료(수출) 의존성으로 인한 기후변화 ‘좌초자산(stranded assets)’20)
현상에 주의 필요

금융 제도  지역공동체는 재정 분야에서 기후위험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이익 확대 가능
 IDB 투자는 TCFD를 확대시키고 은행연합, 개인 상업은행, 시장 간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촉진
 수력발전을 활용하여 전력망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가능. 즉 전력망 연결로 수
력발전의 유연성을 최대화하고 지열, 태양, 풍력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의 전력 또한 이
용 가능
 화석연료 보조금을 개선하여 탄소배출 13% 감축 가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 에너지에 민간의 투자 확대
 대중교통과 도시개발 정책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대기품질 개선, 호흡기 질환 감소 가능
 전기자동차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이동수단 보급 확대 가능
인프라

 도로망 연결과 효과적인 관리는 도시의 생산성 향상과 공공보건을 포함하는 사회적ㆍ환
경적 이익 제공
 통합 폐기물 처리 접근방식으로 메탄가스 재활용(발전), 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추구. 이
에 인센티브가 필요함.
 특히 도시의 기후재해 접근방식(재해리스크 관리체계 등) 마련 필요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여 도로 인프라의 취약성 정보 개선 및 개발 필요; 교통 인프라
유실로 인한 장기적 경제손실 고려에 주목할 것
 수자원 통합관리 개선을 위한 정보창구가 필요하며 과학, 통계 기술을 사용한 보다 장
기적 연구 필요

20) 좌초자산: 화석연료의 시장가치가 대차대조표상의 가치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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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계속
분야

세부방안
 분야 간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 생태기반 전략 개발과 자원관리 중요
 지역 내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기존의 관습적
인 경제활동 개선 노력이 필요함.
 기후변화는 생태계, 생태서비스,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하며, 아마존의 탄소저장 기능 또한 감소
 수자원의 품질 보전을 위해서도 숲과 녹지 보존이 중요하므로, 관련 투자활동으로 물
안보 개선 가능
 기후변화(가뭄, 홍수 등)는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은

자연 환경

영양부족 심화 및 가난을 증가시킬 수 있음.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여 가축 관
리의 효율성 개선은 경제적, 영양학적, 환경적 혜택 창출 가능
 농업에 의존적인 농촌인구는 기후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과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효과적인 적응 훈련 추구 가능
* 지표기반 기후보험, 예ㆍ경보 체계, 리스크 감소 정보 등을 금융 기관 및 농업 분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기후리스크 적응과 보험 프로젝트(Climate Risk Adaptation
and Insurance Project in the Caribbean)’ 참고
 기후변화는 특히 관광에 의존하는 카리브 군소도서국의 관광수입에 영향을 미칠 전망;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로 환경 보호 및 기후복원적 생태계 보호 가능

자료: IDB(2018), pp. 38-49 토대로 저자 요약.

라. 기후행동 이니셔티브
민간 금융기관들은 다자개발은행들과 함께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원칙
에 합의하였는데, 여기서 기후변화 주류화는 사업 추진 시 기후를 추가적으
로 고려할 뿐 아니라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여 사업예산을 배분함을 뜻
한다(Bonnel and Swann 2015). 2015년 ‘기후행동 이니셔티브(Climate
Ac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Initiative)’가 개시된 이래 2019년 현재
총 4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21)
21) 세계은행그룹, AFD, AfDB, ADB, CAF Latin America Development Bank, Credite Agricole
S.A., Cassie des Depots Group(CDC), 남아프리카공화국개발은행, EIB, EBRD, IADB, JICA,
KfW 등 22개 국가 및 지역개발은행, 12개 MDBs, 10개 상업 금융기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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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2.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5대 원칙

① 기후변화 지원전략(COMMIT to climate strategies)
기관 차원의 의지, 고위 임원의 리더십, 명시적인 전략적 우선순위, 정책 공약 및 목표
② 기후위험 관리(MANAGE climate risk)
기후변화의 위험을 이해하고 적극 관리. 위험을 고려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파이프라인, 새로운
투자를 평가(assess)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고객과 함께 고민
③ 기후 스마트한 목적 추구(PROMOTE climate smart objectives)
저탄소 및 기후 회복탄력적인 투자를 위해 기후변화 위험과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도구,
지식의 발굴을 촉진.(예: 녹색채권, 위험분산 메커니즘, 혼합금융수단 개발) 신용평가기관 및 회
계법인과 기후위험 고려 방안을 모색
④ 성과 개선(IMPROVE climate performance)
투자 사업의 기후변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수단 개발. 온실가스 통계, 녹색투자 촉진, 기
후변화 관련 자산배분, 기관 자체의 탄소발자국을 추적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
⑤ 행동에 대한 책임(ACCOUNT for climate action)
기후변화 관련 성과(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관 사업의 탄소발
자국, 위험 관리방식에 대해 투명성 유지 및 보고
자료: Climate Ac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홈페이지(https://www.mainstreamingclimate.org, 검색일: 2019.
7. 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후행동 이니셔티브 웹사이트는 ㉠ 기후위험: 접근방식ㆍ도구ㆍ방법론 ㉡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 실행과 도전과제 ㉢ 도시의 기후 스마트 접근과
금융수단 ㉣ 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확산의 4대 중점 작업분야를 설정
하고, 회원 기관 및 기타 국제기구 사례들을 상호 지식 및 경험 공유 차원에서 소
개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들이 기관 운영 및 사업 실
행 시 기후변화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고려하는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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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후행동 이니셔티브 라이브러리

문서명
A Framework for
Climate Resilience
Metrics in Financing
Operations (2019)

작성 기관

기후행동 이니셔티브
5대 원칙

④ 성과 개선(IMPROVE
climate performance)
MDBs-IDFCs ⑤ 행동에 대한
책임(ACCOUNT for
climate action)

4대 작업분야
㉡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 실행과
도전과제

① 기후변화
㉠ 기후위험:
지원전략(COMMIT to
접근방식ㆍ도구ㆍ방법론
climate strategies)
㉣ 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② 기후위험 관리(MANAGE
대응전략 확산
climate risk)
I4CE-Climate
A Framework for
③ 기후 스마트한 목적
Policy
Alignment with the
추구(PROMOTE climate
Initiative
Paris Agreement(2019)
smart objectives)
(CPI)
④ 성과 개선(IMPROVE
climate performance)
⑤ 행동에 대한
책임(ACCOUNT for
climate action)
Lifelines: The Resilient
Infrastructure
Opportunity(2019)
Tracking finance flows
towards assessing their
consistency with
climate objectives
(2019)

② 기후위험 관리(MANAGE ㉠ 기후위험:
climate risk)
접근방식ㆍ도구ㆍ방법론
World Bank ③ 기후 스마트한 목적
㉢ 도시의 기후 스마트
추구(PROMOTE climate
접근과 금융수단
smart objectives)

OECD

④ 성과 개선(IMPROVE
climate performance)
⑤ 행동에 대한
책임(ACCOUNT for
climate action)

㉡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 실행과
도전과제

자료: Climate Action in Financial Institutions 홈페이지(https://www.mainstreamingclimate.org, 검색일: 2019.
7. 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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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이 장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추구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차지하
는 중요성을 기후변화 취약 국가 중 하나인 페루 사례를 들어 조망한다. 페루
는 2014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0)를 주최한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 장에서는 페루가 국가발
전전략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며, 어떠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체
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수원국의 정책 의지와 대응 시스템은 앞서 서
술한 DAC 동료학습 교훈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
협력국이면서 그동안 국가 사례연구가 드물었던 페루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페루는 지리ㆍ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 받는 대표적
인 국가이다. 남북을 가로질러 놓인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페루는 산맥 서
쪽의 해안지대(11%)와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지대(30%), 그리고
안데스 동쪽 평야에 펼쳐진 열대우림지대(59%)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지대
별로 기후변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22) 먼저 엘니뇨의 영향권인 북부
해안지대는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및 경제적 피해에 취약하며 건조한 남부
해안지대는 기후변화가 빙하 융해를 초래하여 물 부족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산악지대에서는 빙하 융해로 인한 홍수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변화 및 농ㆍ목축업 피해가 관찰되며,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벌목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온실가스 흡수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페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가 되는 자발적 기여(NDC) 문서에 따르면
22) 페루 상업ㆍ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peru.travel/en-au, 검색일: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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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UNFCCC가 제시한 9개의 기후 취약성 특징 중, 7개를 가지고 있
다.23) 페루가 가진 7개 기후 취약성은 해안 저지대 보유, 반건조 지대 보유,
자연재해 취약 지역 보유, 가뭄과 사막화 잠재 지역 보유, 탄소배출량이 많은
도시 밀집 지역 보유, 산악 지역 등 취약한 생태계 보유, 그리고 높은 화석연
료 수입 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이다. 해당 문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악
지대와 아마존 산림 지대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각각 10~20%와 최대 10%
감소한 반면 (북부) 해안지역에서는 10~20%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농
촌지역의 약 65%에 달하는 인구가 기후변화로 소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동시
에 엘니뇨로 농업, 수산업, 자연 환경 및 인프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하
였다. 또한 76%에 달하는 도시지역 밀집도를 고려하여 기후 복원력있는 도
시 구축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제사회의 0.3%에 불과하나 이 중 50%가량이 산림 및 토지이용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IPCC의 기후 취약성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노출도(exposure)
와 해당 현상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그리고 대응 역량(adaptive
capacity)이 기후 취약성을 결정한다고 정의하였다.24) 이에 따르면 페루는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노출도가 주로 취약계층에게 민감하
게 발현되며 제도적 역량의 미흡으로 기후 취약성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평가된다.
특히 페루는 생태계와 빈곤 취약계층의 기후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농촌지역의 빈곤 취약계층은 강수량에 의존하는 관개농업을 추진하고
있어 강수량 또는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다.25) USAID의 취약성 평가에 따르
23) Government of Peru(2015).
24) Vulnerability = f (exposure, sensitivity, adaptive capacity). IPCC(2007), p. 5.
25) USAID(2017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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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후변화는 이들의 농산품 판매 수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식량안보에까
지 위협을 미칠 수 있다. 도시지역 빈곤 취약계층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의
기상현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리마(Lima), 트루히요(Trujillo), 아레키파
(Arequipa) 등의 도시에서 빈곤층은 주거형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인프라가
미흡하여 이러한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또한 기온의 상승으로 안데스 산맥
의 빙하가 급속도로 유실되고 있어, 지역별로 물부족 또는 국지적 홍수, 그리
고 농ㆍ목축업에 피해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해양, 산악, 열대우림
에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과 강수량 변화는 생물다양성 보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표 3-1. 페루 국가정보
리마
1,285,216km2(해양면적 5,220km2)
열대(밀림), 건조(해안), 한랭(산악) 등
금, 은, 구리, 석유, 목재, 철광석, 석탄,
천연자원
인산염, 칼륨, 수력발전, 천연가스, 수산물
GDP(PPP) 4,303억 달러(인당 1만 3,500달러)
수출 449.2억 달러(주요 수출국 – 중국,
수출입 미국, 스위스, 한국, 스페인, 인도)
현황 수입 386.5억 달러(주요 수입국 – 중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구
3,130만 명(77.9%, 2018년 추정)
(도시화율)
메스티소 60.2%, 인디오 25.8%, 유럽계
민족구성 5.9%, 아프리카계 3.6%, 기타 1.2%, 미
상 3.3%
언어(공식)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가톨릭교 60%, 기독교 14.6%, 기타 및
종교
무교 25.4%

그림 3-1. 페루 기후별 지역구분

수도
면적
기후

주: 수치는 2017년 기준 또는 추정치임.
자료: CIA World Factbook(https:// www.cia.gov/libr
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attachme
nts/docs/original/PE_general_summary.pdf?15
56042376, 검색일: 2019. 5. 13)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Inside Peru 홈페이지(http://www.inside-peru.
com/peru-geography.html, 검색일: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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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페루의 기온 및 강수량 변화 예측
2020~2039년

2080~2099년

월 평균
기온

월 평균
강수량

주: 고배출 시나리오 기준, 기준연도는 1986~2005.
자료: 세계은행 CCKP 홈페이지(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peru, 검색일: 2019. 11. 3).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지식 포털(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은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RCP 8.5)26)하에서 2050년까지 페루가 △ 연평
26)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는 IPCC의 5차 보고서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농축
량 시나리오 단위로, 2014년 발표된 IPCC 5차 보고서는 RCP 2.6(low), 4.0(medium), 6.5
(medium-high), 8.5(high)의 네 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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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기온 2.2℃ 상승 △ 연평균 강수량 88.2mm 증가 △ 연간 냉방도수
(cooling degrees of temperature) 863.1℃ 증가 △ 연간 35℃ 이상 일수
33.5일 증가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27) 이러한 기온 및 강수량의 변
화는 페루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전망된다. 기온의 상승은 특히 안데스 산맥의 동쪽 내륙지역, 즉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밀림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평균 강수량은 산악지역과 북부 해안지역에서 보다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3-2).
이처럼 변화하는 기온 및 강수양상은 가뭄 또는 홍수, 산사태를 유발하여
해당 지역의 농수산업 또는 목축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3-3]에 따르면 안
데스 산맥의 동서로 뻗어 있는 농경지 중 산맥 동편의 농업지대는 대개 강수
량이 생산성과 직결되는 천수답지이다. 더불어 안데스 산악지역은 가뭄 취약
지이자 강수로 인한 산사태 발생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음용수 및
농업용수의 부족과 산사태 등의 재해는 해당지역 인명뿐만 아니라 목축업에
도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28)
안데스 산악지대 또는 아마존 우림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기후 취약성과
이에 대한 우려는 페루 정부가 UN에 제출한 자발적 SDG 이행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페루 전역이 거듭된 홍수와 홍수로 인한 2차 피해(산사태, 전
염성 질환 확대 등)를 겪은 2017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페루 정부가 SDG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재해에 취약한 지
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웰빙(well-being)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이 언급되었다.29)
27) 세계은행 CCKP 홈페이지(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peru, 검
색일: 2019. 11. 3).
28) 페루 남부 산악지대는 페루의 중요 수출품 중 하나인 알파카 직물 상품의 재료가 되는 알파카 서식지이
다. 기후의 변화로 인한 물 부족은 알파카 목축업 농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주페루 벨기에
대사관 면담, 2019. 10. 14,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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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페루 농경지 분포 및 기후재해 현황

<농경지>

<천수답지>

<가뭄발생 현황>

<강수로 인한 산사태 발생 현황>

자료: 세계은행 CCKP 홈페이지(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peru, 검색일: 2019. 11. 3).

29) Gobierno de Peru(2017),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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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가. 국가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페루에서 국가정책은 국민의 복지 달성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을
위한 장기 국가운영 방향을 담은 일반지침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가운데 현
재 추진되고 있는 페루의 모든 국가정책은 2002년 개최된 ‘국가협약포럼
(Foro del Acuerdo Nacional)’에서 달성한 사회적 총의의 결과물이다(그
림 3-4).

그림 3-4. 페루 국가발전전략 수립체계

자료: CEPLAN(2011); CEPLAN 홈페이지, “¿Qué es el SIPLAN?”(https://www.ceplan.gob.pe/sinaplan/, 검색일:
2019. 8. 21)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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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가전략계획센터(CEPLAN: Centro Nacional de Planeamiento
Estratégico)는 부여받은 임무 및 기능(글상자 3-1)에 따라 빈곤 감축을 주
된 개발 목표로 설정한 국가발전전략계획(PEDN: Plan Estratégico de
Desarrollo Nacional)을 2011년에 수립ㆍ운영하고 있다.

글상자 3-1. 페루 국가전략계획센터(CEPLAN)의 임무와 기능

법령(Decreto Legislativo No.1088, 2008.6.27)에 따르면 CEPLAN은 국가의 사회경제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각료회의 의장인 총리를 지원하며, SINAPLAN에서 고안된 국가전략계획을 조정
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특히 CEPLAN은 △ 2021년까지의 국가사회경제전략 개발 △ 산업화 확
대 및 FTA 체결국과의 수출 진흥 △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 계획 및 투자 프로그램을 관
리할 인적자원 훈련 △ 전략계획 관련 데이터 및 정보 통합보고시스템(SII: Sistema de
Información Integrado) 구축 등의 세부 기능을 수행한다.
CEPLAN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수행 지침을 따르고 있다. CEPLAN 이사회는 2017년에 국
가발전전략계획(PEDN: Plan Estratégico de Desarrollo Nacional)을 실현하기 위한 안내지침
(Directiva No. 001-2017-CEPLAN/PCD ‘Directiva para la actualización del Plan
Estratégico de Desarrollo Nacional’)을 마련하여 PEDN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지침의
업무수행 흐름은 △ 현실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 △ 미래비전 제시 △ 조정된 정책 및 계획 수립
△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CEPLAN은 2018년 11월 집행
위원회 결의안(Resolución de Presidencia de Consejo Directivo N° 057-2018/CEPLAN/
PCD)을 발표하여 SINAPLAN 참여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안내서(Guía de Políticas
Nacionales)를 공개했다. 이 안내서는 국가정책 규제 시행령(Primera Disposición Complementaria
Final del Decreto Supremo N° 029-2018/PCM)에 근거한 절차로서 각종 국가정책의 입안,
수립,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을 제시했다.
자료: CEPLAN(2011) 토대로 저자 작성.

‘독립 200주년 개발계획(Plan Bicentenario: El Peru hacia el 2021)’
을 제목으로 설정하여 페루 국가발전 추구에 청사진이 되는 PEDN은 2021
년까지 인구 3,300만 명(2011년 2,980만 명, 연평균 1.1% 증가) 달성과 이
과정에서 극빈층과 실업, 영양실조, 문맹, 유아사망률 척결을 목표로 제시한
다.30) 경제발전의 측면에서는 2011년 4,473달러 수준인 1인당 GDP를
8,000~1만 달러로 증가, GDP를 약 두 배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30) CEPLAN(2011).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 49

그 밖에도 수출액 4배 증진(315억 달러 → 1,240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 6%
달성, 연평균 투자증가율 증가(GDP 대비 총고정투자 24%), 연평균 조세 개선
율 개선(GDP 대비 5%, 조세부담률: GDP 대비 15.5% → 20%), 빈곤층 비율
감축(34.8% → 10%)이 제시되었다.
PEDN은 전술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자유로서의 인간개
발 개념, 그리고 ‘국가협약’에서 합의된 국가정책들을 기반으로 △ 국민의 기
본권과 존엄성 △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 △ 지위 및 거버넌스 △ 경제, 경쟁력
및 고용 △ 지역개발과 인프라 △ 천연자원 및 환경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6대
전략 축으로 집대성되어 있다(그림 3-5). 그리고 각 전략 축은 국가적 전략 목
적, 정책 방침, 지표와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세부 목표, 전략적 행동, 전략적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그림 3-5. 국가발전전략계획(PEDN): 6대 전략 축의 연결구조

자료: CEPLAN(2011), p. 14.

또한 페루는 정부 부처별 중기 부문별 계획(PESEM: Plan Estratégico
Sectorial Multianual)을 마련했다. 2015년 농업분야 계획을 시작으로 △ 환
경 △ 대외무역ㆍ관광 △ 교육 △ 경제ㆍ재정 △ 내무 △ 문화 △ 노동ㆍ고용촉
진 △ 보건 △ 에너지광업 △ 주택ㆍ건설ㆍ위생 △ 사법ㆍ인권 △ 대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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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 각료회의 의장(PCM) 등 15개 분야별 계획이 수립ㆍ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 혹은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는 국가정책, PEDN, 그리고 부문별 계획
이외에 지방정부와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전략과 정책과 조화된 각자의 환경에
적절한 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Regional Concertado)을 수립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정부별 개발계획(Planes Territoriales)은 CEPLA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1)
이러한 각종 국가 정책 및 계획은 CEPLAN의 지침에 따른 모니터링을 바탕
으로 분기별 및 연도별 평가대상이다. CEPLAN은 2017년32)과 2018년33)
PEDN 평가보고서를, PESEM과 관련해서는 2019년 평가보고서34)를 발간했
다. 2018년 PEDN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는 인구, 국
가생산 매트릭스, 국가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페루의 현황을 제시했
다.35) 또한 국가발전전략계획을 처음으로 평가하면서 사회, 환경, 경제 및 제
도 측면에 나타난 재화 및 서비스의 격차를 보고했다. 2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더 나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국가의 미래 발
전전망을 제시하고, 트렌드, 시나리오, 위험 및 기회별로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국가의 장기비전을 위해 국가발전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수단이다. 마지막 3장은 2018년 5월까지
실시된 정부종합정책과 국가ㆍ주정부ㆍ공공기관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조정ㆍ
모니터링ㆍ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PESEM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는
각 부처가 우선적으로 시행 중인 국가정책의 진행 상황과 현황을 주된 내용으
로 담았다. 특히 차기 PEDN 수립을 위해 ‘국가협약포럼’에서 합의된 35대 국
31) CEPLAN 홈페이지, “Planes Territoriales”(https://www.ceplan.gob.pe/planes-territoriales/,
검색일: 2019. 8. 21).
32) Perú: Informe Nacional Voluntario sobre la implementación de la Agenda 2030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33) Perú: Informe Nacional 2018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34) Primer Consolidado de los Reportes de Cumplimiento Anual de los Ministerios 2019.
35) CEPLA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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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책이 재검토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각 부처는 진행 상황, 주요 개입 및 개
선사안을 보고했다. CEPLAN은 현재 기존의 PEDN을 수정하여 새로운 미래
비전과 정책 및 계획을 포함할 차기 PEDN을 준비하고 있다. ‘Políticas de
Estados post 2021’이나 ‘PEDN al 2030 또는 2050’으로 명명될 것으로 예
측되는 차기 PEDN은 2020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제126차 ‘국가협약포럼’에
서는 차기 PEDN의 미래 비전을 담은 ‘Visión del Perú 2050’이 승인되어
2019년 4월 29일 CEPLAN에 의해 공개되었다. 특히 기후변화와 밀접한
‘Visión del Perú 2050’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서술한다.

나. 기후변화 대응정책
페루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준(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의 개발 정책, 전략, 계획, 프로그램
등에 기후변화를 통합하고 있다.
앞 절에서 기술한 페루 개발계획(PEDN)은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
벌 변화(메가트렌드)36)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제시하고, 연계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글로벌 변화를 주시했다.37) PEDN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국
가적으로 공유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글로벌 정치·경제 변화에 주목했다.
기후변화는 PEDN의 여섯 번째 전략 축(천연자원과 환경)에서 다루어지며, 페
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온실가스 배출원, 기후변화 적응방안, 제도화, 정책방
향, 우선 정책 분야, 세부 목표별 성과지표 및 전략적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어
있다(글상자 3-2).

36) 기후변화 외에도 세계화, 세계적인 민주화, 통신 및 인터넷 사용 확대, 신흥경제세력 부상, 태평양 연안
국(세계무역의 새로운 중심축) 부상, 인구 고령화와 국제적 인구 이동, 거대도시화, BT 및 유전공학 발
전, 나노기술 및 로봇 발전 등이 언급되었다.
37) CEPLA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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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2. 국가발전전략계획(PEDN)과 기후변화
□ 기후변화 취약성
- 페루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임.
- 취약성 배경(1): 인구
ㅇ 인구의 90% 가량이 건조지역(사막), 반건조지역, 아열대 습윤기후에서 생활ㆍ거주하며, 인구
대부분이 직접적인 기후 영향을 받는 농업, 수산업 등에 종사
ㅇ 기후 적응 가능성이 낮은 빈곤 및 극빈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함.
ㅇ 세계 열대성 빙하의 70%가 집중되어 있으며 에너지 절반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
- 취약성 배경(2): 자연환경 및 지리
ㅇ 자연지역 및 지리적 특성의 다양성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즉 기온 및
강수량 변동이 지역적으로 달리 나타남.
ㅇ ‘엘니뇨’로 인한 경제적 영향(인프라 피해 및 농수산업 생산 감소) 발생
□ 온실가스(CO2,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원
- 총 배출량이 1994년 9,880만 tCO2e에서 2000년 1억 2,002만 tCO2e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배출원은 산림 전용(1억 1,000만 톤 tCO2e)
□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활동
- 우선정책과제: 국제적인 기온 상승현상에 적응,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회 제공
ㅇ 탄소채권시장 및 주요 프로젝트 개발: CDM 및 REDD
□ 기후변화의 정책적 목표, 방향 및 우선순위 활동
- 장기적으로 국민의 양질의 삶과 건강ㆍ지속가능ㆍ작동하는 생태계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
- 세부 대상: 기후변화 적응에 취약한 인구 및 생산체제를 대상으로 설정
- 지표 및 목표: 기후변화 관련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는 인구를 2008년 145만 2,938명에서
2021년 72만 6,500명으로 감소, 농지 면적을 2008년 184,987ha에서 2021년 92,500ha으로
감소
- 전략 행동
ㅇ 유역(지역)별 기후변화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ㅇ 지하수 활용을 위한 유역별 수자원 평가
ㅇ 필요한 적응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기후변화 연구체계 마련 및 취약성 지도 구축
ㅇ 기후변화가 국가 경제생산 역량을 저하하지 않도록 취약성 개선을 위한 적정 인프라 및 기타
투자방안 마련
ㅇ 정책당국과 국민 역량강화, 경제자원의 신속한 지출 체제 마련, 취약지역 기후변화관련 보건
대응 역량 개선
ㅇ 전국 수문기상관측소 확대를 통한 재해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ㅇ 지자체 정책 수립에 기후변화 적응 포함
ㅇ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 유해 영향 예방ㆍ보호 조치 확인 및 채택
□ 전략적 프로그램
- No. 4: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가산림보호프로그램, No. 10: 기후변화 예방 및 적응 프로그램
자료: CEPLAN(2011)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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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은 2020년으로 예정된 차기 국가개발계획에도 포함될 것으
로 예상되는데, CEPLAN이 2019년 발표한 “Visión del Perú al 2050”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차기 국가개발계획의 비전을 담은 이 문서는 지속가
능한 생태계의 관리와 사용을 강조했다. 특히 페루가 실시해온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노력을 소개하면서, 예방과 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제고하여 재해위험
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38)
PEDN에 앞서 2009년 5월에 마련된 국가환경정책(PNA: Política Nacional
del Ambiente)은 공공 및 민간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환경관리체계(SNGA: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Ambiental)를 구성하는 국가, 주, 지자체의
모든 기관들에 환경관리 이행을 의무화했다. 동시에 PNA는 중장기 환경행동
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되
었다. 또한 산림 감소, 생물다양성 상실, 점증하는 물 부족, 화학 및 위험 물질
의 제한적 관리와 함께 기후변화를 국제적 규범과 조약아래 두면서 국가적 차
원의 이행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환경문제의 하나로 인식했다. 4대 정책 축 가
운데 첫 번째 축(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일곱
번째 목표(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민의 적응 달
성 및 저감 조치 구축)에 따라 5대 정책적 방향39)을 제시하였다.
‘페루 중장기 환경계획(PLANAA: Plan Nacional de Acción Ambiental
Perú 2011-2021)’은 건강한 생태계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2021년까지 달성해야 할 7대 분야40) 목표를 제시

38) CEPLAN(2019), “Visión del Perú al 2050,” p. 3.
39) △ 전국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차원의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조치 적용 촉진 △ 기후변
화와 관련한 자연재해에 대응한 적절한 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응체계 구축(최고 취약층 우선) △ 기후변
화 효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 고형쓰레기 관리, 위생, 재생에너지 사용 등 관련 프로젝트 개발 촉진
△ (결과를 홍보하면서)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 절차 유도 및 다양한 사회적 주체 역량강화 △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활용 촉진. Ministerio del Ambiente(2009),
p. 23.
40) △ 물 △ 고형 폐기물 △ 대기 △ 산림 및 기후변화 △ 생물 다양성 △ 광산 및 에너지 △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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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7대 환경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전ㆍ목적ㆍ우선목표를 수립한 이
후 우선목표별 전략적 행동과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는 환경부의 중기 부문별 계획(PESEM)과 연계되어 있다.
환경부의 중기 부문별 계획(PESEM)은 중장기 환경계획(PLANAA)과 연계
된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PEDN의 목표에 직접 기여하도록 수립되
었다.41) PESEM은 물리적, 환경적 및 사회적 특성상 환경이라는 주제가 페루
국가개발의 주요 과제로서 특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했다.42) 왜냐하
면 페루에서는 환경이 국민의 일상적인 삶(건강, 경제적 소득 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PESEM은 환경 변수에 대한 전략적 진단과 시나리오별 전망을 바
탕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부문 전략목표와 부문 전략행동을 제시하였
다. [표 3-2]에서처럼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략목표는 두 가지인데, 목표 3(기
후변화ㆍ지질/빙하 활동 영향에 대한 국민, 경제 주체, 국가의 적응 및 대응
역량 강화)과 목표 4(국가 경제 생태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전략행동도 목표 3에서 세 가지와 목표 4에서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목표 3은 PLANAA의 우선 목표(Metas Prioritarias al 2021)
의 목표 4(산림 및 기후변화)43)와 목표 7(환경관리)의 우선 목표별 전략 행동
(Acciones Estratégicas por Metas Priorizadas: 목표 7.18 및 목표
7.19)44)과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목표 4도 PLANAA의 목표 4와 우선
41) Ministerio del Ambiente(2016b).
42) Ministerio del Ambiente(2016b).
43) 목표 4의 주요 내용은 ‘5,400만ha 원시림의 벌채율을 0%로 낮추면서 나타날 토지 사용 변화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7.5% 감축하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목표 4는 8
대 전략 행동(△ 4.1 벌채율 축소를 통한 산림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 △ 4.2 국가적 산림녹화 촉진
△ 4.3 저탄소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 4.4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감소
△ 4.5 주별ㆍ지자체별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전략 개발 및 실행 △ 4.6 토질악화 감소를 통한 가뭄대
비 역량 증대 △ 4.7 자연적ㆍ인위적 기후 현상 감시 및 예측 체계 강화 △ 4.8 재해위험 관리를 국가,
주정부, 지자체의 기획 및 예산 체계에 편입)을 통해 시기별 목표, 지표, 책임기관을 명시하였다.
Ministerio del Ambiente(2011), p. 51, pp. 59-61.
44) 목표 7의 주요 내용은 국가환경관리체계(SNGA: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Ambiental)에 포
함된 모든 기관들이 국가환경정책 및 환경관리 수단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목표 7의 우선목표별 전략
행동 가운데 7.18(기후의 가변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7.19(자연적 및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 55

표 3-2. PESEM의 기후변화 관련 전략 목표 및 행동
비전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고, 시민을 위해 환경 지속가능성과 경제발전을 양립하면서
환경보호를 고민하는 현대적 국가
전략목표 3

전략행동 1

관계 부처

기후변화ㆍ지질ㆍ빙하 변수 및 현상의 모니터링을 환경부(MINAM),
기후변화ㆍ지질/빙하
통한 국토 감시
자연보호구역청(SERNAN
활동 영향에 대한 국민,
P), 지질연구소(IGP),
지표
경제 주체, 국가의 적응
빙하ㆍ산지 생태계연구소
기후ㆍ지질ㆍ빙하
재해
관리에
적절한
양질의
및 대응역량 강화
(INAIGEM)
정보가 제공되는 국토 비율
지표
기후변화ㆍ
지질/빙하 활동으로
인한 시민ㆍ생활
환경ㆍ생태계 피해
감축 비율
전략목표 4

전략행동 2
계획, 프로그램 및 공공ㆍ민관ㆍ민간 프로젝트의
MINAM,
기획, 이행, 모니터링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
아마존연구소(IIAP),
관리 통합
INAIGEM, 주정부(GR),
지표
지자체(GL)
기후ㆍ지질ㆍ빙하 재해 관리에 대한 공공투자
증가 비율
전략행동 1

자발적 기여(NDC)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MINAM, SERNANP,
국가경제 생태효율성 및 위한 행동 이행
IIAP, GR, GL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표
촉진
생산 부문 및 서비스에서 국가의 총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율
지표

전략행동 2

공공ㆍ민간 부문 행동에 생태효율성과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생산의 통합을 자극하는 촉진수단과
MINAM, GR, GL
총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조융자 시행 추진
비율
지표
생태효율성과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생산을
이행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 비율
자료: Ministerio del Ambiente(2016b), pp. 41-43에서 일부 발췌하여 저자 작성.

목표별 전략 행동(목표 4.3)에 연계되어 있다.
페루는 이러한 국가정책이나 전략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감
축에 적극 행동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도 표방한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
해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NDC: Nationally
인위적 재해에 대응한 위험관리 지향의 연구개발)는 시기별 목표, 지표, 책임기관을 명시하였다.
Ministerio del Ambiente(2011),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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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Contribution) 문서와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2016년)가 대표적이다. 페루는 2016년에 제1차 NDC를, 2001년과 2010년
에 이어 2016년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2016년에 제출한 3차 국가
보고서는 기후변화 관리와 국가발전의 통합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국가
보고서 9장은 △ 종합 정책, 전략, 행동계획 등에 기후변화의 통합 정도45) △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대화협의체 설립 정도 △ 부문별 기후변화 통합 정도 △
지방수준에서의 기후변화 통합 정도를 각각 평가하고, 3차 국가보고서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페루가 진행하고 있는 330개 이니셔
티브의 개발 과정과 종류를 보여주었다.46) 이처럼 국가보고서에 제시된 기후
변화 통합과 기후변화 리스크를 분석한 페루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는 기후변
화와 개발협력의 접목에도 유용할 것이다.

다. 기후변화 관련 법ㆍ제도와 추진체계
1) 법률
페루의 환경 관련 법률은 헌법 조문에서부터 출발한다. 페루 헌법 제Ⅱ장
제66조~제69조에서는 재생 및 비재생 천연자원이 국가의 자산이고, 국가가
국가환경정책 결정권을 지니며, 국가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ㆍ생물
다양성과 자연보호구역 보존ㆍ아마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고 규정

45) 이 부분에서는 페루가 2007년부터 재해관리를 예산안에 포함시킨 점,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해관
리를 공공투자체계(예산)에 편입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환경을 포함한 각종 국가 정책, 전략, 계획,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실행의 효과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Ministerio del Ambiente(2016a), pp. 230-236.
46) 구상 가운데 54%는 저감, 34%는 적응, 그리고 12%는 적응 및 저감 관련 프로젝트였고, 소규모 농축산
생산자(86개), 중앙 및 지방 공무원(84개), 민간부문(64개) 등이 주도했다. 적응 관련 구상 중에서는 생
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부문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농업, 수자원 및 유역, 교육, 식품안전, 보건이
이었다. 배출관리와 관련해서는 토지사용 및 토지사용 전환 관련 구상이 가장 많았고, 에너지, 고형폐
기물, 교통, 농업,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 Ministerio del Ambiente(2016a),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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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환경관리체계기본법47) 제9조는 국가환경청(CONAM)
의 기능을, 제4조는 국가환경관리체계(SNGA)에 포함되는 기관들 간의 기능
을 규정하였다. 현재에는 2008년 5월 법령48)에 따라 CONAM을 흡수하면서
신설된 환경부(MINAM)가 환경정책의 핵심 정부부처이다.
2005년 10월 제정된 환경법49) 제10조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자체 수준의
공공정책(부문별 정책 포함)의 수립, 결정, 실행 절차에 국가환경정책의 가이
드라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환경정책(PNA)은 환경법
제정 이후에 공포된 행정부 특별법50)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는데, 환경법은 물
론 분권화법,51) 지방정부특별법,52) 지자체특별법,53) 천연자원지속가능한사
용특별법,54) 그리고 페루가 가입한 국제조약을 따르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페루의 법적 기반은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1993년
UNFCCC 비준으로 시작되었다. UN의 파리협정 채택 후 중남미지역 최초로
제정된 페루의 기후변화기본법55)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단위의 이행계
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56) 2018년 4월 제정된 기후변화기본법은 글로
벌 이슈인 기후변화의 적응 및 감축 조치의 종합적이면서 참여적이며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을 조정, 조율, 수립, 집행, 보고, 모니터링, 확산(홍보)하
는 원칙(각종 법률 기반), 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중점분야, 관리수단, 완화
및 적응 조치, 교육ㆍ과학ㆍ기술ㆍ혁신, 투명성, 기후기금, 일반규정을 담았
다. 뒤이어 마련된 기후변화 시행령57)은 기후 취약성 감소와 UNFCCC로 페
47) Ley No 28245, 2004. 6.
48) Decreto legislativo No 1013.
49) Ley No 28611, Ley General del Ambiente.
50) ley No 29158, Ley Organica del Poder Ejecutivo.
51) Ley No 27783, Ley de Bases de la Descentralizacion.
52) Ley No 27867, Ley Organica de Gobiernos Regionales.
53) Ley No 27972, Ley Organica de Municipalidades.
54) Ley No 26821, Ley Organica de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55) Ley No 30754, Ley Marco sobre Cambio Climático.
56) UNDP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8, 페루 리마).
57) Reglamento de la Ley Marco sobre Cambio Climá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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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 부담하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통합관리하는 환경부(MINAM)를 비롯하
여 정부 부처, 그 부속기관, 지방정부 및 지자체들의 기능을 상세히 규정했다.
MINAM은 기본법 제2조~제3조의 권한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통합관리
를 주도하는 국가기관이다. MINAM의 기능 중에서 두드러진 점은 대내외적
인 기후변화 관련 공약 이행을 담보하는 부문별 기관, 지방정부 및 지자체, 비
정부 대표(원주민, 청년, 여성, 학계, 민간부문, 기타 기후변화 취약계층)와의
조율 및 참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경제적, 법적, 행정적, 문화적 증거를 바탕
으로 기후변화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de Bosques y Cambio
Climático)과 국가적응계획(Plan Nacional de Adaptación)을 수립, 모니
터링, 평가하는 것이다. MINAM은 산림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규범의 모니
터링과 평가를 담당한다.

2) 제도 및 추진체계
1993년 UNFCCC 비준과 동시에 설립된 기후변화국가위원회(CNCC:
Comisión Nacional sobre los Cambios Climáticos)는 페루의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 환경부문 최고 정책기관인 환경부(MINAM) 산하 기구이다.
CNCC는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의 부문별 분절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부
부처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는 다양한 대화협의체58)를 운영한
다. CNCC는 설립 초기에 외교부 산하기관이다가 국가환경청(CONAM)으
로 그리고 2008년 설립된 MINAM으로 이관되었다.
2014년 MINAM이 관리하는 Infocarbono의 설립은 페루 온실가스 관리
58) 페루의 기후변화 관련 대화협의체에는 △ 기후변화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sobre el
Cambio Climático) △ 국가기여 다부문위원회(Comisión Multisectoral de la Contribución
Nacional) △ 교통부문 에너지효율 제도간 작업 소위원회(CTIEE) △ 집중강우(엘니뇨 현상) 대비 다
부문위원회(FEN) △ 산림 및 기후변화 국가전략 다부문위원회(ENBCC) △ 기후변화 기획사업 협의
과정(PlanCC) △ 기후변화 지역운영연합(UOR CC): Cusco와 Apurimac △ 지속가능 건설 상임소
위원회(Comité Permanente ara la Construcción Sostenible) 등이 있다. Ministerio del
Ambiente(2016a), pp.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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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는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을 위한 최초
의 규범과 제도였기 때문이다. Infocarbono는 정부 각 기관에 활동과 관련
된 온실가스 정보 수집과 정기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 주도로 기후변화 관리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InterCLIMA59)가 운영되고 있다. InterCLIMA는 연례회의 개최, 기후변화
관리의 과제와 우선순위를 담은 연례보고서 출간, 지식 및 정보 교환의 공간
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소결
이 장에서 검토한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안 저지대, 반건조지대, 열대우림지대, 산악
지대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페루는 UN 기후변화협약 기준으로 기후
취약성이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형적 다양성은 지역별로 기후변화
의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또한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페루 정부
는 홍수, 산사태, 물 부족, 산림전용, 생물다양성 감소 등 다양한 기후변화 영
향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주로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경제활동을 추진하며 기후 대
응 역량이 낮은 저소득층 또는 원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민감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페루 정부가 UN에 제출한 SDG 자발적 이행보고서에 따르
59) InterCLIMA 운영의 주요 성과로 다양한 측면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 기후변화 관리의 진행 상황, 과
제, 주요 우선순위를 담은 연례보고서의 갱신이다. 이 보고서는 페루가 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NC와 2년마다 갱신하는 NDC 내용으로 활용된다. 둘째, 경험 교류 및 지식관리를 기반으로 이니셔티
브와 참여자가 조율되고 강화되고 있다. 셋째, 환경부의 기후변화 관련 부문별 및 지역별 담당 파트너
에 대한 지휘, 지도, 조율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
티브에 대한 홍보 확산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페루의 지위를 점진적으로 제고
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Ministerio del Ambiente(2016a),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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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페루 정부는 안데스 산악지대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거주민의 기후 취약
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9년 환경부(MINAM)를 신설하고 2014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0)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기후변화를 국가개발정책에도 반영하고 있다. 페루 정부가 2011년 공개
한 ‘국가발전전략계획(PEDN)’은 여섯 번째 전략 축(천연자원과 환경)에서
기후변화 취약성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
향과 이를 반영한 국가발전전략계획은 2020년 공개 예정인 차기 전략계획에
서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2019년 공개된 초안(‘Visión del Perú 2050’)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특히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계의 보전과 지
속가능한 자원활용이 페루의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보장한다고 언급하였다. 동
시에 재해위험 관리시스템과 기후 회복탄력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페루 정부는 그 밖에도 환경 등 기후변화와 밀접한 분야별 전략(PLANAA,
PESEM 등)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법
제도(국가환경관리체계기본법, 환경법, 천연자원지속가능한사용특별법, 기
후변화기본법 등)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을 반영한
기후변화기본법(2018년 재정)은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기후변화대응법령으
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국가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과는 달리 현지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
력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경제발전과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부족한 수원국의 재
정 및 인적 역량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 현지조사 결과에서도 기후변
60) 네 개 우선순위 협력분야는 사회통합, 경쟁력 제고, 경제발전 및 고용, 그리고 환경이다.
61) 2017/18년까지 산악지대 자원보전 활동인 PRODERN을 추진하였으나 현재에는 상업ㆍ무역 및 장학
금 프로젝트만이 남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0년 모든 협력사업 종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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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응에 많은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희
망하는 개발협력 분야로는 ICT가 가장 유망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글
상자 3-3). 궁극적으로 페루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범분
야 성격의 기후변화를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의 전
환이 수원국과 공여국 공통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글상자 3-3. 페루 정부기관과 기후변화 대응 면담 내용

페루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페루 국제협력청(APCI) 담당자는 기후변화 대응이 페루의 지속가능발
전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부(MINAM) 등 관련
정책ㆍ활동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의 기술과 역량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페루의 기후변
화 대응 중요성은 페루 국제협력 국가정책(PNCTI: Política Nacional de Cooperación Técnica
Internacional)에서도 나타나는데, 무상원조 장기 전략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이 정책은 네 개 우선
순위 분야 중 하나로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60)
페루는 기후재해 방지와 감축 측면에서 모두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오염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페루 북부 해안지역은 엘니뇨와 라니냐(집중 호우) 현상으로 농업과 인프라에 피해를
겪고 있다. 페루 남부는 이상저온 현상과 육상빙하 융해로 물부족 또는 산사태가 빈번하다. 이는 농
업과 목축업에 피해를 초래하여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는 산업부문의 배출과 주요 산업인 광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 및 대기)이 주요 도전과제이다.
APCI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 및 컨설팅 수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페루 기후변화 관련 공여국은 현재 스위스,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파악되며 주요 활동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스위스는 주로 산악지대의 빙하 보존 관련 활동에 주력하며, 미국 USAID 또한 자원
보존 활동에 주력한다. 미국의 경우 산악 고지대와 아마존 등 농촌지역에서만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 특징적이다. 독일 GIZ는 대페루 협력에서 환경을 중점협력 분야로 포함하고, 물ㆍ보건ㆍ위생
(WASH)과 산림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일본 JICA는 재해방지와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에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그간 환경분야 협력에 적극적이었던 벨기에의 경우 작년부터 활동을 종료하
여 2019년 6월 협력기구 사무소(Enabel)를 철수하였다.61) 프랑스 또한 무상지원 형태로는 연구협
력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한 기후변화 대응과제에도 불구하고 APCI 관계자는 한국과는 ICT 분야에서의 적극
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중점분야인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전자정부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ICT를 범분야로 적용하여 중소기업 개발, 산업개발 등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자료: 페루 국제협력청(APCI) 관계자 면담(2019. 10. 17, 페루 리마)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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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앞선 2장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회원국을 위한 기후변화 정
책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개별 공여국
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주제이다. 선진 공여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해
수면 상승에 대비한 홍수방지시스템과 같이 기후변화 연관성이 명확한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개발협력 전반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후변화가 그동안 쌓은 개발성과를 위협
한다는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장에서는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의 전략과 정책 분석결과를 서술한다. 특히 개별 공여국의 정책
방향이 수원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기 위해 이 연구의 사례연구 대상인
대페루 협력전략을 함께 살펴본다.

1. 미국
가. 기후변화 지원전략
미국은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이후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크게 확
대하고 관련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적
으로 동참해왔다.62) 2012년에 마련된 USAID의 기후변화와 개발 전략은 협
력 대상국의 기후 복원적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발전 지원을 포괄 목표
로 설정하고 △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에 투자하여 저탄소 개발

62)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다수의 행정명령(EO 13514, EO 13547, EO 13653, EO 13677, EO
13690, EO 13693 등)을 발표하여 미국 내, 국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 회복탄력성 제
고를 강조한 바 있다. 2019년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행정명령(EO 13653, EO 13693 등)은 취
소되었으나 기후 회복탄력성 제고를 강조한 행정명령(EO 13677)은 아직 유효하다(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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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인적ㆍ물리적 적응력 강화 △ USAID의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하
여 개발성과 강화를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다.63)
이처럼 USAID의 기후변화 전략은 기후 통합 활동을 별도의 전략목표(전
략목표 3)로 제시하며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강조하
였다.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보다 적절히 다루기 위해 USAID 자체
의 역량개발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64) 전략목표 3의 중기목표
로는 △ USAID의 모든 활동에 기후변화 통합 △ 기후변화 논의ㆍ정책에서
개발의 중요성 강화 △ 저탄소 및 에너지 절약 전략 도입 모범사례 도출이 언
급되었다. 식량안보, 민주주의ㆍ인권ㆍ거버넌스, 재해위험 경감, 물공급과
위생보건(WASH), 건강, 생물다양성 등의 활동에서 예시를 제공하여 기후변
화 통합을 장려하였으며, 정책대화의 층위를 ① USAID 조직 내 ② US 정부
내 ③ 국제협상 그리고 ④ 기타 기후변화 관련 이해당사자로 구분하여 기후
변화 논의ㆍ정책에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개발협력에 기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통합 시범사업 추진
△ 국가전략ㆍ사업개발에 지침 개발, 기타 기관 차원의 정책도구 개발 △ 기
후변화와 개발 연구과제 개발 △ 평가 및 교훈 도출 계획 이행 △ 신규 파트너
십 구축 △ 활발한 홍보(inreach and outreach) 추진이 제시되었다.65) 특
히 사업의 각 단계에서 기후변화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가전략ㆍ
사업개발 지침, 즉 국가개발협력전략(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에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 영향과 기회요인을 고려
하도록 함이 눈에 띈다.66) 기후변화와 밀접한 농업, 건강, 물 관리, 재해위험
경감, 자원관리와 인프라 분야의 경우에는 사업 개발과 이행 과정에 기후변
화를 통합하도록 하였다. 이에 CDCS와 사업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연수활
63) USAID(2012a), p. 11.
64) USAID(2012a), p. 18.
65) USAID(2012a), p. 22.
66) USAID(2012a),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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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추진할 예정임이 제시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그림 4-1. USAID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성과 프레임워크

자료: USAID(2012a), p. 1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된 기후 회복탄력성 있는 개발활동 프레임워
크67)는 다섯 단계 접근법을 제시하여 개발협력 활동 추진 시 기후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 사업범주 파악 △ 현
황(기후 관련 포함) 파악 △ 활동 계획 수립 △ 이행ㆍ관리 △ 평가ㆍ수정으로
구분되는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결정자와 사업이행 담당자에게 다양한 분야
활동 추진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67) USAID(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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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실질적인 통합적 고려방안으로는 기후리스크 관리방안을 참고할 만하다.
USAID의 운영지침에 따르면68) 2015년부터 모든 국가 및 지역 전략과 개발
협력 활동은 기후리스크 관리(CRM: Climate Risk Management) 방안을
적용하도록 한다. CRM은 USAID의 전략과 사업(프로젝트 및 기타 활동)에
서 기후리스크를 평가ㆍ대응ㆍ관리하기 위한 체계이다.
전략과 개별 사업 단계의 기후위험 관리는 공통적으로 기후위험의 평가와
대응방안 마련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후위험의 평가 과정에서는 국
가별/지역별 기후위험 보고서와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기후 스크리닝 도구
등 다양한 도구 및 자료를 활용한다.69) USAID는 76개 협력대상국과 3개 대

그림 4-2. USAID 기후위험 관리체계

자료: USAID(2015a).
68) USAID(2015a, 2015b).
69) Climate Change Risk Profile, Climate Vulnerability Profile, GHG Emissions Factshee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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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USAID의 전략서 기후위험 스크리닝 양식
스크리닝 항목
1.1: DO, IR*

설명

예시

[개발목표(DO),
중간성과(IR) 등 제시된 DO 1. 말라리아 발병 및 사망률 감소
목표 또는 성과]

1.2: 사업 기간*

[기간 제시]

0~15년

1.3: 지역

[지역 제시]

전국

2: 기후위험*

[기후위험 설명]

3: 적응역량*

4: 기후위험 등급

5: 기회요인

6.1: 기후위험
관리 방안

6.2: 전략에서
기후위험 대응
방안*

- 지난 수십 년간 평균기온과 강수량 변화로 말라리아
매개체 증가, 말라리아 발생 빈도 증가

- 말라리아 경보제도 미비
[사회ㆍ인적ㆍ재정적 - 기후변화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건 분야
역량 정보 제시]
당사자의 인식도 낮음
- 국가 보건분야 재정 수준 양호(대개 모자보건에 집중됨)
[높음, 중간, 낮음]

[설명 제시]

높음
- 건강에 대한 기후영향을 다루는 방법의 관심 증가
- 기후영향에 특히 취약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
- 기후 회복탄력성(국가 모자보건 투자의 상당비율 차지)
신장

- 보건종사자들을 위한 역량 축적
-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인식
[각 기후위험 관리방안
- 기후 예측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지역에
제시]
모기장 보급 증가
- 모기 산란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물 분야 개선
[필요한 경우 각
기후위험 관리방안
제시]

- 건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인식하기 위하여
보건종사자들을 위한 역량 축적(전략, p. X).

- 사업 개발에 앞서 X지역에서의 말라리아 유행에 대한
[필요한 경우 사업
7: 사업 개발을
기후변화 영향 및 추가 정보 수집
개발 시 기후변화 대응
위해 필요한 활동*
- 온도변화 영향과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의 강수 변화
방안 제시]
모니터링 지속
8: 수용한
기후위험

[기후위험 수용한 경우 - 말라리아를 제외한 공공보건 이슈의 면역체계가 약한
사유 제시]
인구의 기후변화 대비 역량 감소

주: * 필수 기입 항목.
자료: Climate Links 데이터베이스(https://www.climatelinks.org, 검색일: 2019. 11. 2)의 “Climate Risk Screening
and Management Tool for Strategy Design – Matrix Template”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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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역(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에 대해 기후위험
보고서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70)에 공개
하고 있다. USAID 차원에서 수행하는 기후위험 스크리닝 도구는 기후위험
평가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표 4-1]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기후위험
스크리닝 절차는 USAID 전략목표(개발목표, 중간성과 등)의 기후위험 수준
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실용적인 도구이다. 스크리닝 항목은
전략목표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시에도 사업의 구성요소에 대해 적용할 수 있
으며,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데에 유용하다.

나. 페루 지원사례
최근 10년(2008~17년) 기준, 국제사회는 연평균 약 57억 달러(총 지출,
2017년 고정가격)를 페루에 제공하였다. 미국은 페루의 최대 공여국이자 제
2위 교역국이다.71) 미국의 원조 실행기관인 USAID는 페루가 1990년대 이
후 눈에 띄는 정치ㆍ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제도 측면의 도전과제와 소외
지역의 취약계층이 대면하는 문제점들이 간과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72) 로
레토(Loreto), 아마소나스(Amazonas), 산마르틴(San Martin), 후아누코
(Huanuco), 우카얄리(Ucayali), 마드레데디오스(Madre de Dios) 등 페루
의 내륙과 주변국(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접경지역의 개발과
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70) Climate Links 데이터베이스(https://www.climatelinks.org, 검색일: 2019. 11. 2).
71) 미국은 페루의 2위 교역국으로 총 수출의 15.2%, 수입의 20.1%를 차지한다(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pe.html, 검색일: 2019.
10. 28).
72) USAID(20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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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대페루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총 지출 기준, 2017년 고정가격.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미국이 페루에 제공한 양자지원은 6억 1,467만 달러로 이 중
약 15%에 해당하는 9,034만 달러(총 103건)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
고되었다.73) 규모 기준으로 미국의 페루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2015년 규모
와 비중에서 최대인 2,572만 달러(18%)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이다. 전액 무
상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독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표 4-2. 미국의 대페루 지원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규모

건수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평균

전체 사업

119.98

128.07

142.30

117.96

105.37

613.67

122.73

리우마커 표기

14.50

20.91

25.72

17.10

12.11

90.34

18.07

237

176

195

257

237

1102

220.40

8

17

19

35

24

103

20.60

전체 사업
리우마커 표기

비중(규모 기준)

12%

16%

18%

14%

11%

주: 총 지출 기준. 2017년 고정가격.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30) 토대로 저자 작성.
73)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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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

그림 4-4. 미국의 대페루 지원 현황(2013~17년)

주: 총 지출 기준. 2017년 고정가격.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30) 토대로 저자 작성.

USAID의 대페루 개발협력은 2012년 작성된 국가개발협력전략서(CDCS)
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74) 2020년까지 연장이 결정된 USAID의 전략서는
‘사회ㆍ경제 포용성 개선과 불법 코카경작 및 불법 자원 활용을 감소시켜 페
루의 민주주의 및 안정성 강화’를 종합 협력목표로 설정하고 세 개의 개발목표
(DO: Development Objective)와 중간성과 및 하위 중간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 개의 개발목표는 △ 불법 코카작물 경작에 대안 제공 △ 아마존 분지
지역의 사회서비스 품질 및 관리 개선 △ 아마존 분지와 고산 빙하지역의 지
속가능한 자원관리이다.
기후변화는 세 개의 개발목표와 모두 직·간접적으로 유관한데, 첫 번째 개
발목표는 농업활동을 주로 다루므로 기후변화로부터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
USAID는 2012년 수행한 페루 기후 취약성 평가에서, 기온변화와 강수 양상
의 변화가 USAID의 대안 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75)
74) USAID(2012c).
75) USAID(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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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보고서는 예상되는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가 대안 작물의 생산성에 영
향을 미치고 공공 보건과 직결되는 물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두 번째 개발목표는 기후변화와 직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감축) 받는(적응) 아마존 분지 거주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세 번째 개발목표는 기후변화와 아마존 분지 및 고산 빙하지역의
자원관리를 다루므로 기후변화와 직결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직접적 연관
성은 USAID의 취약성 평가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기후변
화로 인해 천연자원 관리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 벌목 방지와
고산지역 담수 공급 관련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76)
이러한 맥락에서 USAID의 페루 협력전략(2012c)은 페루의 기후변화 대
응 필요성을 강조한다.77) 안데스 산맥이 품고 있는 고산 빙하가 감소하면서
예상되는 수자원 및 수력발전량 감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물
부족으로 인해 페루의 농산품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세 개의 개발목표 중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세 번째 개발목표는 아마존 산
림 및 고산 빙하지역 환경의 보전과 지역공동체의 경제발전 활동 간 균형을
추구한다.78) 상기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제도와 자
원의 적절한 활용을 추구하는 경제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밖에도 이러
한 환경 거버넌스 제도와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유지 및 운영해갈 페루 현지
정부·지역주민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79)
이러한 분석하에 USAID는 중간성과로 △ 환경 거버넌스와 천연자원 관리
역량 강화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확대를 설정하였다. 페루는 불
법 벌목ㆍ광물채굴, 부패, 산림황폐화, 환경오염, 코카 경작 등 환경제도와 자
원관리 관련 많은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80)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물
76) USAID(2012b).
77) USAID(2012c), p. 6.
78) USAID(2012c), p. 8.
79) USAID(2012c),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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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관리에 대한 현지역량 강화, 자원과 관련된 갈등 해소, 환경보전에 대
한 국가차원의 의지 제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제도와 자원 관리 역량의
하위성과로는 ① 제도ㆍ법ㆍ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② 공공의 정책 참여 및 소
통,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대화 추구 ③ 환경ㆍ산림 관련 MRV
그림 4-5. 미국 USAID 페루 국가개발협력전략 성과틀

자료: USAID(2012c), p. 14 저자 번역.
80) USAID(2012c),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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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도 집행 강화 ④ 아마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강화가 제
시되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또는 공공서비
스 구축 등, 상업성과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갖춘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
다.81) 하위성과로는 ① 저탄소개발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지원 ② 환경친화적 기업관행과 인증활동 확대 ③ 취약계층의 기
후변화 적응 역량 개선 ④ 지역공동체 기반의 보전활동과 환경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상(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확대가 제시되었다.
USAID는 앞선 절에서 언급된 지침과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
려 또는 주류화를 추진한다.
페루 기후위험 보고서(2017)는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며 취약성이 존재
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수자원과 생태계, 농업ㆍ목축업, 인프라, 보건ㆍ건강
을 제시하였다.82) USAID가 추진한 수자원 기후 회복탄력성ㆍ적응 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PARA-Agua: Partnership for Adaptation and
Resilience-Agua)은 기후변화 현상과 영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페루와 콜
롬비아를 대상으로 수원지 보존과 물의 효율적 관리를 추구한 사업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수자원 부족, 홍수 등의 영향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진행된 PARA-Agua 사업은 페루에서는
북부의 치라-피우라(Chira-Piura), 찬카이-람바예키(Chancay-Lambayeque)
수원지, 리마 인근의 치욘-리막-루린(Chillon-Rimac-Lurin) 수원지, 그리
고 남부 아레키파 인근의 킬카-칠리(Quilca-Chili) 수원지, 총 네 개 수원지
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은 ① 현지 연구역량 강화로 데이터에 기반한 수원
지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 ② 수원지 관리 정책에 기후변화를 주류
81) USAID(2012c), p. 44.
82) USAID(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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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ㆍ통합 ③ 기후변화 적응과 수자원 이용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한 계획 역량
강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지식 공유,
제도적 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방안 도출 및 우선순위 수립, 기후 적응 재원
마련에 이르는 단계적 대응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림 4-6. PARA-Agua 구성요소와 기후변화 적응체계

자료: USAID(2017b), pp. 11-12 토대로 저자 재구성.

PARA-Agua 사업의 성과로 수원지 보존 및 물관리 관련 기구 46개소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수립 역량강화가 이루어졌다.83) 구체적으로 수원지 관리ㆍ
계획을 위한 기후 시나리오 모델링도구, 방법론 등이 전수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녹색인프라 투자 제안서 작성이 이루어졌다.84) 기후 적응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또한 구축되어 보다 많은 지역공동체가 수원지 관리를 추
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83) USAID(2017b), pp. 5-6.
84) 콜롬비아에서는 환경서비스 지불제도(기금)가 구축되어 약 2,400만 달러가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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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전략서에 따라 상기 사업 또한 계획 단계에
서부터 기후위험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으며,85) 이러한 절차에는
USAID가 사전적으로 마련한 국가별 기후위험 및 취약성 보고서가 활용되었다.

2. 독일
가. 기후변화 지원전략
독일은 기후변화의 범국경적 성격을 인지하고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에 매
우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환경ㆍ기후변화 분야 핵심 공여국이다. 독일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규범의 구심점인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유
치국이자 녹색기후기금(GCF)에 많은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20년까지 독일의 기후재원을 2014년
의 두 배 수준인 40억 유로로 확대하겠다는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86)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OECD DAC의 2015년 독일 동료평가에서 성과로
나타난다. OECD DAC은 독일이 기후변화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협
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87) 특히
GIZ의 2013년 전체 사업 중 1/3가량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며, KfW의
2014년 신규 사업의 64%가 기후 및 환경부문에 대한 지원임을 언급하여 기
후변화ㆍ환경에 대한 독일의 지원이 매우 적극적임을 강조하였다. 환경과 기
85) USAID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8, 페루 리마).
86) BMZ(2017), p. 1.
87) OECD DAC(2015),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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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도구로는 BMZ가 2011년 도입한 환경ㆍ기후 평
가도구(Environment and Climate Assessment Tool)가 있다. 이는 각 분
야 사업과 국가전략에서 환경과 기후 보호 및 적응을 범분야로 포함하고, 환
경ㆍ기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하고 모든 활동에서 환경ㆍ기
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서 부
처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독일이 정책 및 기술협력 활동 분야에서 부처간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또한 언급하였다.88)
현재 GIZ는 위험관리 제도(systematic risk management system)를 통
해 개별 사업 활동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세이프가드와 성평등
관리로 대표되는 위험관리 제도는 해당 사업의 환경ㆍ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성평등 추구 여부를 검토한다. 세이프가드 제도를 통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부대효과를 파악하고 사업 이행 과정 동안, 이를 모
니터함으로써 예측이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도록 한다. GIZ의 세이프
가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GCF의 항목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89) 더불어 GIZ의 모든 사업은 심사 단계에서부터 기후 감축과 적
응을 포함하는 6개 항목에 체크리스트를 대입하여 검토한 다음 승인된다. 체
크리스트별 검토 내용은 [표 4-3]과 같다.
기후변화 등 위험요인의 평가는 사업의 계획을 평가하여 발생가능한 부정
적 요인 또는 잠재력을 파악하는 단계와 발견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업의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발견된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며 사업 발주기
관(주로 BMZ, BMU 등)에 보고되어 즉각 대응이 이루어진다.

88) OECD DAC(2015), p. 54.
89) GIZ 페루사무소 담당자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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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독일 GIZ의 체크리스트 항목 및 검토내용
항목
환경

검토내용
개인, 생물다양성, 토양 물, 대기, 기타 자원 또는 생물다양성에 영향이 있는지 또는
영향을 받는지

온실가스 감축 GHG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있는지
기후변화 적응
성평등
분쟁
인권

기후변화가 해당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사업의 목적과 사업이 인간과 생물
다양성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성 차별 또는 위험이 있는지, 성평등 추구의 잠재력이 있는지
해당 사업이 분쟁과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새로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예)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노동법 침해, 원주민 권리 침해 등

자료: GIZ 홈페이지(https://www.giz.de/en/aboutgiz/76608.html, 검색일: 2019. 11. 2); GIZ 페루사무소 담당자 면담
(2019. 10. 16, 페루 리마)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페루 지원사례
리우마커 기준으로 독일은 페루에서 기후변화 고려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공여국이다. 최근 5년 누계로 독일은 대페루 지원총액의 58%에서 기후변화
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90) 이는 공여국 평균(36%)을 크게 상회한다.
최근 5년 총 지출 기준, 독일은 페루에 약 5억 3,152만 달러(총 966건)를
지원하였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된 활동은 3억 달러가량(5년 누계 기준 약 58%)으로 페루를 지원하는 공여국
중 최대 수준이다. 이처럼 독일은 2015년 이후 대페루 총 ODA의 절반 이상
을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의 경우 대페루 지원
총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1억 2,273만 달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에
제공되었다(표 4-4).

90) 감축과 적응 마커 둘 중 1개만 표기되었다면 리우마커 표기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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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페루의 기후변화 대응 주요 공여국(감축ㆍ적응 마커)
<감축 마커>

<적응 마커>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4. 독일의 대페루 지원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규모
건수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평균

전체 사업

98.28

98.23

114.71

73.84

146.46

531.52

106.30

리우마커 표기

37.15

38.19

67.55

42.46

122.73

308.08

61.62

전체 사업

172

205

186

196

207

966

193

리우마커 표기

58

72

71

65

74

340

비중(규모 기준)

38%

39%

59%

57%

84%

58%

68
55%

주: 총 지출 기준. 2017년 고정가격.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30) 토대로 저자 작성.

2017년 기후마커 표기사업 비중이 특히 높았던 이유는 리마시 대중교통
제도 구축 사업(Promotion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Lima, 8,670만 달러) 등에 9,654만 달러가 유상지원으로 제공되었기 때문
이다.91) 2016년에는 재생에너지ㆍ에너지효율 개선(Renewable Energies
91) 2013~17년 누계 기준, 독일의 대페루 기후마커 표기사업은 무상 대 유상지원 비율이 약 4.7:5.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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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Efficiency) 관련 활동에 1,669만 달러가 유상지원으로 제공되었
으며, 그 밖에도 리마 북부 지역 상하수도 재건(Rehabilitation of Water
and Sewage Grids in the North of Lima: 2017년 754만 달러), 소규모
지역공동체 생활용수 관리 지원(Support of Settlement Water Management
in Smaller Communities, 2016~17년 누계 62만 달러), 리마시 하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of Lima, 2017년 198만 달러) 등 독일연방경제
협력개발부(BMZ)와 독일재건은행(KfW)을 중심으로 교통ㆍ에너지ㆍ상하수
도 분야에서 유상지원이 활용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독일은 유상지원 사업
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요소에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을 주관하는 BMZ에 따르면92) 페루는 1980년
대 정치적 혼란기와 1990년대 독재정권을 거쳐 2001년 민주화를 이루었으

그림 4-8. 독일의 대페루 지원 현황(2013~17년)
(단위: 건, 백만 달러)
지원규모 기준

지원건수 기준

주: 총 지출 기준. 2017년 고정가격.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30) 토대로 저자 작성.

사실상 유상지원이 근소한 차로 보다 많다(OECD Stats.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19. 8. 30).
92) BMZ 홈페이지(https://www.bmz.de/en/countries_regions/lateinamerika/peru/index.ht
ml, 검색일: 2019. 7. 30). GIZ 페루사무소 담당자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에 따르면 독일과
페루는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전략서를 마련하고 중점분야를 선정하나 전략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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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후 다섯 차례의 민주적 대선을 거쳐 민주주의의 경로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적 국가제도 구축이 아직까지 도전과제로 남아 지속가
능발전 추구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존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 안정화, 기
후변화로 위협받는 환경보전 등 사회ㆍ경제ㆍ환경 측면에서 도전과제를 가
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4-9. 독일 BMZ의 페루 지원전략

자료: BMZ 홈페이지(https://www.bmz.de/en/countries_regions/lateinamerika/peru/index.html, 검색일: 2019.
7. 30)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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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후변화는 페루의 환경 지속가능성 추구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페루가 가진 지리ㆍ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
이다.93) 온난화 현상은 극단 기상현상과 불규칙한 강우양상, 기온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빙하 소실을 초래하는데, 빙하는 국가 전반의 관
개 및 식수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빙하지대가 계속하여 감소하
는 경우 심각한 물공급 부족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산사태 등은 페루 해안지역뿐만 아니라 안데스 지역 주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며 농업 생산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
도 국제기후협약 동참 노력과 산림보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독일은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도시 개발, 민주주의ㆍ시민사회ㆍ공공행정 제도발전을 중점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사회ㆍ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페
루는 아직까지 정부ㆍ제도적인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사회ㆍ경제ㆍ불평등 등 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세 번째 중점목표는 제도의 발전을 통해 환경ㆍ기후변
화 등 정부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한다.
중점분야 중 환경정책과 도시 개발 분야는 기후변화와 직결되며 따라서 기
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전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첫 번째로 제시된
환경정책의 경우 독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공재 보호의 관점
에서 페루를 지원한다. 페루는 남아메리카 2위의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산림은 지역주민들의 생계보전 수단인 동시에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페루의 산림보호지 관리,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ㆍ천연자원 관리, 환경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기
후변화, 즉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추진한다.94) 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벌
93) BMZ 홈페이지(https://www.bmz.de/en/countries_regions/lateinamerika/peru/index.ht
ml, 검색일: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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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 상품을 증가시키는 등, 산림부문의 지
속가능한 가치사슬 추진을 지원하며, 독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산림목재 관
련 직업훈련 또한 추진하고 있다. 주력 지역은 페루와 브라질 아마존의 접경
지역인 우카얄리(Ucayali) 지방이다.
두 번째 중점분야인 지속가능 도시개발은 페루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는
리마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크게 물
공급과 위생(상하수도), 교통,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그리고 폐기물 관
리 관련 활동으로 구분된다.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리마와 태평양 연안
도시는 수자원이 부족하고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한 편이며, 이는 빈곤층이 거
주하는 도시 외곽지역에서 극심하다. 독일의 개발협력 활동은 빈곤지역에서
의 상하수도 공급 및 개선을 목표로 민간분야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회
복탄력성이 있는 수자원 관리를 추구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상하수도 인
프라 구축과 함께 페루 중앙정부 및 수자원 관리공사(또는 기업)에 자문을 제
공하여 민관협력 확대, 누수손실 감소, 효율적 관리제도 도입, 수도세 제도 개
편, 직업훈련 제공 등이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페루의 국가기후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에너지효율
과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페루 정부의 수력 및 천연가스 발전 정책을 고려하
여 보다 포용적ㆍ효율적ㆍ사회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추
구하고자 하는 방안이 언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페루 정부의 환경관리계획
에 따라 환경친화적이며 자원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익한 폐기물 관리 제
도 마련에 협력한다.
독일의 개발협력 이행기관은 BMZ가 설정한 중점분야를 따르는 것으로 나
타나며,95) 독일의 대페루 기후변화 관련 무상협력 활동의 주요 이행주체인
94) BMZ 홈페이지(https://www.bmz.de/en/countries_regions/lateinamerika/peru/index.ht
ml, 검색일: 2019. 7. 30).
95) GIZ 페루 홈페이지(https://www.giz.de/en/worldwide/400.html, 검색일: 2019. 7. 30); K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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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Z는 BMZ의 중점분야를 수용하여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굿거버넌
스에 주력한다. GIZ는 페루와의 개발협력 활동에서 페루가 가진 풍부한 생물
다양성,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 기후변화 적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한다.96)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정책 분야는 산림, 인프라 및 농업의 기후 회복
탄력성 제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서는 교통과 에너지, 상하수도 공급에
주력한다. 굿거버넌스 추구의 측면에서는 지역별 개발활동을 지원하거나 부
패방지 활동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97)
최근에는 페루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속가능 도시개발 활동 중 교
통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리마는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이 부재하여 산발적으로 공급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노선 운영의 정확성이 떨어지
고 요금징수 체계 또한 부재하여98) 환승 등 교통수단 간 연계가 불가하다. 독
일은 리마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
시에 도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도출하
고자 한다.99)
이처럼 독일은 페루 정부와의 협의하에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핵심과
제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특히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도
시 분야에서 기후변화 활동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사업사례
로는 먼저 환경정책 분야에서 페루 농업관개부(MINAGRI: Ministerio de

페루 홈페이지(https://www.kfw-entwicklungsbank.de/International-financing/KfW-Devel
opment-Bank/Local-presence/Latin-America-and-the-Caribbean/Peru/, 검색일: 2019.
7. 30).
96) GIZ 페루 홈페이지(https://www.giz.de/en/worldwide/400.html, 검색일: 2019. 7. 30); KfW
페루 홈페이지(https://www.kfw-entwicklungsbank.de/International-financing/KfW-Devel
opment-Bank/Local-presence/Latin-America-and-the-Caribbean/Peru/, 검색일: 2019.
7. 30).
97) GIZ 페루사무소 담당자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98) 대부분의 공공 버스는 차장을 통해 요금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99) GIZ 페루사무소 담당자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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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ra y Riego)를 대상으로 기후위험 통합재정 관리, 즉 기후보험 도입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페루의 농촌 인구 중 약 75%는 사탕수수, 쌀, 밀, 감
자, 바나나 등을 경작하는 농업 종사자들인데, 가뭄ㆍ홍수ㆍ산사태 등, 최근
증가 추세인 이상기후 현상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엘니뇨는 이들 농가에 막
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극단 기후현상은 농촌지역 빈곤 퇴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페루 정부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독일의 농업분야 기후위험
통합재정 관리 활동은 페루 정부가 기후위험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에 보다 효
과적으로 대처하고 기후위험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
다. 사업은 크게 ① 위험보상 제도 구축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체계 마련 ② 기
후위험 평가를 위한 지리 자료수집 및 관리 시스템 개발 ③ 공공 및 민간이 제
공하는 기후위험 보상 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훈련 프로
그램 개발로 구분된다. 이러한 활동은 페루의 농업보험 시장이 약 97% 성장
하고 농업부 등 페루 정부의 농업관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100)
지속가능한 도시 분야는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
상하수도와 교통 관련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인구가 밀집한 리마시
의 물관리 현대화 및 개선 프로그램(PROAGUA)은 현재 2단계가 추진 중인
활동으로 물관리 제도 개선을 취지로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심화된 리마시
의 물부족 현상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수자
원을 공급하고자 한다. 상기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전략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시의 수자원 당국에 물 관리 관련 자문, 신규 수립 위생서비스ㆍ
행정 기술기구(OTASS: Organismo Tecnico de la Administracion de
los Servicios de Saneamiento)의 제도적 강화를 지원한다.101) 특히 상기
100) GIZ(2017).
101) GIZ(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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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스위스경제협력개발사무국(SECO)과 협력하여 네 개 지역 수도공사
역할 개선을 추구한다. 그 밖에도 물 공급뿐만 아니라 폐수의 처리 및 재사용
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이전, 관련 기술자 자격제도와 훈련 계획 지원 등이 사
업요소로 포함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PROAGUA 2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59만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1만 3,250개 수도 계량
기 설치, 기업에 산업용 폐수 처리 비용 청구 확대, 징수한 폐수배출 요금을
폐수처리에 재투자하는 것을 기대성과로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수도공사를
활용하여 처리된 폐수 판매(조경수 등), 관련 기술자 100명 훈련 개시, 신규
자격프로그램 마련 또한 추진 예정이다.
한편 독일은 도시 수자원과 관련하여 GIZ의 무상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상
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유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KfW가 추진한 리마
북부 상하수도 네트워크 재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안데스 빙하 융해, 리
막강의 유량 부족, 배수관 누수 등 열악한 설비로 인해 물이 극도로 부족한 리
마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① 상하수도 재건 및 확장 ② 하수처리 및 재사용 지
원 ③ 공영 수자원 공사를 통한 공업폐수 재활용 등 기후변화 적응을 사업요
소로 포함하였다.102) 리마 북부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재건 및
확장에는 JICA, IDB, 세계은행과 협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일은 리
마 빈곤지역에 저렴한 가격(물탱크 공급 비용 대비)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생
활하수를 처리시설로 연결하여103) 지역에 고질적인 물부족과 하수 방류로
인한 환경 영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과 관련하여 인근 도시와의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DKTI)을 추진 중이다. 페루의 대중교통은 다

102) KfW(2016), Project Example – Water(https://www.kfw-entwicklungsbank.de/PDF/Entw
icklungsfinanzierung/L%C3%A4nder-und-Programme/Lateinamerika-Karibik/Projekt
-Peru-Wasser-2014.pdf, 검색일: 2019. 10. 2).
103) 궁극적으로는 공업폐수까지 처리시설 연결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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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민간기업이 제공하고 있어 일관적인 안전기준, 요금체계, 노선 등이 미
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은 온실
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다. 독일 GIZ는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
의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GIZ는 페루 교통통신부를 지원
하여 대중교통 관련 투자 잠재력 평가 연구를 위한 역량개발 및 재정지원, 기
술협력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저
탄소 도시교통 국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대성과로 페루
의 온실가스 감축, 트루히요(Trujillo), 아레키파(Arequipa), 피우라(Piura),
쿠즈코(Cusco), 치클라요(Chiclayo) 등 도시의 지속가능 교통 시스템 개발
을 위한 정부재정 확보, 효율적인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제시하
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 즉 온실가스 감축을 사업요소로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내 성범죄 예방 등, 범분야 이슈인 성평등을 사업요소
로 포함하고 있다.104)

3. 스위스
가. 기후변화 지원전략
스위스는 4년을 주기로 범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적
인 국제협력 활동을 추구,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이에 수립된 스위스의
2021~2024년 국제협력 전략은 기후변화를 범분야 주제로 고려하여 추진하
고 있다.105)

104) GIZ 페루사무소 담당자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105) Confederation of Switzerlan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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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전문기구이자 인도적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스위스개발협력청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은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를 구성하여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DC는 개도국의 저탄소 개발과 기후 회복탄력성 있는 개발을 목
표로 설정하는 국제기후변화ㆍ환경 프로그램(GPCCE: Global Programm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을 추진하며 전략프레임워크를 마련
하여 지침으로 삼고 있다.106)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연평균 약 6,700만
프랑(약 79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SDC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크게 △ 기
후ㆍ환경 정책과 계획 △ 저탄소개발 △ 기후복원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 개발협력에서의 기후변화ㆍ환경 범분야 고려로 구분된다. SDC의 전
략프레임워크는 [표 4-5]와 같이 각 구성요소별로 기대성과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OECD DAC의 2019년 동료검토에 따르면 SDC는 2012년 기후ㆍ환경ㆍ
재해위험 경감 통합지침(CEDRIG: Climate, Environment and Disaster
Risk Reduction Integration Guidance)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107)
SDC의 개발협력 활동에서 활용되는 이 지침서는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뿐만
아니라 재해경감 방안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타
공여국의 환경 또는 기후 통합 전략과 구별된다.

106) SDC(2017).
107) OECD DAC(2019b),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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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스위스 기후변화ㆍ환경 프로그램 성과틀
요소 1

기후ㆍ환경 정책과 계획

관련 SDG

7, 13, 15

항목

내용

지표

기대성과 1

다자 기후정책 주체(UNFCCC)가
적극적이고 공정하며 취약국의 수요와
이해를 수호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 정책, 정책절차
수립 건수

기후변화 대응(감축ㆍ적응)을 위한 재원
 기후기금(GCF, AF, GEF)이 취약국에
조성 및 효과적ㆍ효율적인 투입이
기대성과 2
지원한 재원 비중(총 재원 대비 %)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취약국의 수요를
고려
기대성과 3

정부ㆍ준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정부ㆍ준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기후ㆍ환경
관련 정책ㆍ전략ㆍ계획 건수와 품질
위험을 고려하는 개발정책 및 계획 수립

요소 2

저탄소 개발

관련 SDG
항목
기대성과 1

기대성과 2
기대성과 3

7, 11, 13, 15
내용

지표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와
접근 개선

특히 도시 지역의 대기 품질 개선, 이를
 대기 중 유해물질 함량
통한 보건 개선
토양ㆍ수질오염 개선, 자원고갈 예방

요소 3

 물ㆍ토양 품질 모니터링 결과

기후복원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관련 SDG
항목

 청정에너지 접근가능 인구 수(남녀)
 스위스 개발협력으로 저감한 온실가스
배출량(tCO2)

6, 11, 13, 15
내용

지표

기대성과 1

지역공동체의 기후 회복탄력성 개선 및
 기후적응방안 수혜자 수(남녀)
기후변화 영향 개선

기대성과 2

변화하는 기후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 관련 국가 정책ㆍ법ㆍ전략ㆍ계획
수자원 관리 개선
개발 건수

기대성과 3
요소 4

산림 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제고

 산림 관련 국가 정책ㆍ법ㆍ전략ㆍ계획
개발 건수

개발협력에서의 기후변화ㆍ환경 범분야 고려

관련 SDG

13, 15

항목

내용

기대성과 1

개발협력 전략ㆍ프로그램ㆍ프로젝트에
기후변화와 환경 요소 통합 확대

지표
 기후변화 관련 지원 증가 규모

자료: SDC(2017), pp. 21-28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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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기후ㆍ환경ㆍ재해위험 경감 통합지침은 위험과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크게 3단계(module)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10). 첫 번째 단계는 ‘위험과 영향 평가’로 특정 전략 또는 사
업이 기후변화, 환경오염ㆍ재해에 대한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
축과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1단계 검토 결과 우려되는 위
험 또는 영향이 있는 경우, 2~3단계에 해당하는 위험ㆍ영향 심층평가를 수행
하며 그 결과 및 대응방안이 사업제안서(신규 사업인 경우) 또는 중간보고서
(진행 사업인 경우)에 사업요소로 반영된다.

그림 4-10. 스위스 기후ㆍ환경ㆍ재해위험 경감 통합지침

자료: SDC(2012), p. 5.

CEDRIG은 평가의 각 단계별 위험 및 영향 평가 체크리스트, 위험평가 렌
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 또는 사업ㆍ활동의 기후ㆍ환경ㆍ재해 위험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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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1차적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위험과 영향을 각각
평가하는 질문지가 사용된다.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사업ㆍ활동 분야와 대상
지역, 사업목적과 재해의 연관성 등을 체크하도록 구성된 이 도구는 본부 또
는 현지사무소의 담당자가 1~2시간 내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평가 렌즈(Risk Assessment Lens)로 일컬어
지며 전략에 대한 위험 및 영향의 심층분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2단계에
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크게 △ 기후변화, 환경 영향, 자연재해의 구체적인 현
황 분석 △ 제시된 전략목표, 목적, 우선순위가 재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
성 평가 또는 수정되지 않은 기존의 전략이 부적절한 적응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가능성 평가 △ 전략에 재해위험 통합 △ 필요한 경우 전략의 수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표 4-6]과 같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1단계에서 이루어진 1차 평가에서 위험 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에 대한 정밀 위험ㆍ영향 평가이며, 따라서 1~2단계
와 달리 사업 담당자가 직접 수행한다. 위험ㆍ영향 평가는 각각 △ 위험 또는
영향의 파악과 △ 적응 및 재해경감 방안 파악 및 선택 △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설정으로 구분된다. DAC 동료검토에 따르면 이 지침의 적용은 의무화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약 500여 개의 사업 및 활동이 CEDRIG
을 활용하여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108)

108) OECD DAC(2019b),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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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CEDRIG 전략의 위험평가 보고서 양식
1. 기후변화, 환경위험, 자연재해 현황
평가항목

평가결과

1) 기후변화와 환경위험에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자연 재해는 무엇인가?
혹은 국가, 지역, 분야에서의 자연재해는 무엇인가?
2)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적절한 요소는 무엇인가?
3) 기후변화, 환경위험, 자연재해에 특히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 주요
국가개발 우선순위, 지리적 지역, 분야는 무엇인가?
2. 전략목표, 목적, 우선순위 평가
항목

전략목표ㆍ목적ㆍ우선순위 기후변화 부적응(maladaptation)
의 재해위험 가능성

시 잠재적 영향 평가

추진 가능한 수정 방안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는
전략목표ㆍ
목적ㆍ우선
순위 1

활동(예. 침수지역 정착)에

프로젝트나 분야별

인센티브 제공 여부 평가

단계에서 파악된 위험을

또는 개발의 관점에서는

고려, 개선이나 제안과

정당화되나 기후 적응의

같은 전략이 어떻게

관점에서는 정당화되지 않는 활동

적응될지 평가

목표, 목적 혹은 전략
우선순위의 재해위험 평가

지원 가능 여부 평가
전략목표ㆍ
목적ㆍ우선

(상동)

(상동)

(상동)

순위 2
3. 전략 내 재해위험 통합 현황
질문

그렇다 또는 아니다

보완 설명

그렇다 또는 아니다

수정 방안 제시

1) 동 전략은 재해위험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2) 동 전략은 수원국의 적응계획 또는 재해경감
전략ㆍ정책ㆍ계획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4. 전략 수정(필요시)
질문
파악된 재해위험을 반영하여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
자료: SDC(2012), pp. 15-16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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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위험ㆍ영향 평가 단계
단계

사업 위험 평가

사업 영향 평가

1단계

위험 평가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 영향 평가

2단계

적응 및 위험 경감 방안 파악

기후변화 및 환경 영향 경감 방안 파악

3단계

적응 및 위험 경감 방안 선정

기후변화 및 환경 영향 경감 방안 선정

4단계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구축

신규ㆍ수정 영향, 성과, 산출물 지표 구축

자료: SDC(2012), pp. 19-42 토대로 저자 작성.

나. 페루 지원사례
스위스는 최근 5년 동안 대페루 전체 지원의 41%에 해당하는 5,183만 달
러를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제공하였다. 해당 활동은 모두 무상지원 형태로
제공되었다.

표 4-8. 스위스의 대페루 지원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건)

규모

건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평균

전체 사업

19.96

20.31

29.41

29.66

26.41

125.75

25.15

리우마커 표기

6.14

5.36

16.11

12.19

12.02

51.83

10.37

전체 사업

46

41

46

46

93

272

54.40

리우마커 표기

18

16

20

21

23

98

19.60

비중(규모 기준)

31%

26%

55%

41%

46%

41%

40%

주: 총 지출 기준. 2017년 고정가격.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30)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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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스위스의 대페루 지원 현황(2013~17년)

지원규모 기준

지원건수 기준

주: 총 지출 기준. 2017년 고정가격.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8. 30) 토대로 저자 작성.

스위스의 개발협력 활동은 스위스개발협력단(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과 스위스경제협력개발사무국(SECO:
Secretariat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을 통해 이
루어진다. 외교부 산하의 SDC는 스위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주로 담당하
는 반면, 경제정책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주관하는 SECO는 지속가능한 경제
추구 차원에서 빈곤해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SDC는 COSUDE
(Cooperacion al Desarrollo Ambiental y Reduccion del Riesgo de
Desastres)라는 명칭으로 중남미 8개 국가 대상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109) 따라서 페루를 대상으로 하는 양자 협력활동은 SECO가 주로 담
당하고 있다.110)
109) 페루는 COSUDE의 8개 대상국(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
르헨티나) 중 세 개 활동 분야(기후변화 대응, 물, 재해위험 경감)에서 모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유일
한 국가이다. SDC, Global Programmes and Humanitarian Aid in the Andes, Cooperation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and Disasater Risk Reduction(https://www.eda.
admin.ch/dam/countries/countries-content/peru/en/Strategie_ProgramasGlobalesCOS
UDE-Final_Eng.pdf, 검색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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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의 페루 협력전략111)은 ‘페루의 지속가능하고 지역별로 균형적인
성장과 경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종합 목표 아래에 △ 국가ㆍ지역정부 단위
에서 포용적인 경제 제도ㆍ정책 추구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
개발 △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탄력적인 도시화 지원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
고 있다. 전략서는 SECO의 기관차원 우선순위112) 분야와 페루 정부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상기 종합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페루의 자발적 기여(NDC)를 토대로 활동을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113)
이 중 기후변화와 직결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탄력성을 갖춘
도시화 지원’이나, 앞서 제시된 ‘경제 제도ㆍ정책 추구’와 ‘민간부문 개발’ 또
한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다. SECO는 페루의 도전과제 중 하나
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는 페
루가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자원의존적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114) SECO의 전략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까지 2010년 대비 페루
GDP의 11.4~15.4%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로는 어업과 안데스의 목축업, 농업이 제시되었다. 즉 경제 발전의 과정
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기후 회복탄력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속가능 도시 지원 목표
와 관련된 도시의 물ㆍ위생 관리 지원과 함께 민간부문 개발과 관련하여 녹색
금융 도구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15)

110) SECO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111) SECO(2017). 스위스의 원조 전문기구 중 SDC는 현재 페루를 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112) SECO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제도 및 서비스 구축, 양질의 일자리 확대, 무역과 경쟁
력 강화, 저탄소ㆍ기후회복탄력적인 경제 구축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113) SECO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114) SECO(2017), pp. 6-7.
115) SECO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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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SECO의 2017~2020 페루 협력전략 목표
종합목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지역 균형적인 성장과 국제 기준의 양질의 경제
거버넌스 구축
목표 1: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포용적(inclusive) 경제 기관과 정책
안정적인 경제, 재정 환경 조성 및 민간, 공공 투자를 통하여 성장 촉진

지원
방안

- 공공재정관리(PFM) 강화와 재정 분권화를 목표로 기술지원, 역량개발, 예산 지원을 제공;
중앙, 지역, 시단위의 중기 예산 편성 및 비용을 지원
- 공공재정관리의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에 영향을 주는 수평기획, 자산 관리, 행
정정책, 감사 담당기구 집중 지원
- 국가 및 지역의 조세당국과 주요 재정 및 자본기구에 기술지원 제공

우선
순위

- 투명한 자원 동원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정관리
- 안정적이고 심도 있는 재정 분야
목표 2.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적 경쟁력과 책임감을 갖춘 민간 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정책과 민간협회ㆍ중소기업ㆍ생산자 지원을 동시에 추구

지원
방안

- 행정 형식절차 감소, 국가 품질제도 강화 등, 무역과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주요 이니셔
티브 지원
- 기술지원, 역량개발,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업ㆍ생산자를 지속가능한 GVC 통합
- 기업 거버넌스, 노동 조건, 지속가능성 관리ㆍ보고 관련,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제공

우선
순위

-

활발한 기업가정신과 기술 강화, 유연한 노동시장 추구
효율적 사업 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입 용이성 추구
장기 자본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한 무역체계에 우호적인 조건 마련
목표 3.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규모 도시에 집중

지원
방안

- 지방 자치제와 공공기업 역량강화, 인프라 개발 지원, 정책과 규율체계 개선으로 물 공급
과 위생, 고형 폐기물 처리 등 기초 공공 인프라 서비스의 품질ㆍ효율성ㆍ접근성 개선
- 도시 통합계획과 관리,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자원 효율적인 산업 생산공정, 지속가능한 투자,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기술
지원, 역량개발, 재정지원

우선
순위

-

믿을 수 있는 기초 공공서비스
도시 통합 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자원 효율적인 민간부문

자료: SECO(2017) 토대로 저자 작성.

SECO는 계속되는 인구의 유입으로 페루의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
으며, 불평등 개선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의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116)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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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임시 거주지에 정주하고 있어 공공서비스ㆍ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한다. SECO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물 부족이 심화되
고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구하는 공공정책 마련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지역분권화 정책으로 페루 지자체의 역량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이주인
구가 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는 수입의 한계로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117) 공식경제에 참여가 어려운 이주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지자체는 세금징수 등 자체수입 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ECO는 중규모 도시에 집중하여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에너지 등 분야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기후 회복탄력적인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지자체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활동으로는 △ 지방자치제와 공공기업 역량강화, 인프
라 개발 지원, 정책과 규율체계 개선으로 물 공급과 위생, 고형 폐기물 처리
등 기초 공공 인프라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ㆍ접근성 개선 △ 도시통합 계획과
관리, 전략적ㆍ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자원 효율적인 산
업 생산공정, 지속가능한 투자,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기술지원ㆍ
역량개발ㆍ재정지원 △ 기술지원기금 마련을 통해 도시 관련 범기구간 조정
추구가 제시되었다.118)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상하수도(물과 위생), 폐기물 관
리 관련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도시개발과 토지사용 계획과 관련하여
페루 정부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페루의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효율적
이고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을 지원하여 페루 정부가 제시한 국제사회 기후
변화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116) SECO(2017), p. 16.
117) SECO(2017), p. 16.
118) SECO(201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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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ECO는 현재 2021~24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서 및 중점분야를 작
성 중인데,119) 과거 전략서에 제시되었던 지속가능 도시개발과 도시의 기후
회복탄력성 제고가 핵심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민간분야 협력에 있어
서 기후변화 대응, 즉 온실가스 감축이 통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으로 페루 정
부의 국가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은 향
후 추진 예정인 페루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페루 협력전략 및 중점분야는 SECO 기관차원의 2021~24년 전략과
목표를 따른 것으로, 동 시기 SECO의 중점분야는 △ 경제개발 △ 환경 △ 인
간개발 △ 평화ㆍ거버넌스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중점분야는 SDC와 SECO
를 포괄하는 스위스의 국제협력 우선순위 분야와 같다.120) 중점분야별 전략
목표로는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시장개발, 일자리 창출 △ 기후변화와 기
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추구 △ 불규칙ㆍ비자발
적 이주의 원인 개선, 양질의 기초서비스 제공, 인명 보호 △ 평화와 법치주의
성평등 추구이다.121) [그림 4-12]는 2021~24년 기간 스위스 SECO의 전략
목표를 도식화한 것이다. 특히 2017~20년 성평등과 경제 거버넌스로 설정
되었던 범분야 주제는 2021~24년 성평등과 기후ㆍ자원효율성으로 변경되
어 모든 활동에서 기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19) SECO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120) Confederation of Switzerland(2019).
121) SECO 홈페이지(https://www.seco-cooperation.admin.ch/secocoop/en/home/strategy/
focus/strategische_ausrichtung_2021-2024/Ziele-des-SECO-2021-2024.html, 검색일: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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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스위스 SECO 2021~2024 전략

자료: SECO 홈페이지(https://www.seco-cooperation.admin.ch/secocoop/en/home/strategy/focus/strategis
che_ausrichtung_2021-2024/Ziele-des-SECO-2021-2024.html, 검색일: 2019. 11. 4).

SECO는 중점협력국 중, 기후재해에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험
재정 및 보험제도 구축 활동(Disaster Risk Financing and Insurance
(DRFI) Phase II, 2016-2021)’을 추진 중이다. 세계은행과 협력하는 이 활
동은 페루를 포함하여 콜롬비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로코를 대상으로
하며, 기후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재정 확대, 대상국 정부의 대응역량 제고,
재해보험시장 개발을 목표로 5년간 총 550만 스위스프랑(약 555만 달러)이
제공될 예정이다.122) 세부 목표로는 △ 재해의 경제ㆍ재정적 영향을 계량화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역량 개선 △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수요
122) SECO Project Database(https://www.eda.admin.ch/deza/en/home/activities-projects/
projekte-fokus/Project-database.html, 검색일: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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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역량강화 그리고 △ 민간부문의 기후재해 재원 확대가 제시되었다. [표
4-10]은 각 세부목표의 성과지표를 요약한 것이다. 기대성과로는 국가별 재
해위험의 경제영향 분석, 재해대비 정부전략 수립, 재해 관련 의사결정을 위
한 분석도구 개발, 기술정보, 긴급 신용제도 등 재해위험 재정도구 마련이 제
시되었다.123)

표 4-10. SECO DRFI 성과지표
세부ㆍ중기 목표
재해관리 제도적 역량 개선
재해복구 재정 마련 역량강화
민간 기후재해 재원 확대

성과지표
① 재해위험 재정 분석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의 수
② 재해위험 재정전략 보유 정부 기관의 수
재해복구 재원 규모(재해 발생 이전 준비금 규모)
① 기후재해 재원(보험) 법적ㆍ제도적ㆍ기술적 개선사례 건수
② 민간 기후재해 보험 건수

자료: SECO Project Database(https://www.eda.admin.ch/deza/en/home/activities-projects/projekte-fokus/
Project-database.html, 검색일: 2019. 12. 5) 토대로 저자 작성.

특히 이 사업은 2012~16년 기간 진행된 DRFI 1차 사업의 후속활동이며
1차 사업은 주로 재해위험 모델링 기술과 재해대비 재정전략 개발에 집중되
었다. 대상국 대부분에서 대개 기획 및 기술 측면에서만 성과가 있었던 데에
비교하여 페루와 콜롬비아에서는 재해대비 재정(예비기금, 긴급 신용제도,
시장기반 재정도구 등) 마련 활동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2차 사업에서
는 국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해대비 재정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SECO는 기타 공여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상기 사례 외에도 독일 GIZ와 협력한 PROAGUA 사업 또
한 같은 협력유형으로 파악된다. 리마를 대상으로 수자원 관리 개선을 추구
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PROAGUA 활동에서 스위스
123) SECO Project Database(https://www.eda.admin.ch/deza/en/home/activities-projects/
projekte-fokus/Project-database.html, 검색일: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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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는 지역별 수도공사(water utilities) 체계 수립과 이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였다.124)

4. 소결
이 장에서 검토한 미국, 독일, 스위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페루의 지속가능
발전 달성에 필요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표 4-11]은 이 장에서 검토한 공여국별 기후 주류화 또는 통
합적 고려 현황과 대페루 협력사업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요약한 것이
다.
먼저 미국은 기후변화의 범분야 특징에 주목하여 기후변화가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접근방식을 취한
다. 원조 전문기구인 USAID는 기관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을 마련하여 기후변
화의 범분야 성격을 거듭 강조하고, 기후변화의 통합을 별도의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 상기 전략목표는 기후변화 통합을 위해 담당자들의 역량개발과
우수사례의 공유, 경험의 전수를 또한 강조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뿐
만 아니라 기후위험관리(CRM)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협력전략ㆍ정책 또는
활동 추진 시 이러한 전략ㆍ정책 또는 활동이 기후변화와 주고받는 영향을 사
전에 평가하여 모든 이행단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USAID
는 대페루 협력활동에서도 기후변화를 하나의 독립된 분야보다는 범분야의
성격으로 고려한다.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아마존과 고산 빙하지
역의 자원관리(개발목표 3) 외에 불법 코카작물 대안 제공(개발목표 1)과 아
마존 지역 사회서비스 개선(개발목표 2) 추진에도 페루의 기후영향 및 취약성
124)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독일 GIZ의 사업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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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주류화ㆍ통합고려 현황
구분

미국

기후변화

기후변화ㆍ개발 전략

정책ㆍ전략

2012~2018(2012)

독일

스위스

협상ㆍ재원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별도의 전략 미수립

범분야 주제로 포함

- 필수 요소
- 기후위험
관리체계(CRM)를
기후위험

수립ㆍ활용,

평가도구 또는

국가ㆍ지역별

기타 도구

기후영향ㆍ취약성
보고서(76개국, 3개

- 자발적 요소

- 필수 요소
- 국제기구(GCF) 기준의
세이프가드/체크리스트를
수립ㆍ활용

- 기후ㆍ환경ㆍ재해위험
경감 통합지침
(CEDRIG)을 활용한
위험평가 실시

지역) 선행사례 공유
플랫폼
범분야 반영
중점협력 – 불법 코카 대체작물
분야별
기후변화
페루

반영

지원, 아마존 지역
사회서비스, 아마존과
안데스 빙하지역

SDC: 안데스 산악지역
지원에 집중

범분야 반영

– 환경정책, 지속가능 도시, SECO: 범분야 반영
– 제도 구축ㆍ민간개발ㆍ

제도 구축

도시화 지원

자원보전

협력
활동 기후변화
관련
지원분야
기타

물공급, 산림/생태계 보전

물공급/상하수도, 교통,

산악지대 산림/생태계 보전,

(산악 및 아마존)

산림/생태계 보전

포용적 도시

현지사무소 내
기후변화ㆍ환경 전문관

-

페루 NDC 고려

자료: 본 장의 분석 및 현지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보고서125)를 검토하여 사업을 구축한다.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유치국이자 기후재원 조성을 포함하여 국제 기
후변화 대응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ㆍ리더십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
은126)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 주

125) USAID(2017a); USAID(2012b).
126) BMZ(2019. 10. 3), Press Release, “German government steps up international commitment
to support action on climate change,” http://www.bmz.de/2019 1003-1en(검색일: 2019.
12. 9).

102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류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127) 독일 개발협력 전문기구인 GIZ는 이
러한 독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국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감축 및 적
응)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해당 활동이 기후변화와 주고받는 영향을 파악한
다. 대페루 협력활동에서도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특
히 환경정책(산림)과 도시(상하수도, 교통) 분야의 협력활동에서 페루의 기후
변화 취약성과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4년 주기로 국제협력 전략을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제협
력을 추진하는 스위스의 경우에도 국제 개발 협력 활동에서 환경ㆍ기후변화
를 중요한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스위
스 개발협력 전문기관이 수립한 2021~24년 국제협력 우선순위는 기후변화
와 자원효율성을 범분야 주제로 포함하며, 비자발적인 이주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제시하였다. 대페루 협력활동에서는 페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를 고려하여 페루의 자발적 기여(NDC) 문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며 스위
스의 국제협력 전문 기구인 스위스개발청(SDC)은 2012년부터 기후ㆍ환경ㆍ
재해위험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침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127) 독일은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다자협력 활동에서도 기후 주류화를 주장하며, 세계은행의 기후 주류화
추구에 기여한 바 있다(BMZ 홈페이지, http://www.bmz.de/en/issues/klimaschutz/climatefinance/index.html, 검색일: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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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 대응 상황을 앞 장의 공여국
사례분석과 유사한 구성으로 기술한다. 먼저 국가차원의 개발협력 전략 및
정책에서 기후변화 고려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실행기관의 기후변화 전략을
소개한다. 이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전략과
기후변화 고려 실태를 살펴본다.

1. 주요 정책동향
우리나라는 타 공여기관과는 달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별도의 개발협력 전
략 또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중기 전략 성격의 ‘제2차 국제개발협
력 기본계획(2016~2020년, 이하 기본계획)’이 국제환경의 변화와 2030 개
발의제 채택 및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뿐이다.
연간 계획인 종합시행계획에 비로소 기후변화 자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이 제시되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는 ODA사업 영역 확대 차원에서 기후변
화 대응을 지원을 고려하였다.128)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립된
2018년 종합시행계획에는 기후변화에 관련해 별도의 지원방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129) 이어 2019년 종합시행계획에서는 ODA 평가 및 사후관리 강
화 방안에서 자체평가의 품질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SDGs 분
야별 지표, 양성평등, 기후변화 등 공통지표 활용 검토’에서 기후변화를 언급
하는 수준이다.130)
2019년 7월 공개된 2020년 종합시행계획에서는 △ ODA 추진성과 확산
128) 관계부처합동(2017).
129) 관계부처합동(2018).
130) 관계부처합동(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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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추진기반 공고화 △ ODA 사업관리 방식 개선의 3대 추진전략이 수
립되었는데, ODA 추진성과 확산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ODA를 활용한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가 제시되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 기반 강
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131)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ODA 확대를 위한 현황 및 추세 분석 △
시행기관 인식 제고 △ ODA 사업 성과지표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후 관련
ODA 사업 현황과 추세 분석은 리우마커를 활용하는데, 2018년 EDCF가 발
표한 ‘마커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리우마커를 고려하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기관은 사업의 주요 목표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ODA 사업 평가 시 기후변화 요소
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ODA 사업 시행기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전략 또는 정책을 수립
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2년에 ‘KOICA 환경 주류화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국별 전략 수립에서부터 사업발굴-실행-평가에 이르는 환
경 주류화도구를 제시했다. 기후변화는 KOICA 10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2016~2020년 중기전략은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재정 메커니즘을 통한 기후재원 접근성 제고의 전
략을 목표로 제시하고있다. 이 중기전략상의 기후 관련 사업 성과지표는 [표
5-1]과 같다.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2013년 자체평가 이행
과제로 ‘기후변화 및 환경영향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설정하고 ‘베트남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승인하였다. 최근 수립된 중기운용계획
(2018~2020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사업 확대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부 사업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수송, 상하수도
131) 관계부처합동(2020).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 107

표 5-1. 기후 관련 사업의 성과와 지표
주요 프로그램–감축 및 적응사업–기후사업 주류화
성 과
9.1.1 온실가스 감축
9.1.2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9.1.3 기후사업 주류화

주요 성과지표
 온실가스(CO2) 감축량(tons CO2-eq)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수 및 농업용수 보급률(%)
 주요 작물 생산량 증가율(%)
 전체사업 대비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기술 적용 비율(%)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7), p. 176.

및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DAC 동료검토(Peer Review)는132)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이 기후위험분석을 의무적으로 포
함하지 않으며, 그 결과 식량안보, 인프라, 또는 보건 분야에서 기후적응이 체
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수원국 사례로 선정된 캄보디아에
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한 예로 들었다. 동료검토
는 ODA 사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
라 ODA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ODA를 활용한
녹색성장 지원 사례를 비양허성 차관사업에도 활용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 페루 지원 현황
2013~17년 우리나라는 총 5,308만 달러를 페루에 지원하였다. 24개 중
점협력국 중 페루는 제21위 수원국이다. 주요 실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으로 약 72%에 해당하는 4,202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같은 기간 대
132) OECD DAC(2018), p. 41.

108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외경제협력기금(EDCF) 실적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페루가 중소득국으로
서 양허성 차관사업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표 5-2. 우리나라의 대페루 지원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담당기관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계

한국국제협력단

7.55

7.79

8.52

8.64

9.51

42.02

외교부

—

—

0.10

—

0.39

0.49

기획재정부

0.34

0.20

0.38

0.21

0.38

1.51

기타

2.10

1.26

1.31

1.66

2.73

9.06

총합계

9.99

9.26

10.32

10.50

13.02

53.08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11.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 국가협력전략(CPS)
2013년 발표된 1기 페루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1-2015)은 ① 보건의료 ② 농촌지역 개발 ③ 정보통신 분야를
중점분야로 설정하고133) 환경 및 양성평등을 범분야 요소로 통합하였다.134)
1기 CPS는 범분야(환경) 추진 계획으로 “페루의 빠른 발전과 투자 확대로 광
물자원 등의 지속적 관리 및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 분야 관련 지원 시 우리나라 다자 및 양자간 환경 협력 정책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계획 및 사업의 수
립ㆍ시행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저
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135) 구체적인 추진방식으로는 전략환
133) ①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② 농촌지역 주
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 및 빈곤감소에 기여 ③ ICT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토발
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134) 관계부처합동(2016), p. 1.
135) 관계부처합동(2013), p.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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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와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 Impact)가 제시되었다. 또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환경친화
적이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2016년 공개된 2기 CPS(2016~2020)는 페루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
라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 행정역량 지원을 통한 국민 통합
에 기여’를 목표로 설정하고 4개 중점 분야에 총 지원의 70%를 집중할 계획
임을 밝히고 있다. 2기 CPS에 제시된 대페루 개발협력 기본 추진방향은 [그
림 5-1]과 같다.
2기 페루 CPS는 1기 전략에서 환경 지속가능성과 환경영향 고려를 제시한
데에서 나아가 환경보호를 별도의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범분야 이슈로서 기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ㆍ기후의 범분야적 성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2기 CPS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
와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ODA 추진 시 고려사항으로도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서 강조’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대페루 중점 협력분야는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② 공공행정 ③
환경보호 ④ 교통이다.136) 먼저 보건분야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지원을 제
공해온 분야로 특히 의료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감
염질환 또는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페루의 영아사
망률과 5세 미만 아동사망률 등은 2015년에 2006년 대비 1/3 수준으로 크
게 개선되었으나 지역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염성 질환인 결핵
발병률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137) 페루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인
해 지역 차원의 보건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재정에 크게
좌우되는 실정이므로138)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초 의
136) 관계부처합동(2016), p. 13.
137) 관계부처합동(2016),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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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페루 CPS의 기본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p. 12.

138) 페루 파차쿠텍 보건의료센터 담당자 면담(2019. 10. 15, 페루 베야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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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 체계 및 제공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는 1차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국제사회 공동대응체계(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등)와 협력하여 페루의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를 보건분야 지원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전자정부 구축과 같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발휘
하여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제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는 또한 페루 국무
총리실의 공공관리 현대화 정책 이행계획, 국가행정 간소화 계획, 페루 디지
털 어젠다 2.0 등 페루 정부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
라는 페루 의료체계 디지털화(의료행정ㆍ진료기록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
스 구축) 사업을 개발ㆍ검토 중이며,139) 이는 앞서 언급된 보건과 공공행정,
그리고 범분야 도구로서 ICT를 활용한 우리나라 비교우위와 수원국 수요에
부합한 적절한 사례라고 평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 심화와 온실가스 감축원인 산림보존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로 설정된 환경보호 분야는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
변화 영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페루 국가재해관리시스템(SINAGERD)
역량강화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조직ㆍ인
적 역량을 강화하여 재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활동과, 페루 북부의 로레토
주(州)와 아마소니아주(州)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 제공활동 등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교통 분야에서는 ICT를 활용한 교통신호 체계 및 제도
개선으로 교통체증과 안전을 개선하고 역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조성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산맥과 밀림, 사막지대를 가지고 있는 페루는 물류 및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해안지역 도시에서는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중교
139) 페루 베야비스타 보건센터 담당자 면담(2019. 10. 16, 페루 벤타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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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확보 및 교통체증 해소가 큰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통 분야는 도
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에 페루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수도권의 대중교통 현대화를 추진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우리나라의 장점인 ICT를 활용 가능한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
로 페루의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 평가된다.

표 5-3. 페루 국가협력전략 결과틀
수원국 개발목표(페루 국가개발전략 2021)
인적자원 개발, 지역 간 균형발전, 생산성 증가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21년까지 국가의 빈곤 및
절대 빈곤율을 10% 이하로 감소
CPS 목표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 행정역량 지원을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ㅇ 질병 예방 및

분야별 제약요인
ㅇ 보건 분야

보건

관리 역량강화

위생

통한 건강증진 및 ㅇ 보건 분야 예산

지방분권화

건강 불평등 해소

부족

분야별 성과
ㅇ 국가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인프라 강화
ㅇ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구축
ㅇ 전자정부 협력센터 설립

ㅇ ICT를 활용한
공공

공공행정 역량강화

행정

및 산업 경쟁력

ㅇ 열악한 ICT 인프라,
인적 역량 부족
ㅇ 과학기술혁신

강화

환경
보호

ㅇ 기후변화 완화,

ㅇ 적합한 제도 및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ㅇ 도시경쟁력 향상을

교통

정부투자 부족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정책역량
강화

이행력 부족
ㅇ 지방정부의 참여 부족
ㅇ 교통체계 연계성
부족
ㅇ 교통안전 문화 미흡

평가지표

(행자부)

CPS 적합성
해당분야 사업이
CPS 목표

ㅇ 중소기업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달성에 적절히
ㅇ 국가문화유산통합시스템구축 발굴 되었는지
ㅇ 광해관리업무시스템 구축

여부

ㅇ 아레키파 ICT 혁신․창업

사업 정상 추진

인력ㆍ조직 역량강화

여부

ㅇ 해양기후 연구인력 역량 강화
ㅇ 아마존지역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시범구축

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ㅇ 페루 주요도시 교통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ㅇ 페루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로 정부예산 유지/증가
주요가정 사항

ㅇ 2018년 지방정부 선거 후 지방정부와 협조체계 유지
ㅇ 자연재해에 대한 사업 취약성 감축 및 적응력 개선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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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가협력전략에 포함된 결과틀은 우리나라가 페루와의 협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지원목표와 함께 중점분야별로 목표ㆍ제약요인ㆍ
성과ㆍ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협력방안으로는 다자개발은행ㆍ국제기
구 등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현지 NGO 및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현지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나. 기후변화 지원 현황
최근 5년(2013~17) 기준, 대페루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관련 활동(보
건 일반 및 기초보건)에 약 37%에 해당하는 1,967만 달러가 제공되었으며,
그 밖에도 통신(7%, 385만 달러), 기타 사회 인프라ㆍ서비스(7%, 365만 달
러), 교육 관련 활동(기초ㆍ중등ㆍ고등 및 수준 미지정 누계, 17%, 909만 달
러)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리우마커(감축 및 적응 마커)가 표기된 프로젝트성 또는 개발컨설팅
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 사업내역은 [표 5-4]와 같다.
그 밖에도 ‘중남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복합경영 초청연수(2016~18)’,
‘품종 보호제도 및 DUS 심사기술 역량강화(2016~18)’ 연수사업 등 기타 기
술협력 10여 건이 기후변화 감축 또는 적응과 유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는 환경보호가 중점분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원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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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우리나라의 대페루 주요 지원분야(2013~17년 누계)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11.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4. 페루 리우마커 표기 사업 목록

유형

이행기구

리우마커

사업명
페루 아마존지역 태양광에너지 기반 바이오 비즈니스 생산성

프로
젝트

개발
컨설팅

제고모델 수립사업('17~'19/180만 달러)

감축

적응

2

0

1

2

0

1

KOICA
페루 해양기후 관측역량강화 사업('16~'19/700만 달러)*

KOICA

페루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광해관리 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15~'17/260만 달러)

주: 현지조사 결과 KOICA ‘페루 해양기후 관측역량강화 사업(’16~’19)’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11. 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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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루 아마존지역 태양광에너지 기반 바이오 비즈니스 생산성 제고
모델 수립사업
이 사업은 페루 북부 에콰도르와 접경하는 아마존 지역 다템 델 마라뇽
(Datem del Marañon Province)에서 산림기반 상품 생산 공장의 전력원으
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페루 환경기금(Profonanpe)과 협력하여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바이오 비
즈니스 소득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140)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바이오
기반 소득모델 구축 지원 사업은 다템 델 마라뇽 파스타자 강(Rio Pastaza)
유역의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작물을 채집 또는 가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산림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예컨
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작물인 아구아헤(Aguaje) 열매141)의 채집ㆍ가
공ㆍ판매로 이어지는 소득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열매의 채집 과정
에서 벌목 대신 채취방식을 택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는 방식을 전수하고 가
공시설에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도록 물리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다.142)
Profonanpe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재원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며, 우리나라는 해당 사업의 일부인 생산시설
에 태양광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
되었다. 사업의 총 소요재원은 911만 달러이며 이 중 GCF가 72%에 해당하
는 654만 달러를, 이행기구인 Profonanpe가 107만 달러(12%)를 제공하도
록 계획되었다.143)

140) Building the Resilience of Wetlands in the Province of Datem del Marañón.
141) 모리체 또는 부리치 등으로도 불리는 야자과 열매의 일종으로 비타민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다.
142) 페루 환경기금(Profonanpe) 담당자 면담(2019. 10. 18, 페루 리마).
143) Green Climate Fund(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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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페루 아마존지역 태양광에너지 기반 바이오 비즈니스 생산성 제고모델 수립 사업
구분
사업목적

내용
아마존 지역 바이오 비즈니스 생산공장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주민 대체소득모델 구축

사업기간/예산 2017~19/180만 달러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수원기관

페루 로레토주 마라뇽지역
3개 시범 바이오 비지니스별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운영 역량강화, 성과관리, 모니터링, 교훈점 도출 및 홍보
페루 국제협력청(APCI)

자료: KOICA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5, 페루 리마) 입수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우리나라 KOICA의 지원활동은 태양광 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와 태양광
시스템 설치, 역량강화와 성과ㆍ교훈점 도출 및 확산, 그리고 사업관리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대상지역 원주민 협동조합 생산시설의 탄소배출량
을 80%까지 감소하고 화석연료 구매비용 50% 절감, 그리고 해당지역 친환
경 에너지 설비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산출물로 제시하였다.144) 사업의 가장
많은 요소는 태양광 시스템 설비 구축비용(129만 달러)이며 이를 통해 6개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사업의 수원기관인 페루 국제협력
청(APCI: Agencia Peruan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과 발전시설 및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후 운
영체계 구축을 담당하도록 분담되었다.
KOICA가 구상한 태양광 설비를 이용한 원주민 협동조합 생산시설 제공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돕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180만
달러가 지출될 예정인 이 사업은 수행기구 사정으로 인해 2019년 현재 아직
까지 발전시설 착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수원기관에 따르면 원주민 협동조

144) KOICA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5, 페루 리마) 입수자료.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 117

합의 역량강화ㆍ제도 구축 등 사업의 제반환경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 또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145) 2019년 종료 예정인
우리나라 지원계획상, KOICA 현지사무소는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우리
나라가 제공하는 사업구성요소를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제공함으로써146)
2021년까지 운영되는 Profonanpe의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원주민 소득
창출 사업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보건의료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페루는 보건분야에 중남미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제공하며 전
체 인구의 약 30%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147) 보건분야의 발전이 상대
그림 5-3.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

자료: World Bank(2018), p. 3.
145) 페루 국제협력청(APCI) 관계자 면담(2019. 10. 17, 페루 리마).
146) KOICA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5, 페루 리마).
147) 관계부처합동(201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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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보건은 기후의 변
화와 직ㆍ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분야로 폭염과 태풍, 홍수, 가뭄 등은 물리
적인 건강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148) 폭염, 홍
수, 가뭄 등 기후변화 영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페루의 보건관련 지원활동
또한 지역의 기후 특징을 반영하는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 5-6. 페루 파차쿠텍 보건의료 역량강화 사업
구분

내용
1. 페루 리마 및 까야오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목적

리마 북부 및 까야오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

사업기간/예산 2013~18/785만 달러
사업대상지

페루 리마

사업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소 신축, 현지인력 교육, 기자재

수원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2. 페루 찬차마요 보건의료 역량강화 사업

사업목적

페루 중부 selva 지역의 빈민층 대상 모자보건 강화 및 질병 감소를 위한 의료모델
구축

사업기간/예산 2013~18/279만 달러
사업대상지

페루 찬차마요

사업내용

보건소 신축, 기자재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현지인력 교육

수원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 페루 파차쿠텍 보건의료 역량강화 사업

사업목적

페루 Callao 지역 빈민층 대상 모자보건 및 질병 감소 그리고 지역 보건소 간의
진료회송체계 구축을 위한 병원지원 사업

사업기간/예산 2013~18/347만 달러
사업대상지

페루 벤타니야

사업내용

보건소 신축, 기자재 지원

수원기관

페루 국제협력청(APCI)

자료: KOICA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5, 페루 리마) 입수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148)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
ank.org/country/peru/climate-sector-health, 검색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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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페루의 보건분야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온 분야로,
저소득층을 위한 1차 의료시설 구축 및 역량강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
리나라의 페루 보건분야 지원활동은 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며, 리마 및 까야오 건강증진 프로그램(2013~18, 785만 달러), 찬차마요 보
건의료 역량강화 사업(2013~18, 279만 달러), 파차쿠텍 보건의료 역량강화
사업(2013~18, 347만 달러) 등이 추진된 바 있다. [표 5-6]은 상기 세 개 사
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상기 사업은 부족한 보건분야 정부예산을 보완하여149) 지역주민에게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점, 그리고 특히 빈곤
층 밀집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모자보건 등 기초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크다. 실제로도 KOICA의 지원 후 제공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용자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150) 예컨대 페루
외곽 언덕 지대인 벤타니야에 위치한 파차쿠텍 보건의료센터는 우리나라의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센터가 증축되어 응급환자의 처치와 주변 2차 의료시
설로의 수송이 가능해졌으며, 월간 분만 수와 이용자 수 또한 약 두 배가량 증
가하였다.151)
한편 대부분의 사업은 2013년도 개시된 사례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파차쿠텍
보건의료센터의 경우, 건조한 언덕지대에 위치하여 최근 안개가 심해진 경향
이 관찰되며 인근에 석유ㆍ가스 가공 공장이 위치하여 대기의 품질이 상당히
열악하다.152) 파차쿠텍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커진 일교차와 극단적으로 변
149) 페루는 지방분권화가 활성화되어 지역정부가 보건, 상하수도 등 기초 사회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빈곤층 거주 지역일수록 해당 기초서비스의 제공 여건이 열악하다(SECO 페루사무소 면담,
2019. 10. 16, 페루 리마).
150) 페루 파차쿠텍 보건의료센터 담당자 면담(2019. 10. 15, 페루 벤타니야).
151) 페루 파차쿠텍 보건의료센터 방문조사(2019. 10. 15, 페루 벤타니야).
152) 현지조사 시 보건의료센터 약 15km 반경에 Repsol 정유공장 및 Solgas 저장시설이 위치한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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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더위 및 추위로 폐렴 등 기관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153)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온의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증가는 대기의 품질로 비롯된 건강 위험에 영향을 미치므로154)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함이 보다 바람직
하겠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리마 및 까야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추진된 한-페루
베야비스타 보건센터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었다. 베야비스타 보건센터 담당자에 따르면 페루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이
시범사업은 대상지역 거주자 상당수가 고혈압 질환자임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다.155) 동시에 고혈압은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기온의 급격한 저하와 변동은 질환자들에게 위협이 되므로, 베야비스타와 같
이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자가 다수 거주하는 대상지역의 경우에도 기후
변화 영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사업요소를 포함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페루의 아마존 지역인 이른바 셀바(selva) 지역에 위치한 찬차
마요 보건센터는 모자보건 외에도 말라리아, 설사성 질병, 호흡기 감염 등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찬차마요 보건센터가 위치한 후닌
(Junin) 지역은 홍수와 이로 인한 산사태가 빈번한 지역으로 2019년 1월과 3
월, 10월에도 보건센터에서 약 40km 반경의 피차나키(Phichanaqui)와 페
레네(Perené) 마을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
다.156) 더불어 보건센터가 위치한 페루의 셀바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증가하
153) 페루 파차쿠텍 보건의료센터 담당자 면담(2019. 10. 15, 페루 벤타니야).
154) World Bank(2018).
155) 페루 베야비스타 보건센터 담당자 면담(2019. 10. 16, 페루 베야비스타).
156) Floodlist News(2019. 1. 14), Peru – Dozens of Homes Destroyed After Floods in Junín
Region, http://floodlist.com/america/peru-junin-january-2019#:~:targetText=The%2
0flooding%20occurred%20in%20the,injured%20and%2030%20homes%20destroyed.&ta
rgetText=Further%20flooding%20in%20the%20country%20could%20be%20expected
(검색일: 2019. 11. 11); Peru – Thousands Hit by Floods in San Martín and Junín Regions
(2019. 4. 2), http://floodlist.com/america/peru-san-martin-junin-march-apri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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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이기도 하다.157) 유사 지역의 향후 보건사업 추진 시에는 기후변화의
영향, 즉 증가하는 강수량과 이로 인한 수인성 질병 위험 등의 가능성을 고려
하여 사업요소로 포함한다면 대상지역에서 의료보건 서비스 수요의 변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3) 광해관리 업무 정보화 사업
페루는 광물자원부국으로 구리, 금, 아연, 철, 주석 등의 금속광물 수출이
총 수출의 약 58%를 차지한다(2019년 8월 기준).158) 그 밖에도 석유, 천연
가스, 보석류를 수출하며 광업부문의 GDP 비중이 약 12%에 달한다.159) 이
처럼 광업은 페루의 경제수입에 기여하는 동시에 토지소유권, 환경오염, 불
법 채굴 등으로 분쟁 및 갈등이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일례로 2019년
10월, 라스 밤바스(Las Bambas) 구리광산 인근지역 주민들이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광산 수익의 재분배 문제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광산 주변 도
로를 봉쇄하였다.160) 이로 인해 라스 밤바스 광산의 구리 생산과 교통에 장애
가 발생하였으며, 페루 정부는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시위단을
해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업은 에너지 집약적인 다배출 산업으로 기후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수자원, 가뭄ㆍ홍수ㆍ고온과 같은 기후로 인한 영
향을 받는 분야이기도 하다.161)
KOICA가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이행한 광해관리 업무 정
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광해, 즉 광업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관리하
(검색일: 2019. 11. 11); Peru – Deadly Landslide in Junín Region(2019. 10. 28), http://floodl
ist.com/america/peru-landslide-chanchamayo-junin-region-october-2019(검색일: 2019.
11. 11).
157) 연간 강수량 증가 현황은 2장 1절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참고한다.
158) Peru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2019), p. 3.
159)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 Peru-Economic Indicators(https://tradingeconomics.com
/peru/gdp-from-mining, 검색일: 2019. 11. 11) 토대로 저자 계산.
160)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9), p. 25.
161) IISD(https://www.iisd.org/library/climate-change-mining\, 검색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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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개발컨설팅 활동으로, 페루 광업부가 광해관리 업
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
수를 통해 수원국 역량강화를 추진한 사례이다.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26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된 이 사업은, 광해관리
규정, 절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페루 광해관리 기준과 폐광 복
원 매뉴얼, 환경기준ㆍ관리 매뉴얼, 시범광산 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마련 등, 광해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침 마련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162)

표 5-7. 광해관리 업무 정보화 사업
구분

내용

사업목적

페루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광해관리 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예산

2015~18/260만 달러

사업대상지

페루 리마

사업내용

ISP 및 시스템 구축, 기자재,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수원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자료: KOICA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5, 페루 리마) 입수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해당 사업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후속 사업으로 ‘지속가
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기존 활동보다 길어진
총 5년의 기간 동안 총 70억 4,000만 원이 투입되어 페루의 지속가능한 광해
관리 컨설팅 활동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163)

162) KOICA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5, 페루 리마) 입수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163)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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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서 살펴본 페루 국가협력전략(CPS)은 24개 CPS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저감 및 대응역량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지원목표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명확하게 드러
나 있지 않았고, 기후변화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른 중점협력국에 비
해 규모와 건수가 두드러진 것은 아니며, 중점 지원방향에 주요 사업으로 제
시된 사업들 중 일부는 추진 성과가 모호했다. 이는 CPS상의 지원목표가 실
질적인 성과 목표와 지표를 고려하여 설정되었기보다는 선언적인 성격에 머
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기 CPS 적용이 시작된 2016년부터 국제사회가 SDGs와 파리협정 이행
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제고되고 있다. CPS와 기본계획 등 기존 전략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ODA 실행기관인 KOICA와 EDCF는 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ODA 사업에서의 기후
변화 주류화를 평가하고 그 결과 기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였으며, 가장 최
신 종합시행계획(2020년)에서는 비로소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가 아닌 개발
협력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지금은 신규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기가 도래한 시
점으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추진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녹색
기후기금(GCF) 추가 출연과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다. 국제 무대에서 천명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개별 협
력국에서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점협력국 재지정 논의 시 국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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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해서는 협력전략에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지원
목표로 삼고 중점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성과 목표와 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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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1. 요약
본 연구는 주요 공여기관의 기후변화 주류화 또는 통합적 접근 정책ㆍ전략
의 내용과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여국 사례 연
구는 정책문서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문서에 제시된 정책방향이 실제 현장에
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페루를 사례국
으로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취약국가인 페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
회를 주최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24개 중점
협력국 중의 하나이다. 장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에 관한 논의 경과를 정리
했다. OECD DAC의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논의 배경과 주요 내
용을 검토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을 소개했다. DAC 산하
ENVIRONET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침 및 통합 방법론을 제시
하고 있으며 동료학습을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은 기관 차원의 전략과 세이
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기
후변화 주류화 합의 원칙과 현재 실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이들
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략과 실행도구, 기본 원
칙 등을 적극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협력 대상국, 즉 수원국 자체의 기
후위험 인지와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3장에서는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페루 정부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
다. 해안지대와 고산지대, 열대우림지대로 이루어진 페루는 지대별로 나타나
는 다양한 기후변화 영향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빈곤 취약계층의 생활 및 경
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식량안보까지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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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이며, 페루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가뭄, 생물다양성 변화, 온
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을 추진 중이다. 페루 발전전략 및 정책의 기조가 되는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 및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가환경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수립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경제발전 내 연계 및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자발적 기여
(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발전계획과 기후변화 관리 통
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과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환경과 기후변화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이행 현황을 검토했다. 페
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
후위험 평가도구를 살펴봤다. 공여국들은 기후변화에 특화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미국), 국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
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다(스위스). 공개된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
후변화 국제 협상에서나 개발협력에서 일관되게 행동함으로써 기후변화 대
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사례도 있다. 이 국가들은 기후위험을
사업 초기 즉 발굴 및 계획 단계부터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위험 관리도구를 작
동시키는 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한편 이 장에서
는 선진 공여국들의 페루 지원전략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업들을 예시적으
로 살펴봄으로써 앞서 다룬 전략과 정책도구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과 이행 상황,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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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표에 포함된 유일한 중점협력국인 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했다.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은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목표들이 채택
되는 시점에 작성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우리나라는 실행기관 차원의 전략 마련, 개발협력 최고 심의ㆍ의결 기구인 국
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 최신 종합시행계획이 다루
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추진과제 수립 등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 지원 상황을 검토한
결과, 기후변화 대응은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행 성과가 가시
적이지 않았다. 또한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실적이 저조하
며, 기후변화 영향에 노출되어 있지만 기후위험을 고려하기 위한 체계가 미
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1.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접근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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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
방안을 [그림 6-1]과 같이 도출하였다. 가장 상위 전략인 기본계획과 기후변
화 취약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에서 기후변화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성과 목표와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ㆍ평가를 강조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7년 ODA 사업에서 기후변화 주류화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 ‘기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실
시하는 모든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 기후위험을 고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
를 마련한 것이다. 2019년은 체크리스트 도입 첫해로 아직 적용 실태와 실효
성을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기후 체크리스트 도입을 현재 우리나라 역량과
제반 여건에서 가능한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첫 단추로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의 예측할 수
없는 속도와 정도, 오랜 경험을 축적한 공여국들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을 인식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개발협력 논의에서 보편화된 개념인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행동이다. 이하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DAC의 ‘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을 주제로 실시한 동료학습 주요 내용과 4장
의 공여국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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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 의지
가시적이지 않은 위험요소를 국가 또는 기관 차원의 전략과 정책방향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필수다. 물론 이
는 의사결정권자의 기후변화와 그 위험성에 관한 인식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사결정권자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조직 내 실무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며, 따라서 실무자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이 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정과제가 크게 변화하고 순환보직이 일반
적인 체제하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이전 정부(오바마 대통령)에서 상당히 높은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
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 바 있다.164) 이에 따라 2012년 기후
변화와 국제 개발협력 전략165)과 2014년 기후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개발협
력 프레임워크166) 등을 작성하였으며 이 문서는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
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방향성과 세부 목표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개
발협력에 기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한 이행방안으로 기후주류화 또는 통합적
고려를 위한 도구 개발 외에도 연구과제 개발, 평가 및 교훈 도출 등, 개발협
력 주관기구(USAID) 자체의 역량 및 기술개발, 그리고 지식 공유 학습 등에
도 관심을 기울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주류화 또는
통합적 고려를 추진하기 위한 도구(CRM)와 데이터베이스(climatelinks.
org)는 상기 기후변화와 개발 전략의 이행을 위해 구축된 것으로, 2017년 이
후 추가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페루의 사례를 통해 평가할 때 상당
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통
164) Executive Order 13677: Climate-Resilient International Development(2014); The White
House(2013); Executive Order 13653: Prepa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2013).
165) USAID(2012a).
166) USAID(2014).

132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합적 고려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
회복탄력성 제고를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3677) 또한 아직
까지 유지되고 있다.167)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유지, 기후재원 공여 등,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온 공여국이다. 특히
2015년 메르켈 총리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제시하기
도 하였다. 이처럼 강력한 정부의 대응 의지는 독일의 개발협력 활동에서도 드
러나는데, 페루의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
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별도의 기후
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당위적으로 기후변화의 주류화 및 통합적 고
려를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범분야적 특성 인식하에 모
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성평등과 함께 환경ㆍ기후변화를 범분야 도전과제로 다
루고 있다. 이는 스위스 범부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
근 공개된 스위스 국제협력 전략 2021~2024168)는 국제 경제와 사회, 이주 등
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인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DAC은 동료학습을 통해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에 관한 재정 목표 설정
이 유효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녹색 ODA’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다. 녹색 ODA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추진함에 따
라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국제사회
에 공표했다는 점은 정치적 리더십 관점에서 현재보다 우수했다고 판단한다.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전 세계 차원의 기후변화 지원 확대방향성이 분명하
다. 정량적 목표 설정이 부담된다면, 리우마커 표기 사업 또는 지속가능발전
16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9).
168) Confederation of Switzerland(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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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SDGs) 중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 13번 지원사업을 추적하는 것을 제도
화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종합시행계획에서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ODA 확대를 위한 현황 및 추세 분
석’을 주요 추진과제로 다룬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적용될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도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나. 정책도구 개발
기술적으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정책도구가 마련되어
야 한다. DAC은 캐나다에 대한 동료학습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
조했는데, 프로젝트ㆍ프로그램에 미치는 기후변화와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ㆍ프로그램 자체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후변화 통합 정책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집중
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 진행과 평가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여국에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는 정책도구는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 진행과 평가 단계에서 활용되는 정책도구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 USAID는 모든 개발협력 활동과 국가별 전략 수립 시 기후위험을 고
려하도록 하는 기후위험 관리체계(CRM: Climate Risk Management)를
운영 중이다. USAID는 전략과 사업계획에 기후위험관리를 포함하기 위한 지
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역별 기후 취약성 보고서와 기후위험 평
가보고서를 마련하여 기후위험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 취약성
보고서와 기후위험 평가보고서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후위험관리 선행사례와 기타 교육자료 등을 함께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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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USAID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역량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독일 GIZ은 모든 개발협력 활동의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 감축 및 적
응 세이프가드/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기후위험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실제로 페루에서 독일 GIZ는 이러한 세이프가드/체크리스
트 적용을 통해 리마시의 물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
한 대응활동(폐수 재활용 등)을 사업요소로 추가한 사례가 있었다. 더불어 독
일의 세이프가드/체크리스트는 국제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재
정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이 특징적이
다.169)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국제 개발협력 주관기구인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은 기후변화와 환경, 재해위험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CEDRIG)를 개
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도구의 활용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2019년 동료평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약 500여 개의 사업 및 활동
이 상기 도구를 통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170) 한편 페루를 포함하는 중소
득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스위스경제협력사무국(SECO)의 경우, 기후변
화 또는 재해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수
원국의 자발적 기여(NDC)를 사업 개발 및 추진의 기반으로 삼아 수원국 기후
변화 대응정책과 일관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페루의 사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171)
기후변화를 개도국과 협력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성과지표는 사업 단위뿐만 아니라 국별
협력전략, 그리고 기관 운영 차원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다
자개발은행들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성과지표 채택에 선도적이다. 성과지표는
169) GIZ 페루사무소 담당자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170) OECD DAC(2019b), p. 39.
171) SECO 페루사무소 면담(2019. 10. 16.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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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 또는 협력대상국 전략이 설정한 성과목표에 따라 목표 이행 현황을
추적가능한 지표들로 선택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미국과 스위스 등의 공여
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성과틀을 마련
하여 개발협력 활동 전반(미국) 또는 특정 기후변화 프로그램(스위스)의 모니
터링과 평가 시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5년 SDGs 채택 이후 유엔 차원의
세부 목표별 이행지표 개발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과 목표 및 지표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
다. 산출물(output)과 성과(outcome)가 여전히 혼용되나, 국내에도 개발협
력 평가전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가역량도 제고됨에 따라 사업 단위에서
개선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별전략인 CPS 결과틀상의 성과지표의 구체성 결
여와 모호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개선이 요원하다. 이는 CPS의
실효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3기(2021~) CPS 수립 작업 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2020년 종합시행계획에서는 ODA 추진성과 확산의 측면에서 ODA 사
업 평가 시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업 단위의 성과지표 개선을 시작으로 국별 전략단위의 성
과지표 개선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페루를 포함하여 중점협력국 중 기후
변화 취약 국가는 특히 협력전략 내에서의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와 함께 성
과 목표와 지표에 기후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다. 수원국 인식 제고
공여국이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수원국이 자국의 지
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DAC 동료학습이 특정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 경험과 교훈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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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래의 취지이지만, 주요 교훈 중의 하나는 그 모든 것이 수원국의 의지,
우선순위,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즉 공여기관의 기후변화 통합 노력은
협력 대상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도국 정부는
기후변화나 환경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문제들 중에
서도 시급한 과제를 식별해야 하는데, 이때 특히 공여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
이다. 해당 국가가 노출된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주관 부처 즉, 환경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을 이미 인식하고 있더라도 환경부의 우선순위가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의 사례국인 페루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수총기관과
의 협의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최상위 우선순위로 제시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페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하에 있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빈번
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페루의 경우에도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발전전략계획(Plan
Bicentenario)에서 자국의 기후 취약성과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기후변화 정책목표와 방향,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9년
부터 국가환경정책을 마련하여 국가환경관리체계 내 기관들에 환경관리 이
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환경부 산하에 기후변화국가위원회(CNCC)
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 결
과 국가환경정책 또는 국가환경관리체계는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
며172) 페루 수원총괄기관 또한 기후변화를 중요한 도전과제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재정ㆍ제도적 역량의 미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173)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특히 도시와 농촌ㆍ산악지대의 빈곤ㆍ
172) 페루 국제협력청(APCI) 관계자 면담(2019. 10. 17, 페루 리마)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인식 수준이 상
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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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
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제한된 재원으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빈곤ㆍ취약계층이 장기적으로 입는
피해는 쉽게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응 시급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인다. 이처럼 빈곤ㆍ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정부
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 대응은 ‘어느 누구도 소외
되지 않음(leave no one behind)’의 원칙에서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파리협정 채택 이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의 전략들
을 수립 중이다.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이나 최빈국 대
상의 국가적응프로그램행동(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수립은 기존 체제하에서 실행되는 사업들뿐 아니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자발적 기여(NDC)하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따
라서 개도국 자체적으로 마련한 파리협정 이행계획은 협력의 좋은 시발점이
다. 기후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협력대상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이 기후변화
에 취약한 대상이라면 기후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성
과 목표 및 지표 설정을 위해 수원국이 파리협정 이행 차원에서 수립한 정책
문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173) 페루 국제협력청(APCI) 관계자 면담(2019. 10. 17,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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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페루 주요 공여국 및 리우마커 표기 현황
부표 1. 공여국별 대페루 지원 규모 및 리우마커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

공여국

리우마커 표기1)

전체 지원
누계

연평균

누계

연평균

비중2)
13%

호주

6.38

1.28

0.80

0.16

오스트리아

3.83

0.77

-

-

-

벨기에

86.05

17.21

38.74

7.75

45%

캐나다

126.90

25.38

9.27

1.85

7%

체코

1.01

0.20

0.04

0.02

4%

덴마크

3.41

0.68

-

-

-

핀란드

8.82

1.76

1.38

0.35

16%

프랑스

132.61

26.52

69.60

13.92

52%

독일

531.52

106.30

308.08

61.62

58%

그리스

0.04

0.01

-

-

-

헝가리

0.09

0.03

-

-

1%

아일랜드

2.69

0.54

0.02

0.02

이탈리아

17.97

3.59

1.05

0.21

6%

일본

271.76

54.35

128.83

25.77

47%

한국

53.08

10.62

1.68

0.34

3%

룩셈부르크

6.79

1.36

1.91

0.38

28%

네덜란드

0.17

0.06

-

-

-

뉴질랜드

2.41

0.48

-

-

-

노르웨이

36.70

7.34

25.22

5.04

69%

폴란드

0.17

0.03

0.01

0.01

5%

포르투갈

0.18

0.04

-

-

-

슬로바키아

0.20

0.04

-

-

-

스페인

132.51

26.50

50.87

10.17

38%

스웨덴

10.37

2.07

1.11

0.22

11%

스위스

125.75

25.15

51.83

10.37

41%

영국

15.66

3.13

0.63

0.16

4%

미국

613.67

122.73

90.34

18.07

15%

총합계

2190.75

438.19

781.40

156.42

36%

주: 1) 감축마커 1 또는 2, 적응마커 1 또는 2로 표기된 사업을 종합한 규모 기준이며 감축과 적응 동시표기 사업은 1건으로
간주하였음.
2) 리우마커 표기 비중은 2013~17 누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OECD Stat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9. 3)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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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tegrating Climate Change into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Jione Jung, Jihei Song, Jino Kim, and Chaewon Hyun

In conjunction to the UN General Assembly held in September 2019,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z convened the first UN
Climate Action Summit. Recognizing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 far failed to adequately combat the causes and consequence of
climate change, the Summit was intended to bolster international
action on climate change. National leaders, local communities, private
enterpri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takeholders attended the
Summit, reaching a unanimous agreement to amplify action to
respond to and mitigat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mong some
notable pledges were Korea announcing its plan to increase climate
finance by two-folds, to USD 200 million, and to host the P4G Summit
in 2020, thus demonstrating its willingness to take part in global
action.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ives to promote climate ac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how we can mainstream or
integrate climate change into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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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activities. Along with gender equality, Korea embraces
climate change as a cross-sectoral challenge and reflects this in it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However, the OECD DAC 2018
Peer Review suggested that Korea should addres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its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more
extensively. In an effort to make such improvemen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temporary discussions regarding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study analyzes a selection of notable
policies, guidelines and tools implemented by major donors, based on
the framework provided in the recent peer-learning exercise of the
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by the OECD DAC. In order to
reflect on the actual implications of such policies, guidelines, and
tools, we selected Peru – a climate vulnerable country – as the subject
of our case study. We examined how such policies, guidelines, and
tools were applied in the field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and extensive field work.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donors
including Korea, we seek to present applicable measures and
longer-term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to better integrate climate
change with development cooperation. The detail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2 summarizes the discussion between the OECD and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on

integrated

response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change. First, we reviewed
discussions at the OECD DAC, as embodied in its policy guidance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published in 2009, and introduced in its new guidelines
announced at the end of 2019 under the title of “The only 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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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 Next,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sing the OECD’s statistics system, and
reviewed the major elements required to comprehensively reflect
climate change in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based on
lessons gained by the peer-learning study of DAC members announced
in 2019 by the ENVIRONET working party to harmoniz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ncerns. We also examined climate change
strategies and tools (safeguards, monitoring and evaluation measures)
used at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uch as the World Bank, ADB,
and IDB, and reviewed private sector-led climate change mainstreaming
initiatives and key principles and tools. The purpose of this
examination was to identify the progress and direction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Chapter 3, we reviewed the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in
our case study country, Peru, and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in the
area by the Peruvian government. Peru, with its diverse topography,
i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mpacts. In the northern coastal
regions, heavy rains and floods and landslides caused by El Niño and
La Niña are frequent. In the southern coastal regions, water shortages
and agricultural damage due to changes in precipitation and loss of
alpine glaciers are increasing. In alpine areas, landslides, chronic
water shortages and abnormally low temperatures are caused by
melting alpine ice. Tropical rainforests, meanwhile, are being
appropriated for economic activities, reducing their capacity as
greenhouse gas sinks and accelerating climate change. In Peru, these
climate change impacts hinder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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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particularly harmful effect on the poor and other vulnerable
groups, who are dependent on natural resources as they lack the
resilient infrastructure for climate phenomena such as housing,
bridges, roads and water and sewers. The Peruvian government has a
national policy aimed at minimizing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abnormal climates. Peru'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c Plan
clearly places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t the center of its
main strategies and use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mid- and
long-term environmental action plans, environmental action
agendas, and other policy instruments for public environmental
management. On the international side, the government submitted an
INDC document and a National Report (NC) to the UNFCCC in 2016,
detailing its plans to integrate climate change management in national
development and expressing its commitment to address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However, the field survey indicated that
climate change response has been placed on the back burner
compared to other urgent development tasks, not only in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but also in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wide development policie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hange and the
situation in Peru, Chapter 4 analyzes how, and under which
background, advanced donors are integrat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Upon reviewing the climate
change strategies, policies, and climate risk assessment tools in place
at major donors to Peru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itzerland),
it was evident that donor countries had developed their own strategies
to reflect climate change in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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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had been adopted as a cross-sectoral issu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at the government
level. Germany does not have an open climate change strategy or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but is consistently leading the way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Donor countries commonly analyze risks and impa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ject (excavation
and planning) and include them as business elements, using various
tools such as risk and impact assessment, safeguards, checklists and
databases. During our review of donor countries’ strategies, policies,
and tools for cooperative activities with Peru, we were able to see cases
where short- and medium-term climate risks were identified in the
early planning stages of the project using the tools mentioned above.
Chapter 5 reviewed relevant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status in Korea and the current state of support for Peru, the only key
partner country where climate change response was included in
support goals. The 2nd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which were
announced in 2016, did not explicitly address climate change, but
since then, we can confirm efforts to understand climate change from
a more integrated perspective, made visible in the climate change
strategies formulated at executing institutions, evaluations of
mainstreaming efforts in climate change conducted by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omprehensive
execution plans announced recently. Meanwhile, in the case of Peru,
our case study target, whil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set as the
main support goal, there are few project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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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limate change, and no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are being
made for the mid- to long-term impacts of climate change,
diminishing the visibility of implementation achievements. In addition,
environmental screening tools are the only tools used to identify
climate risks in advance, suggesting that there is a lack of mechanisms
for identifying potential climate risks, when compared to the case of
advanced donor countries reviewed in Chapter 4.
Based on the above analysis, Chapter 6 summarizes the main
findings, suggests an integrated approach to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esents future tasks. The analysis of
donor countries confirmed that donors are supporting recipient
countries through systematic tools based on action taken at the
government level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t the same time, since
developing countries have a relatively low development priority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despite their high climate vulnerability,
the role of the donor country becomes more important. Thus we
propose to reflect these facts in the 3rd Basic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as a measure that could reinforce Korea’s policy will to
participate i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 global challenge. We
also suggest an integrated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in
individual projects and in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ss. In
addition, it will be essential to strengthen awareness in recipient
countries to allow them to respon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climate change impeding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 can see from the recent controversies over particulate air
pollution and climate refugee issues, climate change is a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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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tha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is a challenge that calls
for a joint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damages from climate change are more sever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 some cas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Therefore, an integrated approach to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s needed in al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This study further identifies tasks necessary to realize such an
integrated approach to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namely, the promotion of policy will, development of policy tools to
integrate climate change agenda, and support measures to raise
awareness in recipient countries. More specifically, these efforts
would include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response measures
into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to improve the policy
agenda, an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climate risks at the level of
individual activities to allow an integrated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and activities to develop and promote the use of various policy
tools such as checklists and safeguards. By taking account of climate
change in al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using these policy
tools, it will be possible to elevate the relatively low priority of climate
change activities and raise awareness in recipie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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