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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
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출현 배경은 기후변화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합의
하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노력
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 보장과 동시에 기후변
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
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
자와 개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1971년 55억 톤(toe: 석유환산톤)에서 2016년에는 137억 톤으로 45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연평균 1.0% 증가하여 2040년에는 176억 톤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 비중은 2016년 81.1%에서 2040년에는 74.6%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3.9%에서 1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7.0% 규모로 증가하여 2016년 1.6%에서 2040년에
는 6.4%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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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혁명은 세계 에너지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
으키고 있다.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21세기에는 가스가 세계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될 경우 화석연료의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
다. 이 경우 셰일혁명이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
환은 불가피하다. 에너지 전환의 3대 핵심요소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그리고 전기화(electrification)이다. 세
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후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한편, 세계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기
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후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세계는 기후변
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발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ICT 기술과 에너지산업이 융합되
어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동향, 에너지 전환 전망 그
리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비중이 69%(석유 37%, 천연가스 22%,
석탄 4%)로 가장 높지만, 세계 평균(81.1%)과 비교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

4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대적으로 낮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0%로 세계 평균(13.9%)을 크게 상회하
고 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6억 6,600만 톤(toe)
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040년에는 9억 3,6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20개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 3,000만 톤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61억 톤의 5.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
메리카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을 상회하는 국가는 멕시코(4억
8,000만 톤), 브라질(5억 3,000만 톤), 아르헨티나(2억 톤), 베네수엘라(1억
8,000만 톤) 4개국에 불과하다.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1톤이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톤 이
하로 낮춰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
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2010-20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대형 수
력발전 제외)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800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06년 10GW에서 2015년에는
36GW로 급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노력
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고립지역이 많아 마이크로 그리드 및 에너
지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력 손실률이 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잠재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큰 4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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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국별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에너지 강국이다. 콜롬비아는 석
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
여 1차 에너지 생산량의 1/4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4을 수출하
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에너지 전환으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
너지 개발 활성화와 스마트 그리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너지 전환 성과는 아직 미진한 것으
로 평가된다.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 실행단계에 있
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30%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
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사업
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의 에너
지와 기후변화 부문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석유
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하나였다. 에콰도르는 산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1차 에너지의 87%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1차 에너지 중
60% 정도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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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자연권을 중시하는 헌법 제정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
조는 친환경적인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기에너
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힘입어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능
가했으며, 2019년 현재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5%를
상회한다.
에콰도르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지 않으나, 기후변화 위기대응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과감한 감축 목표(최대 45.8%)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
성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화 정책이다. 특
히 온실가스 주범인 운송부문에서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
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가 2025년부터 모든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도
입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콰도르 경제의 전기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셋째,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볼리비아 1
차 에너지 생산의 81%를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70%
가 수출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에보 모랄레스 집권 시기에 연평균 4%를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
성장을 지속했고 에너지 보급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전히 남미의 최빈국이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도 기후변
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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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와 리튬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 개발에 중점
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절전형 전구 교체 및 열 효
율성이 높은 화로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설비용량 확대
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력 댐 건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
에 힘입어 에너지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가 최빈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볼리비아에 대한 민간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페루는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페루 1차 에너지 생산량의 80%는 화석연료이고, 이 중 대부분을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도 풍부하여
전기에너지의 50%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발전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
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새롭게 착수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규모는 기존 화력 발전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대체
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
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페루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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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협력 분야 특히, 장기적으
로 보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기회는 앞으로도 계
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제4장 제5절에서는 안데스 4개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안데스 4개국 중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콜롬비아이고 그 뒤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잇고 있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수력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를 통한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한편, 안데스 4개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유
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
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안데스 4개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담고 있는 자발적감축목표
(INDC)를 2015년 모두 제출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
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안
데스 4개국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
의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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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협력방안
과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국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신산업 협력 방안은 재원 지원 방안,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방
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협력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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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였다면, 현
재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다. 에너지 전환은 협의로는 에
너지 공급 믹스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전체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와
저효율·다소비 구조의 개선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은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수급 구조 그
리고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각국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에너지
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
다. 에너지 수급 구조도 공급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탈탄소
화(decarbonization)와 수요 측면에서 저효율·다소비 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energy efficiency), 그리고 최종
에너지 소비를 석유제품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electrification)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ICT 기술과 전통적 에너지산업의 융합
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출현 배경은 기후변화이다. 에너지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필수재이고,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개발과 활용은
인류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증하면
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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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합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
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후변화 위기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제를 도외시하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
아야 할 것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
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 보장과 동시에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에너지자원 부존 현
황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에너지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석탄, 석유, 가스 등 전통적 화석연료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에너지 수
출국들(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의 에너지정책은 이러한 전통
적 에너지자원의 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보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화석연료를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칠레, 우루과이 등)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정책 변화와 더불어 ICT와 전통적 에너지산업이 융
합·발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가 창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민간투자가 가속화
되고 있고, 에너지 수요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제품
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시장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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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
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신산
업은 ICT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
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도를 위해 국
내 시장 생태계 조성과 해외 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우리나라는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
성이 크고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라틴아메리카
는 석탄, 석유, 가스, 수력 등 전통적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태양광, 풍력, 바
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큰 반면, 우리나라는 스
마트 그리드, 태양광, 풍력,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에너지신산업 분야
라틴아메리카 시장진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민자발전사업과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전력 송배전망 현대화 사업 그리고 친환경 고효율 전기
에너지 관련 제품의 수출 부문에서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출 성과
는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
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현황과 정책, 기후변화 현황과 정책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발전단가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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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료보다 작거나 동등한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하여 시장기능
에 맡겨 두어도 민간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 에너
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 여타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
한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
트(commercially non-viable project)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선진국이 자
금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세계의 기
후변화 위기대응 노력이 강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의 개발협
력 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신산업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 참여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정
부 차원에서는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이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참여 증
진을 위한 진출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차별성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먼저 에너지 패러다
임의 변화와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현황, 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문헌을 입수하여 심층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담당 부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

제1장 서론 • 29

구(OLADE), 미주개발은행(IDB),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등 국제기
구와 분석 대상 국가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기관들의 자료를 입수해 심층
분석했다.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정부부처, 협회, 기업 인사들과 심층 인터
뷰를 실시했다. 본 연구진이 2019년 7월과 8월 중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
루, 볼리비아 4개국을 방문하여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IDB 등 국제기구 사무소, GCF 이행기구 및 우리나라 EDCF와 KOICA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해 그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에너지 전문가와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회
의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에너지 부문의 개발협력 실태, 장애요인, 협력 잠재
력 및 유망 협력분야 등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했다.

나. 연구 대상국가
본 연구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기후변
화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 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선정하여 국별 분석을 실시했다. 국별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은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잠재력 두 가지였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은 주로 태양광, 풍력 등 상업성이 있는
프로젝트(commercially viable project)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에
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규모와 양
호한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
로는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이 후보 국가가 될 수 있다.
한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주로 도
서지역이나 산간벽지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보급 사업과 같이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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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는 투자 프로젝트(commercially non-viable project)에 대한 양허
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나 정책자문, 역량강화, 사업타당성 조사와 같
은 무상 기술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에
너지신산업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수원국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카리브 지역의 소국들과 남미의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콜
롬비아 등이 후보 국가가 될 수 있다.
상기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들로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
르, 볼리비아 4개국 정도이다. 경제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대상 국가가 아니다. 중미·카리브 지역의 소국들은 민간기업의 투자진출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 개발협력 중점협력대상국 24개국 중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콜
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4개국이다. 이 중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공동
으로 세계 최대 이따이뿌(Itaipu) 수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강국이
다. 파라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0%가 넘는 전력 수출국이어서 신재
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 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달리 에콰도르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중점협력대상국은
아니지만 개발협력 지원 실적이 많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민간투자 확대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에콰도르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와 인접한 안데스 국
가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한 두 가지 조건을 기준을 충족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중점협
력국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3개국과 개발협력 실적이 많은 에콰도르 등
안데스 4개국을 국별 분석 대상국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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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 에너지 수급현황과 에너지 정세 변화,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관계,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와 우리나라의 에너지신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수
급 현황과 에너지 정세 변화, 기후변화 현황과 에너지 전환 전망에 대해 분석하
고, 4장에서는 안데스 4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을 대상으로 에
너지 시장구조,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기후변화
부문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지원 동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
로 5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신산업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6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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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KOTRA),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의 해외 에너
지시장 동향 정보와 국가별 에너지 산업 현황에 대한 연구나, 학계의 라틴아메
리카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적 에너지 시장에 대한 현황과 투자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한국법제연구원
(2009)의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남미｣,
KIEP(2010)의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문제: 현황과 과제｣, KOTRA
(2014)의 ｢중남미 주요국 전력시장｣, 수출입은행(2011)의 ｢중남미 전력산업
현황 및 진출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2008)의 ｢한-중남미 석유·가스분야 협
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11~12)의 ｢에너지
자원 신시장 조사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라틴아메리카의 석
유, 가스 등 화석연료와 전력 부문의 현황과 시장 동향 그리고 투자 환경에 대
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세계 에
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셰일혁명에 따른 세계 에너지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남미 국가별 에너지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해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
성이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주로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
해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신기후체제 출범과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
은 주로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산업 투자환경과 민간기업의 진출전략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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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와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와 개발협
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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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에너지 지형의 변화
가. 세계 에너지 수급 현황: 세계 에너지 수요 지속 증가
에너지(energy)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1)한다. 에너지는 일상생활
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인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물질이나 자연현상 등 다양한 에너지원(energy source)으로부터 에너지를 얻
어 왔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바
이오연료였고, 주요 동력원은 사람의 인력과 가축의 축력이었다.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
으로 부상했고, 주요 동력기관으로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동기와 같은 기계력
을 이용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1800년 이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단위: TWh)

자료: Ourworldindata, https://ourworldindata.org/energy-production-and-changing-energy-sources(검색일:
2019. 7. 25).
1) 그리스어의 ‘일’을 뜻하는 에르곤(ergon)에 ‘속에’라는 접두사 엔(en)이 붙은 말로서, 속에 감춰진 일,
즉 ‘물체가 지니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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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도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가스 등 3대 화석연
료이다.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1%에 이르
고 있으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각각 4.9%와 13.9%에 불과하다.2)
한편 인류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1971년 55억 톤(toe: 석유환산톤)에서 2016년에는 137억 톤(toe)으로 45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아직 저발전 단계
에 있는 개도국들의 에너지 수요 증가3)로 세계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0% 증
가하여 2040년에는 176억 톤(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표 2-1 참조).

표 2-1. 세계 1차 에너지 원별 수요 전망
(단위: Mtoe, %)

2016~40 증감
세계

2000

2016e

2025

2030

2035

2040

1차 에너지 수요(Mtoe) 10,035 13,760 15,182 16,011 16,806 17,584
석탄
23.0
27.3
25.3
24.3
23.3
22.3
석유
36.6
31.9
30.5
29.4
28.3
27.5
가스
20.6
21.9
22.6
23.3
24.2
24.8
원자력
6.7
4.9
5.5
5.6
5.6
5.7
%
수력
2.2
2.5
2.9
2.9
3.0
3.0
바이오에너지
10.2
9.8
10.1
10.2
10.2
10.2
기타 재생에너지
0.6
1.6
3.2
4.2
5.3
6.4

증감
3,824
174
442
1,349
321
183
448
908

증가율
1.0
0.2
0.4
1.6
1.6
1.8
1.2
7.0

자료: IEA(2017a).

세계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인류는 화석연료의 고갈4)
과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 특히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를 유발하여 인류의 미래
를 위협하고 있다. 한때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각광받던 원자력은 안전에 대한
2) IEA(2018a).
3) 2016년 국가별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비율은 OECD 선진국이 38%, 개도국이 62%였다. 이 비율이 19
71년에는 61%와 39%였다.
4)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가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화석연료의 가채
연수는 석탄 134년, 천연가스 52.6년, 석유 50.2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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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원자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
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5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화석연료를 전환시켜 이용
하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적 재생에너지를 지칭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
으나, 화석연료는 향후 수십 년간 여전히 세계 주요 에너지원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EA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가로 화석연료가 세계 1
차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81.1%에서 2040년에는 74.6%
로 축소되고,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3.9%에서 19.6%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7.0% 규모로 증가하여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6%에서 2040년에는 6.4%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셰일혁명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혁명은 세계 에너지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
고 있다. 셰일혁명은 19세기 후반 석유 체굴 기술혁명 이후 가장 중요한 에너
지 개발 기술혁명으로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석유와 가스 가격의 고공행
진에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패권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세
분하면 19세기는 석탄, 20세기는 석유가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셰일혁명의 영
향으로 21세기에는 가스가 세계 주요 에너지원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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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스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존량이 풍부하고 개발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평시추법과 수압파쇄법이라는 셰일가스 채굴기술의 발전으로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2009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
스 생산국으로 부상했고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
유 생산국으로 등극5)했다. 미국은 1953년부터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
너지 순수입국이었지만, 셰일혁명으로 인한 원유와 가스 생산 증가6)로 2020
년에는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7)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군사 패권과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에너지 패권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세계의 에너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셰일혁명으로 러시아·중동을 중
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세의 변화는 국제 정치·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경 대응과 석유 수출 제재 부과도 셰
일혁명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셰일혁명이 중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분명한 것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미국은 2018년 원유 생산량이 하루 1,531만 배럴을 기록하며 사우디아라비아(1,228만 배럴)와 러시
아(1,143만 배럴)를 따돌리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등극했다. 「원유수출 대박 난 미국 – 에너지
패권까지 확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5).
6) 셰일혁명으로 셰일오일 생산이 시작된 2008년 당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500만 배럴에 불과했
다. 그러나 2011년 12월 하루 600만 배럴을 넘어섰고, 2012년 11월 700만 배럴, 2014년 1월 800만
배럴, 같은 해 9월 900만 배럴 그리고 2017년 12월 1,000만 배럴을 돌파하고, 미국 원유생산에서 셰
일오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7) 미국은 오일쇼크 이후 1975년에 발효된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
ct)」에 따라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2014년 6월에 셰일가스에 섞여 나오는 초경질원유(콘덴세
이터) 수출을 허용했다. 초경질원유는 가스처리시설에서 생산될 경우 천연 가솔린으로 분류돼 수출이
가능하지만 유정에서 나올 경우 원유로 구분돼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미국은 원칙적으로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한테만 천연가스 수출을 승인했으나, 셰일가스 개발에 힘입어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도 건별
심사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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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 에너지 지형의 변화가 세계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에너지 수입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의 전
통적 에너지 수출국들에게는 자원개발 수익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셰일가스는 세계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세계 최대의 셰
일가스 매장국은 중국이며, 그 뒤를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공, 호주,
캐나다 등이 잇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될 경우 화석연료의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셰일혁명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도 아직까지는 논쟁거리이다. 셰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탄소배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8)가 있었다. 미국은 2035년까지 신설되는 발전용량의 60%를
가스 발전으로 채울 계획이다. 그러나 셰일혁명은 화석연료의 소비 증가와 재
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하여 지구온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셰일가스가 세계 에너지 수급, 국제 정치·경제 그리
고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세계 에너지와 기후변화: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대응
인류는 에너지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개발하여 획기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산
업혁명 이후 인류의 급격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9)로 인
8) 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절반, 석유의 1/3 정도이다.
9) GCP(Global Carbon Project)에 따르면, 1750~2017년 전 세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조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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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적 재앙10)을 초래하고 있다. IPCC 5차 보고서에 따
르면, 지구 온난화로 지난 133년 간(1880~2012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0.8
5℃(0.65~1.06℃) 상승했고 해수면은 19㎝ 상승했다. IPCC는 현재 추세로 온
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3.7℃, 해수면은 63㎝ 상승
한다고 전망했다.
세계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개발
에 적극적인 이유는 에너지 부문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68%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11)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중 90%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미만으
로 한정하기 위한 확률이 66% 이상이려면 산업혁명 이후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3조 6,700억 톤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1년까지
인위적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이미 1조 8,900억 톤에 이르고 있다. 이는
2100년까지 전 세계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억 톤 수준으로 감축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BP의 ‘세계에너지통계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18년도 세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337억 톤이다. [그림 2-2]와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에너지 부문이며, 화
석연료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순이다.
5억 톤이다.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
as-emissions#the-long-run-history- cumulative-co2(검색일 2019. 8. 28). 한편 IPCC 5차 보
고서에 따르면, 1750-2011년 동안 배출된 인위적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의 절반 정도가 지난 40년간
발생하였다.
10)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로 30년 뒤 대부분의 인류문명 파멸｣
(2019. 6. 5), http://news1.kr/articles/?3639044(검색일: 2019. 7. 24).
11) 2010년 세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배출에서 에너지부문(연료연소, 탈루
배출)이 68%, 산업공정이 7%, 농업부문이 11%, 기타부문이 14%를 차지했고, 온실가스 종류별로 구
분하면 이산화탄소가 90%, 메탄가스가 9%, 아산화질소가 1%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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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부문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단위: 10억 톤)

자료: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energy-production-and-changing-energy-sources(검색
일: 2019. 7. 25).

그림 2-3. 연료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단위: 10억 톤)

자료: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energy-production-and-changing-energy-sources(검색
일: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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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국가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단위: 10억 톤)

자료: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energy-production-and-changing-energy-sources(검색
일: 2019. 7. 25).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은 중국, 미국, EU, 러시아 순이며, 선진국이
37%, 개도국이 6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한편 2016년 기준 전
세계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35톤이고, OECD 34개 회원국 평균
은 9.7톤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 평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톤 이하로 줄여야 한다.
한편 인류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
지 중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었다. 유엔 회원국들은 2015년 9월에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에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체결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7개 목표 중 7번째·13번째 목표로 깨끗한 에너지
와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12)를 출범시켜
12)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다. 다만,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
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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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1.5℃ 이하13)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3.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에너지 전환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자
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14)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인류는 역사 발
전의 과정에서 항상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면서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이루어 왔다.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은 산업혁명 이후 바이오연료에서 석탄으로 전환되었
고, 20세기 들어서는 석탄에서 석유와 가스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 두 차례
의 요일쇼크 이후에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스 개발이 확대되
는 한편, 급속한 전기화(electrification)15)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의 고유
가는 셰일혁명을 촉발하는 한편,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급속
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선진국은 2020년 이후부터 개도국에 매
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3) 한편,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
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수준의 45%로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순 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4)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 끊임없
이 반복되면서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15) 전기화는 기계 및 시스템 동력의 최종 에너지원을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로 대체하는 기술의 보급을
의미한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건물 부문의 냉난방 시설 전기화, 산업부문
의 전기보일러와 전기히터 보급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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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인류의 에너지 전환 과정

자료: Zou Caineng et al.(2016).

그림 2-6.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재생에너지 비중(2017년)

자료: REN21(2019).

인류가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불
가피하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은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16)와 원

16) 화석연료 중 석탄과 석유의 비중은 축소되고 천연가스의 비중은 당분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셰일혁명으로 셰일가스 생산이 급증하고 있은 뿐 아니라 천연가스가 화석연료 중 환경오염이 상대적
으로 적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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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부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세계 각국의 에
너지 전환 노력이 강화되면서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 수준에서 2017년에는 10.6%로 증가했고, 이 기
간 동안 재생에너지는 연평균 4.5%의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그림 2-6 참조).
한편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의 전기화(electrification)는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재생 에너지원
으로 전력을 생산17)하여 신기후체제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16년 19%이나 2050년에는 4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18)된
다. 2017년에는 전력의 26.2%가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되었으나, 2050년에
는 이 비중이 약 80%(태양광 49%, 풍력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증가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큰 1차 에너지의 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후조건의 영향을 많
이 받고 다수의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 송배전시스템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혁신과 같은 과학기술
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EA(2017b)에 따르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다. IEA는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한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Reference
Technology Scenario: RTS) 대신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이하로 억제(대기
중 CO2 비중을 450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시나리오(2

17) 현재 세계의 전력 생산 중 화력발전(화석연료 및 바이오폐기물) 비중은 67.3%이고, 나머지는 수력(1
6.6%), 원전(10.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5.6%)이 차지하고 있다.
18) DNV(2018),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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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Scenario: 2D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장 중요
하다고 밝히고 있다. IEA는 2DS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40%를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화석연료 비중을 2014년 82%에서 2060년에
는 35%로 축소)가 35%,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은 14%, 원자력은 6%, 연료
전환은 5%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2-7.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전망
(단위: EJ/yr)

자료: DNV-GL(2018), p. 141.

요약하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은 석탄, 석유, 가스, 핵에너지에서 벗어
나 재생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공급 믹스를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이며, 에너지
전환의 3대 핵심요소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에너지 효율화(energy
efficiency) 그리고 전기화(electrification)이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에너
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후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IPCC에 따르면, 2100년까
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순제로(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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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감소,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 전
력의 저탄소화 등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 에너지 개발협력과 에너지신산업
가. 국제 에너지 개발협력: 공공부문의 기후기술과
기후금융 지원
세계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
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셰일 혁명으로 세계의 에너지 지형이 바뀌고
있고 화석연료의 시대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
틴아메리카도 화석연료 에너지원이 풍부한 에너지 수출 지역이고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정
책의 기조가 에너지 전환으로 바뀌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적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후기술과 에너지신산업의 발
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의 발전과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개도국은 이러한
기후기술과 재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세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7번째 목표
인 ‘깨끗한 에너지’를 위해 ①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서비스의 보편
적 접근 보장 ② 재생에너지비율 증대 ③ 에너지효율 두 배 향상 ④ 기후기술 국
제협력 강화 ⑤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기술 개선
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3번째 목표인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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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① 모든 국가의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력 강
화 ②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 수립 ③ 기후변화 교육과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④ 녹색기후기금(GCF)의 온전한 이행과 선진국 당사국들의 매년 1,000억 달
러 지원 약속 이행 그리고 ⑤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가의 기후변화 위기대응
지원 메커니즘 장려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파리협정 제10조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선진국의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확대·강화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여타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감축목표
(INDC)에서 선진국의 이러한 지원이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
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개
도국에 대한 기후기술 및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
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에 합의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기후변화 위기대응 관련 국제협력 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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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는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과 재정(금융) 메커니즘(Financial
Mechanism)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 위기대응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으로 구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지원,
기술개발 및 이전 그리고 역량배양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술 메커니즘은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 및 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로
구성되어 있고,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이전함으로써 개도국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기타 기구로부터 재원을 충당19)하여 기술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
하고 있다.
재정(금융) 메커니즘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
해 1992년 UNFCCC를 창설하면서 함께 설립된 제도이다.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 주체는 당사국 총회이나, 운영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존 국제기구에 위
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는 지구
환경기금(GEF)20)과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이 있다. 한
편 GEF의 이행기구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18개의 국제개발기구이며,
GCF의 이행기구는 국제기구 37개, 지역기구 13개, 국가기구 38개 등 다양하
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 2015년 7월 기준 CTCN의 재원은 약 3,535만 달러로, 이 중 2,770만 달러는 공여국(노르웨이, EU,
덴마크, 캐나다, 일본, 미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180만 달러는 GEF, 나머지 약 583만
달러는 파트너 기구로부터 조달하였다.
20) GEF가 운영하는 기타 기후변화 관련 신탁기금으로는 ①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 ② 최빈국기금(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③ 투명성역량강화이니
셔티브기금(CBIT: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 ④ 나고야프로토콜실행기금
(NPFI: Nagoya Protocol Implementation Fund) ⑤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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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신산업: 민간부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공공부문에서 기후기술
과 기후금융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ICT 기술과 에너지산
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기후기술21)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장비, 기술, 실용적 지식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녹색기술센터(GTC)는 기후기술을 3대 분야(감축, 적응, 감축 및 적응 융
복합) 14대 중분류, 45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다.22)
한편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 위기대
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가용 가능한 신기술·정
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군을 의미한다.23) 즉 기후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관련
된 모든 기술을 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면, 에너지신산업은 주로 전기에너지
와 ICT 기술의 융합과 관련된 협의의 개념이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
부는 에너지신산업 8대 사업모델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에너
지 자립섬, 태양광 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
운, 제로에너지빌딩 등을 제시하고 있다.

21) 그러나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관련 기후기술의 세부 내용과 하위 기술범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부재하여 각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연구목적별로 다양한 분류체계를 정의·활용하고 있다.
22) 우리나라 녹색기술센터(GTC)는 기후기술을 3대 분야(감축, 적응, 감축 및 적응 융복합) 14개 중분류,
45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분야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비재생에너지, 에너지 저
장, 송배전·전력 IT,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고정 등 7개 중분류, 기후변화 적응 분야는 농업·축산, 물,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해양·수산·연안, 건강, 산림·육상 등 6개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나머
지 1개는 다분야 중첩 분야이다.
2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홈페이지(https://www.energynewbiz.or.kr, 검색일: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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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의 특징은 ICT 기술과 전통적 에너지산업의 융합, 분산형 전원
의 확산, 재생에너지의 안정화, 전통적 에너지원의 청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24)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 재생에너지,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수준이 미국, EU 등 선진국에 뒤처진 상황이며,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생태계 조성과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

24) 현대경제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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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수급 현황
라틴아메리카는 에너지원이 풍부한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 지역 중 하나이
다.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지표면의 15%, 삼림지대의 23%, 강우량의 29%, 생
물종의 60~70% 그리고 수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에너지원도 풍부하다. BP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석유 매
장량의 20%(3,40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의 4.3%(7조 9,000억 ㎥) 그리고
석탄 매장량의 1.7%(158억 8,0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25)

그림 3-1. 세계 지역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2015년)
(단위: %)

자료: BP(2016), Stas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p. 42.

25) 한편 세계 셰일가스의 약 30%가 라틴아메리카에 매장돼 있다. 국가별 셰일가스 매장량은 아르헨티나
가 약 23조㎥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그 뒤를 멕시코(15조㎥, 6위), 브라질(7조㎥, 10위), 베네
수엘라(4조㎥), 파라과이(2조㎥), 콜롬비아(1조 5,000억㎥), 칠레(1조 3,000억㎥)가 잇고 있다. BP(2
016), “Stas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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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소비 구조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비중이
69%(석유 37%, 천연가스 22%, 석탄 4%)로 가장 높지만, 세계 평균(81.1%)과
비교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의 원자력 비중은 1%로 세계 평균(4.9%)에 비해 매우 낮고, 재생에너
지의 비중은 30%로 세계 평균(1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그림 3-1 참조).
특히 라틴아메리카는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인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연료의 비중이 20%로 전 세계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의
비중이 4%에 불과하다. 즉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고 탄소 집약도26)는 가장 낮은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3-2. 非OECD 라틴아메리카 1차 에너지 소비 현황
1971년

2016년

190Mtoe

617Mtoe

자료: IEA(2018a).

26) 소비한 에너지로 인해 배출된 CO2 량을 에너지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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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2018a)에 따르면, 2016년 非OECD 라틴아메리카27)의 1차 에너지 소
비 규모는 6억 1,700만 톤(toe)으로 1971년의 1억 9,000만 톤(toe)과 비교해
서 45년 만에 3.2배 증가했다(그림 3-2 참조). 한편 멕시코, 칠레 등 OECD 국
가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6억 6,600만 톤
(toe)으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非OECD 라틴아메리카의 전기에너지 생산량은 전 세계 발전량의 4.9%인
1,228TWh이다. 수력발전이 55%(675TWh)로 가장 크고, 화력발전(화석연료
및 바이오폐기물)이 39%(479TWh), 원자력발전이 2%(24TWh),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 지열)이 4%(49TWh)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에
너지 수요는 연평균 1.4% 증가하여 2040년에는 9억 3,600만 톤(toe)에 이를
전망이다(표 3-1 참조).

표 3-1. 라틴아메리카 및 세계 권역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Mtoe, %)

2016

2025

2030

2035

2040

2016~40
증감

연평균

라틴아메리카

666

736

794

863

936

270

1.4

북미

2,615

2,672

2,660

2,652

2,668

53

0.1
-0.5

유럽

1,965

1,887

1,831

1,784

1,762

-203

유라시아

880

919

945

981

1,016

136

0.6

아시아

5,699

6,679

7,226

7,684

8,068

2,369

1.5

중동

743

879

991

1,117

1,226

483

2.0

아프리카

804

953

1,056

1,166

1,289

486

2.0

벙커유1)

388

458

506

559

617

230

2.0

세계

13,760

15,182

16,011

16,806

17,584

3,824

1.0

주: 벙커유 항목에 세계 선박용·항공용 연료 포함.
자료: IEA(2017a), p. 65.

27) OECD 국가인 멕시코와 칠레가 제외된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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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정세 변화
라틴아메리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 지역 중 하나
이다. 라틴아메리카는 국내 소비에 충당하고 남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지
리적으로 인접한 미국으로 수출해 왔다. 한편 미국에서 시작된 셰일혁명은 세
계 에너지 수급과 국제 에너지 정세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쳐, 라틴아메
리카도 이러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셰일혁명
이 라틴아메리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수요·공급 규모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셰일혁
명으로 촉발된 에너지 자원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非OECD 라틴아메리카 국가
들의 1차 에너지 생산 규모는 2014년 8억 1,460만 톤(toe)에서 2015~16년
에는 각각 8억 1,870만 톤과 8억 630만 톤으로 감소했다. 에너지 자원개발 부
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에너
지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는 2014년 6
억 3,550만 톤(toe)에서 2015~16년에는 각각 6억 2,790만 톤과 6억 1,710
만 톤으로 감소했다.
둘째, 라틴아메리카를 둘러싼 국제 에너지 정세도 바뀌고 있다. 라틴아메리
카는 세계의 주요 에너지 수출 지역 중 하나로서 미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 역
할을 담당해 왔다. 한편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은 에너지
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해 라틴아메리카의 반미 국가들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수출국으로 등
극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또한,
중국이 주요 협력 상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몰락 이후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에 보다 신중하고 실리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이와 더불어
중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에너지 부문 투자와 금융지원도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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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라틴아메리카 역내 에너지 정세도 바뀌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좌
파 열풍을 일컫는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퇴조하면서 에너지자원 개발 정책
의 기조도 자원 국유화 또는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와 같은 정치적 접근
방식에서 시장을 중시하는 경제적 접근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
코는 이미 에너지 개혁을 통해 국가가 독점하던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개방했
고,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자원 국유화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 개발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네수엘라가 중
미와 카리브 지역의 17개 회원국에게 하루 18만 5,000배럴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원유를 공급했던 정치적 접근 방식의 대표적 사례인 카리브석유동맹
(PetroCaribe)은 이미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가 라틴아메리카 개별 국가의 에너지 안
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지역 전체로는 에너지 수출 지역
이지만, 국가별로는 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이 혼재되어 있다(표 3-2 및 표
3-3 참조). 라틴아메리카는 1차 에너지인 원유를 수출하지만, 에너지 변환설
비인 정유공장의 부족과 노후화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최종 에너
지인 가솔린, 디젤과 같은 석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가
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전력난에 봉착하는 등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
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개별 국가가 처한 여건과 세계 에너지 정세 등을 반
영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인접국과의 에
너지 협력28)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28)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OLADE: Organización Latinoamericana de E
nergía)를 설립하여 지역 차원의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메소아메리카통합개발(MP)와 남미
인프라통합계획(IIRSA)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 인프라 통합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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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라틴아메리카 국별 에너지 생산/수출/국내 공급 현황(2016년)
(단위: Mtoe, %)

국가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생산량
283.33
180.46
168.42
124.54
76.76
30.83
25.38
21.88
12.54
7.98
9.58
2.57
2.90
2.02
3.07
2.15
0.94
1.11
0.34

수입량(수출량)
7.56
9.45
(111.05)
(86.32)
12.24
(15.80)
0.14
(13.03)
26.24
(2.13)
5.14
2.69
2.88
2.54
2.31
1.74
7.82
8.19
3.00

국내공급량
284.52
185.16
56.17
40.04
86.25
14.31
24.12
8.82
37.80
5.91
14.08
5.09
5.85
4.38
5.22
3.92
4.48
8.75
2.92

자료: IEA(2018a).

표 3-3. 라틴아메리카 국별 석유/천연가스 생산/소비 현황(2017년)

생산량(a)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기타
합계

(천b/d)
2,224
593
2734
851
531
127
99
2,110
135
9,406

석유
소비량(b)
(천b/d)
1910
670
3017
344
237
259
44
505
1,718
8,704

a-b

생산량(a)

천연가스
소비량(b)

a-b

(천b/d)
314
-77
-283
507
294
-132
55
1,605
-1,583
702

(십억m³)
40.7
37.1
17.1
27.5
10.1
13.0
33.8
37.4
2.8
219.7

(십억m³)
87.6
48.5
0.7
38.3
10.0
6.7
18.5
37.6
13.1
261.0

(십억m³)
-46.9
-11.4
16.4
-10.8
0.1
6.3
15.3
-0.2
-10.3
-41.3

자료: BP(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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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기후변화
라틴아메리카는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상
대적으로 작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31%에 이르는 등 탄소 집약도가 낮은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라틴아메리카 20개 주요국의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8억 3,000만 톤으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361억
톤의 5.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톤을 상회하는 국가는 멕시코(4억 8,000만 톤), 브라질(5억 3,000만 톤), 아
르헨티나(2억 톤), 베네수엘라(1억 8,000만 톤) 4개국에 불과하다(표 3-4 참조).

표 3-4.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2014년 기준)
국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과테말라
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니카라과
합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천 톤)
480,271
529,808
204,025
185,220
82,563
84,092
61,745
46,274
43,920
21,540
20,411
18,328
8,801
9,472
7,759
6,747
7,422
6,285
5,702
4,861
1,835,246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톤)
4.0
2.6
4.8
6.2
4.6
1.8
2.1
34.0
2.8
2.1
1.9
1.2
2.3
1.1
1.6
2.0
2.6
1.0
0.9
0.8
3.1주)

주: 세계 주요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 17.02톤, 한국 11.84톤, 일본 9.29톤, 중국 6.71톤 등이다.
자료: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CO2E.PC(검색일: 2019. 11. 25).

60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평균(5.0톤)을 상회하는
국가는 트리니다드토바고(34.0톤), 베네수엘라(6.2톤) 2개국에 불과하다.
2014년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은 3.1톤이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톤 이하로 낮춰
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

표 3-5.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2030년 국가자발적감축목표(INDC)

국가

감축목표(%)

기준

무조건

조건

멕시코

2030 BAU 대비

25

40

과테말라

2030 BAU 대비

11.2

22.6

엘살바도르

-

-

-

온두라스

2030 BAU 대비

-

15

니카라과

-

코스타리카
파나마

2012 배출량 대비

-

-

25

80

부문별 행동에 근거한 약속

40

-

20

-

콜롬비아

2030 BAU 대비

20

30

에콰도르

부문별 행동에 근거한 약속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칠레

2030 BAU 대비
2007 GDP기준 배출량 대비

20.4-25

40

20

30

-

-

30

50

브라질

2005 배출량 대비

37

-

아르헨티나

2030 BAU 대비

15

30

우루과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집중감축 목표

-

-

파라과이

2030 BAU 대비

10

20

트리니다드토바고

2030 BAU 대비

-

15

도미니카공화국

2030 BAU 대비

-

25

7.8

10

자메이카

-

자료: UNFCCC, https://www4.unfccc.int/sites/submissions/indc/Submission%20Pages/submissions.aspx(검
색일: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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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기후체제29)에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니카라과도 미국이 탈퇴를 선언30)한 직
후 입장을 바꿔서 2017년 10월에 파리협정에 서명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가자발적감축목표
(INDC)’의 제출이 2015년 10월 1일 마감되었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에 동의한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146개 국가가 제출하였다. 국가자발적감축
목표를 제출한 국가들 중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19개국이었다.
중남미 국가 중 국가자발적감축목표를 처음으로 제출한 멕시코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약 25% 감축
(무조건)이며, 국제탄소가격·기술협력·금융지원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진
전될 경우 4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멕시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제출국인 콜롬비아는 2030년 BAU 대비 20%(무조건)~30%(조건부) 감
축안을 제출했다.

29) 유엔기후체제(UN Climate Regime)는 기본협약-의정서(framework convention-protocol) 방
식을 따르고 있다. 즉 기후변화협약은 하나의 원칙 내지 골격의 기능을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이
후에 성립되는 또 다른 조약인 의정서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성
립되고 5년이 지난 후인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으며, 2015년 파리협정(Par
is Agreement)이 성립되었다. 파리협정은 형식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의정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교토의정서와 마찬가지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모든 기후변화협약 당사자들이 참여를 인정한
보편적 협정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
ties)를 두고 있으며,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다.
30) 그러나 협정에 따르면, 가입국은 2020년까지 협정에서 탈퇴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그때까지 미국
에 유리하도록 협정 개정 협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발도상국과 빈국
의 CO2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출연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 재정적 타격도
있다. 총 100억 달러의 GCF 목표액 중 미국은 30억 달러를 출연키로 약속하고, 오바마 행정부 때 10
억 달러를 냈지만, 나머지 2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탈퇴 선언과 함께 보류했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CO2 저감 노력과 의지를 크게 약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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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기후변화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1998~2017년)

CRI 순위1)

국가

중미

남미

카리브

CRI 점수

손실규모

손실규모

(백만 달러

(GDP 비율,

PPP, 연평균)

연평균)

멕시코

53

61.33

2,954.754

0.170

과테말라

14

36.50

394.455

0.408

엘살바도르

16

37.67

277.544

0.758

온두라스

2

13.00

556.556

1.846

니카라과

6

20.33

223.255

1.009

코스타리카

92

87.68

66.303

0.117

파나마

98

91.17

38.097

0.066

베네수엘라

65

69.33

427.136

0.097

콜롬비아

49

58.17

628.877

0.128

에콰도르

96

90.67

101.452

0.071

페루

45

56.83

433.020

0.161

볼리비아

31

48.33

210.270

0.337

칠레

94

88.67

457.600

0.142

브라질

90

86.00

1,710.841

0.060

아르헨티나

83

81.00

983.883

0.133

우루과이

103

96.33

81.661

0.146

파라과이

57

66.00

334.603

0.514

트리니다드토바고

162

151.00

3.662

0.010

도미니카공화국

12

33.00

268.794

0.269

자메이카

56

63.50

155.845

0.727

주: 전체 181개국 중 순위.
자료: GERMANWATCH(2019), p. 32.

한편 라틴아메리카는 기후변화를 초래한 책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
로우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1998~2017년 동
안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세계 10개국 중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푸에
르토리코, 온두라스, 아이티,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등 5개국에 이르고 있
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기후변화위험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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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전환 전망
라틴아메리카는 화석연료가 풍부하지만 1차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화석연
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탄소 집
약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
카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이라는 인류 공동의 의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에너
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개발 중심
의 에너지정책을 청정에너지 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개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림 3-3.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전환 전망
(단위: EJ/yr)

자료: DNV-GL(2018), p. 224.

에너지 전환의 3가지 핵심 트렌드는 탈탄소화, 전기화, 에너지 효율화이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차 에너지 공급 믹스
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전체 에너지 공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적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최종 에너
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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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고 있다.
DNV-GL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50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석연료 비중 감소의 대부분은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적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3 참조). 한편 2050년 라틴
아메리카 전기에너지 발전원도 90% 가까이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
망된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라틴아메리카 발전원 전환 전망
(단위: EJ/yr)

자료: DNV-GL(2018).

5.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신산업 투자 동향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
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2010~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대형 수력발전
제외)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800억 달러를 상회했다. 2015년 라틴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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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는 164억 달러로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6%
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활발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칠
레 등이다. 2015년 기준으로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신재생에너지 투자
의 40% 수준인 71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멕시코와 칠레는 각각 40억
달러와 34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별로는 풍력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
음이 태양광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로 라틴아메리카의 에
너지 공급 믹스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발
전설비용량은 2006년 10GW에서 2015년에는 36GW로 급증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라틴아메리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추이
(단위: GW)

자료: IREN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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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라틴아메리카 풍력/태양광 설비용량 및 발전량(2015년 기준)

아르헨티나

풍력설비용량

풍력발전량

태양광설비용량

태양광 발전량

(MW)

(GWh)

(MW)

(GWh)

279

볼리비아
브라질

619

8.2

15.8

3

8

6.9

0.0

8,739

12,210

22.9

61.3
489.4

칠레

904

1,443

848.0

콜롬비아

18

70

0.0

0.0

코스타리카

268

735

1.0

1.5

도미니카(공)

85

274

15.5

20.0

에콰도르

21

80

26.4

16.5

과테말라

76

0

85.0

7.1

온두라스

176

397

455.0

-

자메이카

42

119

6.3

6.9

3,073

6,124

243.3

301.9

니카라과

멕시코

186

846

1.4

1.4

파나마

270

116

14.4

1.3

페루

240

258

96.0

199.3

우루과이

845

733

67.7

3.4

베네수엘라
합계

50

88

3.4

5.3

15,516

24,799

2,224

1,504

자료: IRENA(2016).

특히 2015년 기준 라틴아메리카의 풍력과 태양광 설비용량은 각각 15.5GW
와 2.2GW에 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브라질과 멕시코의 설비용량이 각
각 8.7GW와 3.1GW로 라틴아메리카 전체 설비용량의 76%에 이르는 압도적
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칠레와 온두라스 그리고 멕
시코의 설비용량이 각각 848MW, 455MW 그리고 243MW로 이들 3개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온두
라스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발전량의 10% 이상을 태양광 발전이 차
지하고 있다(표 3-7 참조).
한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란 전력망에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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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하는 첨단 전력네트워크 시스템을 일컫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기차 개발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스마트 그리
드 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다.
라틴아메리카는 개도국 중에서 스마트 그리드 발전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고립지역이 많아 마이크로 그리드 및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력 손실률이 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Northeast Group에 따르면 2018~27년 동안 남미에서 스마트 그
리드에 대한 투자는 총 20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그중에서 스마트 미터에
대한 투자가 50%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배전
자동화(DA), 광역전력계통측정(WAM), 가정에너지관리(HEM), IT 및 배터리
저장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전망이다. 현재 남미 10개국 중 8개국에서 이
미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5개국은
스마트 미터 보급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이 스마
트 그리드 분야를 선도하며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미터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기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스마트 미터는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설비로 평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남미는 개도권 지역 중에서 향후 스마트 그리드
발전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중남
미의 스마트 미터 보급률은 약 6%에 달한다. 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보급률
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가 14.2%로 스마트 미
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는 2025년까지 그 보급률을
79%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칠레는 2026년
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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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라틴아메리카 및 주요국 별 스마트 미터 보급률 비교(2017년)
(단위: %)

국가

보급률

국가

이탈리아

100.0

오스트리아

보급률
8.5

핀란드

97.6

기타 중남미 및 카리브

5.9

중국

96.5

싱가포르

4.9

스웨덴

95.8

말레이시아

3.9

스페인

84.1

독일

3.8

뉴질랜드

73.1

브라질

3.6

덴마크

69.5

태국

3.6

캐나다

67.0

기타 유럽

1.1

미국

51.8

체크

1.0

일본

47.6

벨기에

0.8

네덜란드

46.5

아일랜드

0.8

포르투갈

39.4

필리핀

0.8

한국

32.7

사하라이남아프리카

0.5

호주

29.9

인도

0.5
0.4

영국

29.8

기타 아시아

폴란드

27.7

인도네시아

0.2

북부아프리카 및 중동

24.6

베트남

0.0

프랑스

23.8

멕시코

14.2

루마니아

10.1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p. 26.

전력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마트 그리드 ICT 분야에서의 성
장 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시장규모는 2016~25
년 기간 내 1조 3,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2017~22년 동안 이 분야
의 연평균 성장률은 19.4%에 달할 전망이다. 스마트 미터, 통신 소프트웨어,
AMI, 배전 및 변전소 자동화(DA&SA),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분석
수단, 분산전원(DER) 모집, 스마트 그리드 연계기술 등이 유망한 분야로 꼽힌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페루가 유망 국가 50위에 순
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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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스마트 그리드 ICT 유망 국가 순위(50개국 기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영국
캐나다
일본
핀란드
덴마크
멕시코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순위(중남미 국가)
17
26
37
39
42
49

국가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페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p. 29.

표 3-10. 에너지저장 분야 유망 국가 순위(50개국 기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영국
덴마크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핀란드
한국
아일랜드
중국

순위(중남미 국가)
11
24
33
42
43
44
49

국가
칠레
멕시코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p. 36.

다음으로 에너지저장 분야(화학전지기준)에서 발전 잠재력도 클 전망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40.5%로 가장 큰 에너지저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15.3%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일본(8.4%), 독
일(8.1%), 호주(4.7%)가 에너지저장능력이 높은 상위 5개 국가로 분류되고 있
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에너지저장능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되
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전 세계 상위 50대 국가 중 국가 수 기준으로 중남미의 비중은 14%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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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콜롬비아
제2절 에콰도르
제3절 볼리비아
제4절 페루
제5절 안데스 4개국 비교분석

제1절 콜롬비아
1. 에너지 시장구조
가. 개관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에너지 강국이다. 콜롬비아는 석탄, 석
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여 1
차 에너지 생산량의 1/4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4을 수출하는 에
너지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채연수가 계속 줄
어드는 등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 또한 1차 에너지 수출국임
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제능력이 부족31)하여 최종 에너지인 가솔린과 디젤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경우도 수력발전 비중이 70%를
상회함에 따라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증가32)
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33)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그리드 등 IT 기
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

31) 콜롬비아는 국영석유회사 에코페트롤(Ecopetrol)이 소유한 4개의 정유공장과 민간 소유 1개의 정
유공장이 있고, 전체 정제능력은 일일 약 42만 배럴이다. 주요 정유공장은 바랑까베르메하(Barranc
abermeja) 정유공장(일일 정제능력 25만 배럴)과 카르타헤나(Cartagena) 정유공장(2015년 일일
정제능력 8만 배럴에서 16.5만 배럴로 증설) 2개이며, 이 밖에 소규모 정유공장인 아삐아이(Apiay),
오리또(Orito)와 유일한 민간 정유공장인 나레(Nare)가 있다.
32)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4.8%와 21.3%였
다. IEA(2018b), p. 5.
33) 2017년 세계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풍력 5.6%, 태양광 1.9%, 바이
오매스 2.2% 기타 0.4% 등)이다. REN21(2018),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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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34)
콜롬비아는 화석에너지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서
세계에서 에너지 구조가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콜롬비아는 또
한 에너지 전환 준비 수준도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7년 세
계경제포럼 에너지구조성과지수(EAPI: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35) 평가에서 라틴아메리카 1위,36) 세계 8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에
너지전환지수37)(ETI: Energy Transition Index) 평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4위,38) 세계 34위를 기록했다.

나. 에너지 수요·공급 현황
2017년 콜롬비아의 1차 에너지 생산규모는 1억 3,904만 톤(toe)이다. 콜롬
비아는 1차 에너지 생산량의 25%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75%는 국외에
수출한다. 콜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의 92%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에
너지이다.
2017년 콜롬비아의 1차 에너지 국내 공급량은 4,506만 톤이며, 에너지 변

34) Julian Garcia-Guarin et al.(2019).
35) WEF가 세계 127개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접근성·안보, 환경 지속가능성, 경제성장·발전 기여도 3개
부문 18개 세부지표를 종합 평가한 지수이다. WEF(2017).
36) 콜롬비아(8위)에 이어 우루과이(10위), 코스타리카(14위), 파라과이(22위), 페루(27위), 아르헨티나
(28위), 브라질(30위), 칠레(40위), 멕시코(44위), 파나마(47위) 엘살바도르(49위), 쿠바(61위), 도미
니카공(63위), 에콰도르(68위), 과테말라(69위), 니카라과(72위), 볼리비아(78위), 온두라스(82위),
자메이카(92위), 베네수엘라(97위), 트리니다드토바고(109위), 아이티(118위) 순이다. 한편 한국의
에너지구조 순위는 세계 43위이다.
37) WEF는 2018년부터 종전 에너지구조성과지수와 새로운 에너지 전환준비지수를 통합한 새로운 지표
인 에너지전환지수(Energy Transition Index: ETI)를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지수는 현재 에너
지구조와 미래 에너지 전환 준비를 종합 평가한 지수이다. WEF(2019), p. 11.
38) 우루과이(11위), 코스타리카(21위), 칠레(26), 콜롬비아(34위), 파나마(36위), 멕시코(37위), 페루(4
4위), 브라질(46위), 에콰도르(52위), 파라과이(53위), 자메이카(58위), 아르헨티나(61위), 과테말라
(70위), 엘살바도르(74위), 도미니카공화국(78위), 트리니다드토바고(80위), 볼리비아(81위), 온두
라스(85위), 니카라과(96위) 베네수엘라(112위), 아이티(115위) 순이다. 한편 한국의 에너지전환지
수 순위는 48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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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투입과 손실을 제외한 1차 에너지의 국내 소비량은 1,120만 톤이었다. 원별
1차 에너지 소비구조는 천연가스와 석탄이 각각 45%와 20%, 장작과 바이오폐
기물이 각각 22%와 12%를 차지했다. 특히 장작은 전량 가정에서 소비되었고,
가정이 소비한 1차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의
가스 보급률이 70%대 수준에 불과하여 아직 농촌의 많은 가정에서 장작 등 바
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4-1-1 참조).
한편 2017년 콜롬비아의 최종 에너지 생산량은 2,258만 톤(toe)이었고, 이
중 494만 톤을 수출하고 283만 톤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량은 2,088만 톤을 기
록했다. 최종 에너지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오일(중유)이
었고,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솔린과 디젤이었다(표 4-1-2
참조).

표 4-1-1. 콜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현황(2017년)
(단위: Ktoe)

바이오매스
합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바이오
폐기물

기타

장작

생산

139,043

62,201

45,322

20,649

5,453

2,295

2,521

수입

12

-

-

12

-

-

-

604
-

수출

103,959

70,540

33,419

-

-

-

-

-

재고증감 등

-9,967

-13,912

-7,245

11,020

171

-

-

-

공급

45,063

5,573

19,147

9,642

5,282

2,295

2,521

604

변환

31,631

3,291

19,138

2,942

5282

344

41

593

손실

2,229

-

1,661

-

-

569

1

-

소비

11,202

2,281

10

5,038

-

1,382

2,480

11

3,708

67

-

1,172

-

-

2,469

-

가정
공공

388

-

-

388

-

-

-

-

산업

5,851

2,214

10

2,587

-

-

-

-

수송

498

-

-

498

-

-

-

-

기타

757

-

-

394

-

364

-

-

자료: UPME, BECO에 의거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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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콜롬비아 최종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현황(2017년)
(단위: Ktoe)

전력
합계

전력망

자가

발전

발전

디젤

가솔린

연료
오일

바이오연료
LPG 바이오 바이오
알콜

기타

디젤

생산

22,580

5,722

724

5,762

3,579

2,852

981

173

419

수입

2,828

7

-

1,026

1,583

8

69

-

-

136

수출

4,942

1

-

882

689

2,082

39

-

-

1,250

재고증감 등
공급

-415

654

20,881

5,074

2,368

439 -1,172

-928

173

419

-

285

5,400

778 1,012

0

0

1,254

7,077

손실

1,495

-

-

862

-140

466

260

-

-

47

소비

19,385

5,074

285

6,215

5,540

312

752

-

-

1,207

가정

2,349

1,993

-

-

-

-

347

-

-

10

공공

1,417

1,367

-

-

-

-

50

-

-

-

산업

1,589

1,089

285

66

8

11

92

-

-

37

수송

11,624

8

-

4,841

5,485

154

-

-

1,136

기타

2,407

617

-

1,309

46

146

263

-

-

25

자료: UPME, BECO에 의거 저자 재작성.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젤(32%), 가솔린
(26%) 등 석유제품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전력이 나머지 26%를 차지했
다.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는 수송 부문이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가정과 공공 부문이 각각 12%와 7%, 산업 부문은 8% 그리고 농업, 건
설, 광업 등 기타 부문이 12%를 차지했다(그림 4-1-1 참조). 콜롬비아 최종 에
너지 소비구조39)의 가장 큰 특징은 수송 부문의 비중이 크고 산업 부문의 비중
은 매우 작다는 것이다.

39) 2016년 세계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는 산업 37%, 수송 29%, 가정 및 상업 30%, 공공 등 기타
4%이며, 2018년 우리나라의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는 산업 61.5%, 수송 17.9%, 가정 17.5%,
공공 3.1%이다. IEA(2018a) 및 에너지경제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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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콜롬비아 원별/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구성(2017년)
(단위: %)

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자료: UPME, BECO에 의거 저자 작성.

1) 화석에너지 수급 현황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4위의 석유 생산국40)이자 라틴아메리카 8위의 천연
가스 생산국41)이다. 콜롬비아 석유 생산량의 1/3 정도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
지 2/3 정도를 수출하며, 천연가스 생산량은 대부분 국내 소비에 충당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최초의 상업적 유전 개발은 1905년 막달레나 강 중류의 바랑
카베르메하(Barrancabermeja)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1940~50년대에 다수
의 유전이 발견되면서 유전 개발이 활성화되었고, 1951년에는 국영석유회사
에코페트롤(Ecopetrol)이 설립되었다. 기존 유전의 고갈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하기도 했으나, 1983년과 1991년
에 각각 까뇨 리몬(Caño Limón) 유전과 꾸시아나-꾸삐아구아(CusianaCupiagua) 유전이 발견되어 석유 생산량이 다시 급증했다.

40) 2017년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1위 석유 생산국은 브라질(273만 b/d)이며, 그 뒤를 멕시코(222만
b/d), 베네수엘라(211만 b/d), 콜롬비아(85만 b/d), 아르헨티나(59만 b/d), 에콰도르(53만 b/d), 페
루(13만 b/d), 트리니다드토바고(10만 b/d) 등이 잇고 있다.
41) 2017년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1위 천연가스 생산국은 멕시코(407억㎥)이며, 그 뒤를 베네수엘라(3
74억㎥), 아르헨티나(371억㎥), 트리니다드토바고(338억 ㎥), 브라질(275억㎥), 볼리비아(171억㎥),
페루(130억㎥), 콜롬비아(101억㎥) 등이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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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콜롬비아 석유/천연가스/석탄 생산량/소비량 추이
(단위: Mtoe, Mtoe/일)

석유 생산량/소비량(Mtoe/일)

천연가스 생산량/소비량(Mtoe/일)

석탄 생산량/소비량(Mtoe)

석유/천연가스/석탄 소비량(Mtoe)

자료: Peakoilcolombia, https://peakoilcolombia.wordpress.com/tag/pico-del-petroleo-colombia/(검색일:
2019. 8. 15).

2000년대 들어 기존 유전의 고갈로 석유 생산량이 다시 급감하기 시작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석유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2003년에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 독점을 해체하고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에너지 개혁을 단행했다. 이
후 중소 규모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2005~06년 일일 50만 배럴 수준
으로 감소했던 원유 생산량이 2010~13년에는 다시 100만 배럴 수준으로 증
가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미국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
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일일 85만 배럴 수준42)으로 감소했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대부분 국내 소비에 충당하고 있
42) 원유 소비량은 일일 34만 배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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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4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3
년 132억㎥에서 2017년에는 101억㎥로 감소했으며,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서 일부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그림 4-1-2
참조).
콜롬비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확인 매장량과 가채연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
다. 콜롬비아는 2013년 기준으로 석유의 확인 매장량과 연간 생산량이 각각
24억 4,000만 배럴과 3억 6,800만 배럴로 가채연수는 6.6년이었다. 천연가스
는 확인 매장량과 연간 생산량이 각각 1,560억㎥와 128억㎥로 가채연수는 12
년이었다. 그러나 불과 4년이 지난 2017년 기준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 가채
연수가 각각 5.4년과 10.8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콜롬
비아가 조만간 1970년대와 같이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해상 유
전 등 비전통적 유전 개발 활성화와 기존 유전의 회수율 증진 그리고 오일샌드,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등 비전통 석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
는 해외 수입을 위해 2017년에 카리브 연안 카르타헤나에 1개의 액화천연가스
(LNG) 부유식 저장·재기화 플랜트(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를 건설했고, 태평양 연안 부에나벤투라에 추가로 재기화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석탄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1위, 세계 12위
의 석탄 생산국이자 라틴아메리카 1위, 세계 4위의 석탄 수출국이다. 콜롬비아
의 연간 석탄 생산량과 수출량은 각각 약 9,000만 톤과 8,000만 톤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등으로 촉발된 천연가스 공급 증가,
기후변화 위기대응 및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에 따른 석탄 수요 감소,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의 석탄의존도 감축 정책 등으로 콜롬비아의 석탄산업 전망
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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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에너지 수급 현황
콜롬비아는 전기에너지의 2/3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콜롬비
아의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중은 62.9%로 라틴아메리카 7위,43)
세계 29위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이 비중이 77.8%로 증가했다. 2016년 세
계 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중44)이 22.5%인 것을 감안하면 콜롬비아의 전기에너
지 공급 믹스는 매우 친환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4위, 세계 15위의 수력 전기에너지 생산국45)이
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깨끗한 재생에너지원인 수력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
고 있으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재생에너지원 발전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3]은 콜롬비아의 유효 전력설비용량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2018
년 1분기 기준 콜롬비아의 전력설비용량은 17,720MW이며, 이 중 재생에너지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0.2%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력발전이
69.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 비중은 29.8%(가스발전
11.4%, 석탄발전 9.7%, 석유발전 8.7%)이며,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중은

43)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위 국가는 파라과이(100%)이며, 그 뒤를 코스타리카(9
7.7%), 우루과이(96.5%), 브라질(80.4%), 베네수엘라(67.6%), 파나마(66.6%), 콜롬비아(62.6%),
엘살바도르(60.7%), 에콰도르(60.2%), 니카라과(53.4%), 과테말라(51.7%), 페루(50.1%), 온두라스
(50.1%), 칠레(43.3%), 아르헨티나(21.5%), 볼리비아(20.6%), 멕시코(15.3%), 도미니카공화국(10.
4%), 자메이카(8.2%), 쿠바(4.5%) 등의 순이다. 참고로 2016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8%
이다.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lectricity_produc
tion_from_renewable_sources(검색일: 2019. 10. 4).
44) 2016년 세계 전력 생산의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이 화력발전 67.3%, 재생에너지원 22.2%(수력 16.
6%, 신재생에너지원 5.6%), 원전 10.4%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p. 23.
45) 2016년 기준 라틴아메리카 최대 수력 전기에너지 생산국은 브라질(380,910GWh)이며, 그 뒤를 베
네수엘라(76,003GWh), 파라과이(63,770GWh), 콜롬비아(49,096GWh), 멕시코(30,698GWh),
아르헨티나(30,135GWh), 페루(24,172GWh), 칠레(23,174GWh), 에콰도르(15,833GWh), 코스
타리카(8,025GWh), 우루과이(7,842GWh), 파나마(6,523GWh), 과테말라(3,951GWh), 온두라스
(2,353GWh), 볼리비아(1,720GWh), 도미니카공화국(1,518GWh), 엘살바도르(1,343GWh), 니카
라과(427GWh) 순이다.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l
ectricity_production_from_renewable_sources(검색일: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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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콜롬비아 발전설비용량 추이
(단위: MW, %)

2015
수력

화력

2018.1분기

2017

비중

11,500

11,606

11,725

12,258

석탄

1,348

1,355

1,369

1,727

9.7%

가스

1,667

2,092

1,707

1,703

11.4%

석유

1,546

1,118

1,562

1,549

8.7%

소계

4.562

4,565

4,638

4,979

29.8%

93

96

134

146

0.82%

0

0

10

10

0.06%

풍력

18

18

18

18

0.10%

소계

111

114

162

174

0.98%

16,484

16,597

16,837

17,720

100%

바이오매스
신재생

2016

태양광

총 유효 발전설비용량

69.2%

자료: UPME(2018), Boletin Estadistico 2018.

0.98%(바이오매스 0.82%, 태양광 0.06%, 풍력 0.1%)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콜롬비아 발전설비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
은 수력(758MW)이고, 그다음이 석탄화력(379MW)이었다. 특히 석탄화력 설
비용량이 증가한 것은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패러
다임과 상반되는 것이지만, 2015~16년의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화력발
전소 건설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는 각각 53MW와 10MW 증가
하는 데 그쳤다.
2017년 콜롬비아의 전력 생산량은 78,973GWh을 기록했다. 이 중 수력발
전이 7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력발전은 20.4% 그리고 신재
생발전은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16년 동안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력 생산량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36%와 34%로 증가했다(표 4-1-4 참조). 콜롬비아는 1991~92년에도 가뭄
으로 인해 제한송전을 실시하는 등 전력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2015~16년에
도 전력위기가 재발하여 ‘스위치를 끄면 돈을 번다(Apagar Paga)’라는 긴급

80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정전 사태 예방을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
했으나, 가뭄이 해소되어 동 프로그램이 조기에 종료되고 큰 피해 없이 전력위
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표 4-1-4. 콜롬비아 전력 생산량 추이
(단위: GWh)

화력

신재생

2017

2000

2005

2010

2015

2016

수력

32,074

39,803

40,401

48,568

49,096

61,434

석탄

2,201

2,469

4,095

7,090

6,210

3,182

4.0%

가스

8,253

7,399

11,970

17,955

15,935

10,717

13.6%

비중
77.8%

석유

101

114

502

3,057

4,076

2,214

2.8%

소계

10,555

9,982

16,567

28,102

26,221

16,113

20.4%

496

503

2,417

1,371

1,460

1,423

1.8%

-

49

39

68

51

3

0.0%

43,125

50,337

59,424

78,109

76,828

78,973

100.0%

바이오매스
풍력
합계

자료: IEA, https://www.iea.org/statistics/?country=COLOMBIA&year=2016&category=Electricity&indicator=El
ecGenByFuel&mode=chart&dataTable=ELECTRICITYANDHEAT(검색일: 2019. 10. 4)에 의거 저자 재작성.

한편 콜롬비아의 전력계통은 단일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통합전력망
(SIN: Sistema Interconectado Nacional)은 전체 영토의 48%에 걸쳐 구축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가통합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비전력망(ZNI:
Zonas No Interconectadas) 지역이다. 비전력망 지역은 콜롬비아 전체 영토
의 52%, 총 인구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전력보급률은 98%에
이르고 있다. 현재 47만 가구, 약 120만 명이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비전력망 지역에 소재
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고립된 비전력망 지역의 전력 공급은 주로 소규모
디젤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
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특히 비전력망 지역의 전력보급률 100% 달성을 도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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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전환 전망
콜롬비아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차 에너지 공급 규모는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
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4,000만 톤을 넘어섰다. 에너지 공급 믹
스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석유와 석탄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와
수력의 비중은 증가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큰 변동 없이 1% 미만의 매우 미
미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현재 콜롬비아 1차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이며, 그 뒤를 수력, 천연가스, 석탄, 신재생에너
지가 잇고 있다(그림 4-1-3 참조).
콜롬비아의 에너지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에너지 공급 믹스
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PME는 콜롬비아 장기에너지계획
2050(PEN 2050)에서 콜롬비아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믹스 변화 전망에 대한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46)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콜롬비아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과 에너지 공급 믹스 구성비가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고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와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추가한 경우의 5가
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Base)는 콜롬비아의 에너지 수요가 2010~50년 동안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 에너지의 전기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를 가정한 시나리오(ME)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가장 낮고, 에너지효율이 개
선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EE)가 그 다음으로 낮은 에너지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4-1-4 참조).
46) 동 시나리오의 기본 가정은 ① 경제성장률: 2014~30년 4.6%, 2030~50년 3.5% ② 인구증가율: 통계
청(DANE) 전망치 ③ 전기에너지 수요 증가율: 2% ④ 천연가스 수요증가율: 최종 에너지 2.98%, 전력
생산 등 에너지 전환 투입 2.6% ⑤ 에너지소비 증가율: 최근 추세 지속 가정 ⑥ 산업과 수송 부문의 에
너지 사용 구조와 에너지 효율: UPME 추정치 가정 ⑦ 장작: 농촌 장작 사용 점진적 축소 ⑧ 천연가스
와 전력 보급률: 점진적 증가 ⑨ 수송 부문 에너지 수요: 점진적 증가 ⑩ 수송부문 천연가스 사용률: 점
진적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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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콜롬비아 에너지 공급 규모와 공급믹스 변동 추이
(단위: Mtoe, %)

자료: Peakoilcolombia, https://peakoilcolombia.wordpress.com/2018/07/16/bp-statistical-review-2017-icolombia/(검색일: 2019. 8. 14).

UPME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는
2010년 1,150PJ47)(페타줄), 석유환산톤으로 2,747만 톤(toe)에서 2050년에
는 2,584PJ(6,817만 톤)로 증가하고, 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는 석유 58%, 천
연가스 13%, 석탄 16%, 수력 10%, 바이오폐기물 3% 등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는 기본 시나리오가 2010~12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과 소비 구조
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7) 1PJ(페타줄) = 23,884toe(석유환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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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콜롬비아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PJ)

자료: UPME(2015).

표 4-1-5. 콜롬비아 에너지 전환 전망 시나리오
(단위: PJ)

최종 에너지
디젤
전력
천연가스
가솔린
장작
석탄
케로신
바이오폐기물
LPG
원유
바이오디젤
일반폐기물
목탄
바이오알콜
연료유
코크스
태양광
합계

2010
B
218
181
175
101
78
49
39
33
29
23
11
11
10
6
4
3
0
971

2020
B
285
221
211
184
65
47
55
28
30
38
20
9
7
10
4
2
0
1,216

ME
202
382
194
114
46
14
41
20
9
51
10
6
5
7
1
2
0
1,106

2030
B
359
273
266
251
60
60
67
26
38
47
23
8
7
12
5
1
0
1,231

ME
118
628
183
92
31
11
44
13
7
109
3
4
3
7
1
1
0
1,256

2040
B
455
333
333
298
59
76
82
25
48
59
28
8
6
14
7
1
0
1,833

자료: UPME(2015),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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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41
958
171
54
18
7
47
8
4
101
0
2
2
6
0
1
0
1,420

2050
B
580
408
421
340
57
97
99
24
62
73
34
8
6
17
8
1
0
2,235

ME
0
1,429
162
0
6
3
1
3
2
1
0
1
1
0
0
1
0
1,609

한편 UPME는 기본 시나리오 이외에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T1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증가를 위해 천연가스와 전기에너지
소비 증가를 가정한 경우이다. T2 시나리오는 T1 시나리오의 가정에 신재생에
너지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가정을 추가한 경우이다. ME 시나리오는 기본 시
나리오에 수송, 산업, 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전
기에너지로 대체되고, 2050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최종 에너지 소비의
0.5%와 1.7%를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EE 시나리오는 기
본 시나리오에 에너지 효율이 2030년까지 25% 그리고 2050년까지 30% 증가
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0.6%와 2%를 차지할 경우이다.
[표 4-1-5]와 [그림 4-1-4]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ME 시나리오의 경우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가장 낮다.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콜롬비아 에너지 수요는 2,235PJ(5,338만 톤)이고, ME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보다 28% 적은 1,609PJ(3,843만 톤)이다. 또한 2050년 원별 에
너지 소비구조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90%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
량이 많은 화석연료 중 석유와 석탄은 사라지며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만 남게 된다. 즉 ME 시나리오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인 깨
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 이상적인 미래의 에너지 모습을 나타
낸 것이다(그림 4-1-5 참조).
ME 시나리오대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
대 등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전기에너지의 100%를 재생에
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이미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이르고 있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을 적
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기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
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모든 국가가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콜롬비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이 확대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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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전기화(ME: Mundo Eléctrico) 시나리오의 에너지 전환 전망
(단위: PJ)

자료: UPME(2015), p.176.

한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2050년에는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
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은 2050년까지 세계 전기
에너지 생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경제적
으로도 유리하다는 전망을 제시48)하고 있다. 그린피스, 세계풍력에너지협회
그리고 유럽재생에너지협의회(EREC)도 2050년까지 세계 전기에너지의 70%
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49)하고 있다.
콜롬비아도 2050년에 전력 생산의 100%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것이 가
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비용은
물론 수력발전의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 취약성과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간헐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48) WWF(2012).
49) Greenpeace, GWEC, EREC(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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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정책
가. 에너지정책 약사
콜롬비아가 최초로 에너지 부문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1982년
이다. 국가기획청(DNP) 주도로 50명 이상의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
에너지연구(Estudio Nacional de Energía)50)라는 중장기에너지계획을 수
립했다. 콜롬비아의 에너지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졌으
나,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실질적 조치는 많지 않았다.
콜롬비아의 에너지 부문에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초이
다. 에너지 부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CNE: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가 설립되었고, 1994년에 국가에너지위원회 주도로
콜롬비아 최초의 국가에너지계획(Plan Energético Nacional, 1994~2008)
을 수립했다. 그 당시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였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은 전력부문 민영화였다. 1990년대
초에 극심한 가뭄과 투자 부진으로 제한송전을 실시하는 등 전력위기를 겪은
것이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었다. 1997년에는 두 번째 국가에너지
계획(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Autosuficiencia Energética Sostenible)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국가에너지계획 1994~2008(PEN 1994~2008)의 하위
실행계획이었다.
2003년에는 세 번째 국가에너지계획 2003~20(Estrategia Energética
Integral, Visión 2003~20)을 수립했고,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등에 시나리
오 분석기법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정책목표는 모든 에너지 부문에서의 시장기
능 강화였으며, 실질적 정책수단은 석유·천연가스 부문의 시장 개방이었다. 에

50) Estudio Nacional de Energía(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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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국내외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었고, 국영석유공사 에코페트롤(Ecopetrol)의 기능을 조정하고, 석유
탐사개발 양허권 부여 등을 담당할 석유청(ANH: Agencia Nacional de
Hidrocarburos)을 설립하였으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디젤과 가솔린 가
격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했다.
2006년에는 네 번째 국가에너지계획 2006~25(Contexto y Estrategias
2006~25)를 수립했다. 정책목표는 에너지 부문의 경제발전 기여 극대화였으
며, 세부 정책목표는 에너지의 중장기 공급 보장, 지역 에너지 연결망 강화, 시
장 경쟁시스템 강화, 에너지 보급률 확대 등이었다. 이때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천연가스 부문의 국내 민간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로열티,
조세 등 에너지 관련 재정수입도 크게 증가한 시기였다.
2010년에는 UPME가 콜롬비아국립대학과 바빌로체에너지정책재단 컨소
시엄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다섯 번째 국가에너지계획 2010~30(Plan
Energetico Nacion 2010~30: PEN 2010~30)을 수립했다. 동 계획의 정책
목표는 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과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변화 ② 에너지
보급률 확대 ③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었다. 2010년의 제5차 국가에너지계획 2010~30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제시
하였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
했다. 그러나 제5차 중장기에너지계획도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
환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한 첫
번째 정책목표로 제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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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에너지정책
콜롬비아 에너지정책은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
다.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새로운 기관들이 설립되
는 등 에너지 부문의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었다. 현재 콜롬비아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은 광물에너지부(MME)이며, 산하기관으로 석유개발청(ANH),
광물청(ANM), 광물·에너지기획단(UPME), 에너지가스규제위원회(CREG),
비전력망지역에너지기획단(IPSE), 지질연구소(SGC) 등이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에도 세계 에너지 정세와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석
유자원 고갈 위험과 전기에너지의 높은 수력발전 의존도 등의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최근 에
너지정책은 2015년 1월에 수립된 제6차 국가에너지계획(PEN 2050)과 2019
년 5월에 법률로 제정된 이반 두께 정부의 국가발전계획(DNP 2018~22)에 제
시되어 있다. 현재 콜롬비아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정책의 기조
가 석유·천연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원 개발 활성화에서 풍력, 태양광 등 비전
통적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로 변화한 것이다.
콜롬비아는 제6차 국가에너지계획과 국가발전계획 시행을 위한 부문별
실행계획51)으로 에너지보급률 확대계획 2016~20(Plan Indicativo de
Expansión de Cobertura de Energía Eléctrica: PIEC 2016~20), 발전·송
배전 확충계획 2016~30(Plan de Expansión de Referencia Generación
Transmisión 2016~30), 에너지효율성실행계획 2017~22(Plan de Acción
Indicativo de Eficiencia Energética: PAI PROURE52) 2017~22) 등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신재생에너지법(법률 제1715호)｣을 제정했다.

51) IEA,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renewableenergy/?country=Colombia(검
색일: 2019. 8. 15).
52) PROURE: Programa Nacional de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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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콜롬비아는 2016년에 콜롬비아 스마트 그리드 비전 203053)(Smart
Grids Colombia Visión 2030)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ICT 기술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 콜롬비아 국가에너지계획 2050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에너지 계획 2050(Plan Energético Nacional
Colombia: Ideario Energético 2050)’에서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침과 목표
를 제시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국가에너지 계획 2050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
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내용으로 판단할 때 콜롬비아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침
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인 에너지 전환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에너지 전환
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 부문의 실질적 정책수단이자 5대 정책목표54)로서 ① 에
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공급 믹스 다변화 ②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③
에너지 보급률 확대 ④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 ⑤ 에너지 부가가치 창출을 제시
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보조적 정책수단
이자 2대 목표로서 ① 에너지부문 인적자원 육성과 ② 에너지 제도 발전을 제
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인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공급 믹스 다변화는 각각
석유자원 고갈과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가 콜롬비아 에너지 부문의
가장 큰 정책과제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콜롬비
아 정부는 이를 위해 ① 석유 공급 증대 ② 가스 연료 공급 보장과 인프라 확충
③ 전기에너지 발전원 다변화 ④ 소규모 분산 발전(마이크로 그리드)과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 ⑤ 송전망 인프라 확충 ⑥ 운송 부문 연료 다변화 ⑦ 바이오매스
활용 증진 등 7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53) UPME(2016a). 동 연구는 우리나라가 미주개발은행에 출연한 신탁기금의 지원으로 실행된 기술협력
사업(CO-T1337)의 최종보고서이다.
54) 우리나라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중점과제는 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② 깨
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③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④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 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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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목표인 에너지 수요 관리는 에너지 손실 절감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과 가격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는 일
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이며, 전력, 가스 등 에너지의 수요
가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고, 에너지 비용은 기업은 물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에너지 보조금이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콜롬
비아 정부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세부 목표로 ① 전력, 가스, 일반 연료의
보조금과 조세감면 축소 등 효율적 가격정책 추진과 ②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인 에너지 보급률 확대는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보급률
100% 달성과 전력보조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세부
목표로 ① 보편적 전력 서비스 달성 ②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보급 ③ 전력 및
가스의 서비스 정상화 ④ 전력 보조금 축소를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 전력 서비
스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 비전력망지역(ZNI), 전력망 정상화 부문을 위한 3
개의 특별 기금((농촌에너지기금(FAER), 비전력망지역에너지기금(FAZNI),
전력망정상화프로그램(PRONE))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보급을 위해 비전력망 지역의 디젤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비전통에너지,
FNCE)로 대체하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도전(盜電) 등 불법 에너지 사용 근절
을 위한 스마트 계량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 목표인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는 인접 국가들과 전력망 및 가스관 연
결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통합을 장려하고 에너지 공급의 신뢰도와 안정
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 목표로 ① 인접
국가와의 전력망 연결 ② 천연가스 가스관 연결 ③ 에너지 물류인프라 개발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전력망은 현재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와 송전망이 연결되
어 있고 파나마 및 중미 국가들과 송전망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현
재 베네수엘라와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나, 국내 천연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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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위해 천연가스 재기화 플랜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 번째 목표인 소득 유지와 생산 변화 및 부가가치 제고는 에너지 부문이
콜롬비아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콜롬
비아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소득 유지를 위한 세부 목표로 ① 투자 증진을 통한
소득 유지와 로열티 관리 개선 ② 거시경제 조정과 생산 변화 ③ 에너지 산업 클
러스터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투자 증진을 위한 세제 개혁과
로열티 수입배분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과 환경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반군들의 테러 공격 예방활동 강화,
지역사회와 자원개발회사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재정준칙과 국부펀드의 운영 등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보고타, 볼리바르 주 그리고 아뜰란띠꼬 주에 석유 및 석유화학 단지 조
성을 통한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 국가개발계획의 에너지 관련 개발계획
콜롬비아 이반 두께 정부는 2019년 5월에 법률로 제정된 ｢국가개발계획
2018~22(콜롬비아를 위한 약속, 형평성을 위한 약속)｣에서 분야별 약속 중
Ⅷ. 공공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위한 약속, Ⅸ. 광물·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회 확대를 위한 약속 등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가개발계획을 밝
히고 있다.
국가개발계획의 Ⅷ. 공공서비스 질과 효율성 개선 약속(Pacto por la
calidad y eficiencia de servicios publicos: agua y energia para
promover la competitividad y el bienestar de todos)은 전력과 상수도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전력 관련 발전 목표로 ① 전력시장 현대화
와 혁신 장려 ② 경쟁 촉진 ③ 규제 개혁 ④ 전력보급률 확대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전력 수요와 공급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에
너지절약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모델55)의 도입, 지능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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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계량시스템(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도입, 소용량 태양
광발전 등 분산발전(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장려, 비전통 에
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기금(FENOGE: El Fondo de Energias no
Convencionales y Gestion Eficiente de la Energia )을 활용한 에너지 대
체(디젤을 가스로)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 계획 등 제시하고 있다.
국가개발계획 Ⅸ. 광물·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회 확대를 위한
약속(Pacto por los recursos mineroenergéticos para el crecimiento
sostenible y la expansión de oportunidades)은 환경사회 영향을 감안한
광물·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안보에 관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광물·에너지
개발의 세부목표로는 ① 광물·에너지 분야의 성장 동력 역할 강화 ② 광물·에
너지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세
부 목표로는 ① 비전통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다변화 ② 에너지 공급 안정
성 보장 강화 ③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3) 에너지 전환 미션(Misión para la transformación energética)
2019년 5월 이반 두께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을
위해 20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기구인 ‘에너지 전환 미션(Misión
para la transformación energética)’을 출범시켰고, 동 기구는 6개월 이내
에 콜롬비아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작성·발표할 예정이다. 동 기구는 콜롬비
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중점과제로 ① 에너지 시장구조 개편 ② 에너지
전환에서 천연가스의 역할 ③ 에너지 분산발전과 디지털화 그리고 수요 관리
④ 에너지 보조금 개혁 ⑤ 에너지 제도 및 규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56)
이반 두께 정부는 2022년까지 최소 1,500M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
55) 노후화되거나 저효율인 에너지 사용시설을 고효율 시설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조달하고 대체
사업 이후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56) Gobierno de Colombia, https://energiaevoluciona.org/transformacion#(검색일: 2019. 9.
30).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 93

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확충하고,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와 지능화를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반 두께 대통령은 동 특별기구 출범식에서 콜롬비아
는 세계에서 6번째로 깨끗한 에너지 공급 믹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취
약성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콜롬비아의 에너지 수요가 연
평균 약 4% 증가했고, 이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면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투자 확
대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임기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500MW 확충
목표를 달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 믹스를 가진 국가로 도약할 것
을 천명했다.

3. 기후변화정책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후변화 취약성
콜롬비아는 에너지 강국일 뿐 아니라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과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 청정국가이다. 콜롬비아의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57)는 세계 189개 국가 중 177위이며,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쿠바와 파나마와 함께 에너지집약도가 가장 낮은 국가58)로 분
류된다. 이는 콜롬비아의 산업구조 내 서비스업의 비중이 64%로 높은 반면, 제
57) 에너지원단위(또는 에너지집약도)는 GDP 1,000달러를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58)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2015년 기준 에너지원단위(MJ/USD) 순위(세계)는 트리니다드토바고(3위),
아이티(16위), 온두라스(52위), 니카라과(61위), 자메이카(69위), 볼리비아(77위), 베네수엘라(84
위), 과테말라(92위), 아르헨티나(97위), 브라질(106위), 파라과이(114위), 칠레(123위), 멕시코(128
위), 엘살바도르(133위), 에콰도르(134위), 우루과이(156위), 코스타리카(164위), 페루(167위), 도
미니카공화국(175위), 콜롬비아(177위), 파나마(180위), 쿠바(181위) 등이며, 참고로 한국의 순위는
43위이다. Knoema, https://knoema.com/atlas/ranks/Energy-intensity(검색일: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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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비중은 13%에 불과하여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작
기 때문이다. 콜롬비아는 또한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59) 순위가 세계
180개 국가 중 143위로 라틴아메리카 국가60) 중에서는 우루과이, 파라과이,
쿠바, 코스타리카에 이어 다섯 번째로 탄소집약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
는 콜롬비아의 에너지 공급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화
석에너지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표 4-1-6. 콜롬비아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 비교(2014년 기준)
단위

콜롬비아

중남미

세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MtCO2e

183

3,940

48,892

632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2e

4.0

6.3

6.9

12.5

배출 집약도

tCO2e/백만 달러

540

674

673

540

자료: Climatewatch 및 Germanwatch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콜롬비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결코 적지 않다. 콜롬비아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라틴아메리카 5위,61) 세계 46위로 기후변화 책임에서 자유롭지
59) 탄소집약도는 에너지 소비량 또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을 의미하며, 탄
소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0)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탄소집약도 순위(세계)는 트리니다드토바고(4위), 베네수엘라(21위), 자메이
카(32위), 아르헨티나(34위), 볼리비아(58위), 에콰도르(76위), 온두라스(78위), 멕시코(91위), 칠레
(95위), 니카라과(116위), 브라질(120위), 도미니카공화국(122위), 과테말라(123위), 페루(124위),
엘살바도르(134위), 파나마(135위), 콜롬비아(143위), 코스타리카(151위), 쿠바(153위), 파라과이
(155위), 우루과이(158위) 등이며, 참고로 한국의 순위는 40위이다. World Data Atlas, https://kn
oema.com/atlas/ranks/CO2-emissions-intensity(검색일: 2019. 10. 5).
61) 2014년 기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순위(세계)는 브라질(13억 6,000만 톤, 6
위), 멕시코(7억 3,000만 톤, 11위), 아르헨티나(4억 4,000만 톤, 18위), 베네수엘라(3억 4,000만 톤,
25위), 파라과이(1억 8,000만 톤, 45위), 콜롬비아(1억 8,000만 톤, 46위), 페루(1억 6,000만 톤, 48
위), 볼리비아(1억 3,000만 톤, 50위), 에콰도르(9,453만 톤, 57위), 온두라스(4960만 톤, 82위), 과
테말라(3840만 톤, 93위), 쿠바(3287만 톤, 101위), 파나마(2631만 톤, 112위), 트리니다드토바고
(2492만 톤, 116위), 도미니카공화국(2441만 톤, 117위), 우루과이(2270만 톤, 119위), 니카라과(1
474만 톤, 126위), 엘살바도르(1255만 톤, 131위) 자메이카(1017만 톤, 138위), 코스타리카(253만
톤, 160위), 칠레(-779만 톤, 189위) 등이다. 참고로 한국의 순위는 세계 12위이다. ClimateWatch,
https://www.climatewatchdata.org/(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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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한 상황이다. 세계자원기구(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기후
분석지표툴(CAIT: Climate Analysis Indicator Tool)에 따르면, 2014년 콜
롬비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8,300만 톤(CO2e)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
출량(489억 톤)의 0.37%를 차지62)하고 있다. 한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평균인 6.9톤에 비해 보다 크게 낮은 4톤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7. 콜롬비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MtCO2e 및 GtCO2e)

콜롬비아(2014)
배출량

한국(2016)

비중

배출량

세계(2014)GtCO2e

비중

배출량

비중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89
8
54
12

49%
4%
30%
7%

604.8
51.5
21.2
16.5

93%
8%
3%
2%

36.0
3.2
5.2
1.5

73.3%
6.5%
10.6%
3.1%

소계

163

-

694.0

-

45.9

-

토지이용·임업(LULUCF)

20

10%

-44.5

-7%

3.2

6.5%

합계

183

100%

649.5

100%

48.9

100%

자료: ClimateWatch, https://www.climatewatchdata.org(검색일: 2019. 10. 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http://www.
gir.go.kr(검색일: 2019. 10. 5).

한편 콜롬비아는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세계 평균이나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다르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
보면, 에너지 부문이 49%로 가장 크며 농업 30%, 임업/토지이용(LULUCF)
10%, 폐기물 7%, 산업공정 4% 순이다. 콜롬비아는 세계 여타 국가들과 마찬
가지로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지만, 세계 평균이나 한국과 비
교해서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낮은 수준이
며, 토지이용·임업과 농업 부문을 합친 농림업·기타토지이용63)(AFOLU) 부문
62) 라틴아메리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39.4억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3톤이다. ClimateWatch, https://www.climatewatch
data.org/ ghg-emissions?breakBy=regions-ABSOLUTE_VALUE&gases=177&regions=W
ORLD%2CLAC&sectors=509&source=42(검색일: 2019. 10. 5).
63) IPCC 2006 가이드라인(GL: Guidelines, 이하 ‘GL’)에서는 이전의 지침에서 분리되어 산정, 보고되
었던 ‘농업’과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 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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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0%로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림업64) 부문에서 가축의
분뇨 등 축산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과 목초지 확대와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훼
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65)

그림 4-1-6. 콜롬비아 산림훼손 추이
(단위: 헥타르)

자료: IDEAM(콜롬비아 기상청).

특히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의 산림훼손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국토의 51.6%가 산림인데, 최근 산림훼손 면적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그림 4-1-6 참조). 이는 목초지 확대와 더불어 최근 불법 코카인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이반
두께 대통령 취임 이후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반 두께
대통령은 2019년 5월 열대우림동맹(Tropical Forest Alliance) 연차총회에
stry)’ 부문은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AFOLU :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이하 ‘AFOLU’)’이라는 하나의 분야로 통합되었다.
64) 2013년 기준 경작지 면적은 431만 헥타르, 농작물 생산량 2,658만 톤, 가축 사육두수는 2,417만 두,
2012년 현재 콜롬비아의 총 산림 면적은 국토의 52.5%인 6,000만 헥타르이다(환경부(2015), ｢온실
가스 보고서｣, p. 43).
65) MADS(2015), Primer Informe Bienal de Actualización de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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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2022년까지 1억 8,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콜롬비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취
약성 순위는 세계 181개국 중 49위로 1998~2017년 동안 연평균 손실규모가
GDP의 0.13%인 6억 3,000만 달러(PPP 기준)에 달하고 있다. 1998~2018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의 85%가 이상 기후로 인한 것이었으며, 대표적으로는
2010~11년의 라니냐 현상과 2014~16년의 엘니뇨 현상이었다. 이로 인한 경
제적 피해규모는 각각 GDP의 2%와 0.6%에 이르렀다.66) 콜롬비아의 자연재
해 발생 건수는 연평균 60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의 84.7%가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67)
콜롬비아 기상청(IDEAM)은 2017년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 분석 보고
서’68)에서 콜롬비아 인구 전체가 기후변화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 중 10%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콜롬비아의 평균기온은 세
기 말에 2.14°C 상승하고, 아마존과 카리브 지역은 강수량이 10~30% 감소하
고 안데스 지역은 10~30% 증가하여 해수면 상승, 해빙, 수자원 감소, 가뭄, 산
사태, 홍수 등을 유발하여 농업과 인프라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
어 기후변화 위험에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식량안보, 주거 그리고 인프라 등을
지적하고 있다.

66) DNP(2019), PND, p. 493.
67) MADS(2017), Politica Nacional de Cambio Climatico, p. 16.
68) IDEAM(2017b), Análisis de Vulnerabilidad y Riesgo por Cambio Climá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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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정책 약사
콜롬비아는 기후변화의 책임69)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지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1994년
과 2000년에 각각 법률 제164호와 법률 제629호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2003년에는 국가경제사회정책위원회
(CONPES)가 탄소배출권매각전략(CONPES 3242)을 승인했고, 2011년에는
기후변화제도구축전략(CONPES 3700)을 수립했다.
콜롬비아는 2015년에 파리협정에 가입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20~30% 감축하겠다는 자발적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했다. 2016년에는 기후변화
적응계획(PNACC: Plan Nacional de Adaptación al Cambio Climático)
을 수립하고 ① 콜롬비아 모든 지방의 지역별 기후변화 실행계획 수립 ② 기후
변화 적응관련 지표 개발 ③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④ 기후
변화를 감안한 국가 주요 경제계획 수립과 실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시행령 제298호(Decreto 298)｣를 통해 기후변화국가시
스템(SISCLIMA: Sistema Nacional de Cambio Climático)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는 ｢기후변화법(법률 제 1931호)｣을 제정하고 부문별기
후변화관리 계획(PIGCCS)과 지역별기후변화관리계획(PIGCCT)을 수립했다.
｢기후변화법｣ 제4조에서 기후변화국가시스템(SISCLMA)은 기후변화 감축과

69) 2014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89톤 중 약 2/3인 321억 5,000만 톤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2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12대 온실가스 배출국은 중국(116톤), 미국(63억 2,000만 톤),
인도(32억 톤), 인도네시아(24억 7,000만 톤), 러시아(20억 3,000만 톤), 브라질(13억 6,000만 톤),
일본(13억 2,000만 톤), 캐니다(8억 7,000만 톤), 독일(8억 2,000만 톤), 이란(8억 톤), 멕시코(7억 3,
000만 톤), 한국(6억 3,000만 톤)이다. ClimateWatch, https://www.climatewatchdata.org/da
ta-explorer/historical-emissions?historical-emissions-data-sources=42&historical-em
issions-gases=177&historical-emissions-regions=All%20Selected&historical-emissionssectors=509&historical-emissions-start_year=2014&page=1(검색일: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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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위한 정책, 규범, 과정, 정부 및 민간 조직, 계획, 전략, 정책수단, 메커니
즘, 정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법｣ 제30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PNCTE)을 규정하여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배출권 거래제도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다. 최근 기후변화정책
콜롬비아의 기후변화정책은 6개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지역별, 부문별 계
획 그리고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1-7 참조). 중장기 기후
변화 전략 6개는 기후변화적응계획(PNACC), 저탄소개발전략(ECDBC), 산림
전용방지전략(REDD+), 재난금융보호전략(EPFFD), 재난위험관리계획(PNORD)
그리고 기후금융전략(ENF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실행계획은 저탄소
기후회복적도시개발전략(DURCBC), 저탄소기후회복적농촌개발전략(DRRCBC)
그리고 저탄소기후회복적생태관리·보존전략(MCESEDBCRC) 3개로 구성되
어 있고, 부문별 기후변화 실행계획은 저탄소기후회복적광물․에너지개발전략
(DMEBCRC)과 저탄소기후회복적인프라개발전략(DIERCBC) 2개가 있다. 콜
롬비아 정부는 기후변화정책의 보조적 정책수단 4가지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
교육, 기획, 재원조달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0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그림 4-1-7. 콜롬비아 기후변화정책 체계

자료: 콜롬비아 환경부(MADS).

콜롬비아 기후변화정책의 목표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축소하고 발전의 기회
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는 첫째, 지역별 및 부문별 국가개발계획(도시
개발, 농촌개발, 광물․에너지 개발, 인프라 개발 등)에 기후변화정책 반영, 둘
째, 생태계 관리와 보존에 기후변화정책 반영, 셋째, 기후 회복적이며 저탄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 넷째, 에너지정책 실행의 효
과성 증진을 위한 제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자발적감축목표(INDC)
콜롬비아 정부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에 가입70)하였고,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
70)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4월에 파리협정에 서명했고, 2017년 6월에 국회의 비준을 받았으며, 2018
년 8월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파리협성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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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 2015년 9월에 자발적감축목표(Intended NDC)71)를 제출했다. 한편
파리협정 당사국은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콜롬비
아 정부는 2020년에 새로운 NDC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 정부가 2015년 9월 UNFCCC에 제출한 자발적감축목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72)는 335MtCO2e이다. 콜롬
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20%인 67MtCO2e를 무
조건 감축하고 선진국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30%인 100MtCO2e를 감축하겠
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2030년 콜롬비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는 5.8톤(tCO2e)이며, 무조건 감축 목표치는 4.6톤이다(그림 4-1-8 참조).

그림 4-1-8. 콜롬비아 온실가스 자발적감축목표(INDC)
(단위: MtCO2e)

자료: Gobierno de Colombia(2015), p. 2.

한편 콜롬비아의 자발적감축목표는 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224MtCO2e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작성
방법을 변경73)함에 따라 자발적감축목표 및 제1차격년갱신보고서(BUR)와
71)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제출한 것은 자발적(Intended) 감축목표(NDC)라고 하며, 채택 후 제출한 것은
감축목표 또는 국가결정기여(NDC)라고 한다. 환경부(2016b), p. 23.
72)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24MtCO2e였다. Gobierno
de Colombia(2015), p. 2.
73) Katharina Lütkehermöller et al.(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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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제출한 제3차 국가보고서(Third National Communication)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준연도인 2010년의 온
실가스 배출량이 당초 224MtCO2e에서 281MtCO2e로 수정되었다. 콜롬비
아 정부는 농림업·기타토지이용(AFOLU)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기준
을 지방정부의 통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추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있
다.74)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자발적감축목표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
치와 목표치가 모두 수정되어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5년 마다 제출하는 2020
년 NDC에서 새로운 배출 전망치와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기후변화국가시스템(SISCLIMA)을 구축하고 기후변화법
을 제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총량만 제시하고 있을 뿐, 배출원별 또는
경제활동별 세부 감축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활
동을 위해 부처별 및 지역별 실행기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콜롬비아 정부의 2차격년갱신보고서(BUR)에 따르
면, 온실가스 감축활동(NAMAS: Acciones de Mitigación Nacionalmente
Apropiadas) 대부분은 준비 또는 계획 단계에 있고, 일부가 선진국 지원이 있
는 경우 파일럿 사업을 수행하는 실행 단계75)에 있다.
콜롬비아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림과 농업 그리고 에
너지 분야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산림훼손 방지와 식목76)을 통해 34MtCO2e,
그리고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 16MtCO2e의 온실가
74) IDEAM(2017a), p. 29.
75) 16개 온실가스감축활동(NAMAS) 중 3개는 실행단계, 9개는 계획수립단계, 4계는 준비단계에 있다.
Gobierno de Colombia(2018), p. 237.
76) 이반 두께 대통령은 2019년 9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2022년까지 산림훼손을 17% 축소하고
1억 8,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밝혔다. PeriodicoElparamo, https://www.periodic
oelparamo.com/ ya-llego-el-momento-de-pasar-de-los-discursos-a-las-acciones-dijo
-el-presidente-duque-al-intervenir-en-la-cumbre-sobre-cambio-climatico/(검색일: 20
1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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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2년 10%, 2030년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 분야에서도 38MtCO2e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비전력망 지역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전력
사용 인구수를 현재 1만 6,000명에서 2022년까지 40만 명으로 확대하는 계획
도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기후변화 감축활동(NAMAS)은 대부분 계
획 단계에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2) 국가개발계획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내용
콜롬비아 이반 두께 정부는 2019년 5월에 법률로 제정된 국가개발계획
2018~22(콜롬비아를 위한 약속, 형평성을 위한 약속)에서 분야별 약속 중 Ⅳ.
지속가능성을 위한 약속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가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의 Ⅳ. 지속가능성을 위한 약속(Pacto por la
sostenibilidad)의 목표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 도모를 제시하고 있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로 ① 지속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
는 생산 ② 생물다양성과 자연 보호 ③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재해 예방 ④ 환경
관련 기관과 제도의 현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생산을 위한 세부 목표로 ①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감축에 부합하는 생산으로의 전환 ② 공기, 물,77) 토양
의 질 개선 ③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순환경제 촉진 ④ 지속가능성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재원조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①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부합하는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
안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교통,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장려,
저탄소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 장려,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탄소중립 건물 보급,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77) 2016년 기준으로 콜롬비아의 하수처리 비율은 42.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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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및 개발협력 사업 동향
가. 국내외 민간투자 동향
콜롬비아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에너지 안보)과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너지 전환)이다. 콜롬비
아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과 석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
는 에너지 개혁을 단행했고,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문
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ICT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발전(마이크로 그
리드)과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성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그
림 4-1-9]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 부문은 콜롬비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콜롬비아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1994~2014년 동안 콜롬비아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중 석유 등 에너지 자
원개발 부문과 전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상회하고 있다.78) 한편 콜
롬비아의 주요 투자국은 미국(20.2%), 파나마(12.8%), 영국(11.3%), 스페인
(10.3%) 등이며, 최근에는 중국의 투자도 빠르게 증가79)하고 있다.

78) 콜롬비아의 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석유산업 25.4%, 제조업 17.4%, 광업 14.9%, 금융업 13.
1%, 교통통신업 10.5%, 도소매업 8.2%, 전력산업(상수도 포함) 4.8%, 건설업 3.1%, 기타 2.5%이다.
Colombia Reports, https://colombiareports.com/colombia-fdi-statistics/(검색일: 2019.
9. 29).
79) 2010~18년 동안 중국의 대콜롬비아 연평균 투자규모는 약 2,500만 달러, 누적 투자금액은 2억 2,540
만 달러로 아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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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콜롬비아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콜롬비아 중앙은행에 의거하여 저자 재작성.

1) 전통적 에너지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동향
2003년 에너지 개혁 이후 석유산업에 대한 국영석유공사 에코페트롤
(Ecopetrol)의 독점체제가 해체되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중·소규모 유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로열티를 생산량에 따라 8~20%
사이에서 차등 적용한 이후 중·소규모 민간석유회사들의 투자가 확대되어 석유
생산량이 일일 50만 배럴 수준에서 100만 배럴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현재 콜롬비아 석유 생산의 40% 정도를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전력산업도 1994년 민영화 이후 민간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1994년에 전력산업이 발전·송전·배전·판매 4개 부문으로 분할되었고, 모든
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다수의 국내외 민간기업이 전력
산업에 진출했다. 특히 발전부문은 다수의 국영기업이 민영화됨에 따라 공기업
과 민간기업이 양분하고 있고, 2016년에는 주요 전력 공기업인 ISAGEN의 민
영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콜롬비아의 발전 부문에는 53개의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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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고 있고, 이 중 10개 기업이 전력생산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
아의 3대 발전회사는 EPM(공기업),80) ISAGEN(최근 민영화)81)된 기업,
EMGESA(민간기업)82) 등이며, 이들 3개 기업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약 80%에 이르는 등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83) 한편 콜롬비아의 송전
부문은 12개의 회사가 활동하고 있고, 최대 송전회사는 공기업인 ISA이다. 배
전회사는 31개사가 운영 중이며 가장 큰 배전회사는 수도인 보고타에서 활동
하는 CODENSA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전력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에 전력공급권
(Cargo por Confiabilidad)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가동이 가능한 발전
설비에 대하여 실제 발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기간84) 동안 미리 정해진 용
량가격을 지급하는 대신, 전력공급처로 지정된 발전설비는 가뭄 등으로 기저발
전인 수력발전 가동률이 낮아지면 사전에 확정된 규모의 전력공급의무(OEF:
Obligaciones de Energía Firme) 만큼의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국가전력
망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콜롬비아는 전력산업 민영화와 전력공급권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력부문에 대
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발전설비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UPME의
2016~30 발전 및 송전 확충계획85)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발
전설비용량은 2016년 16.6GW에서 2030년에는 23.5GW로 6.9GW 증가86)할

80) EPM(Empresas Públicas de Medellin-EPM)은 주로 안띠오끼아(Antioquia) 주에 27개의 발전설
비(수력 25개, 화력 1개, 풍력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6GW로 콜롬비아 전체의 1
9%를 차지하고 있다.
81) ISAGEN은 산딴데르(Santander) 주 등에 5개의 발전설비(수력 4개, 화력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1GW이다.
82) EMGESA는 주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와 꾼디나마르카(Cundinamarca) 주 등에 11개의 발전설비
(9개 수력, 2개 화력)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9GW이다.
83) Procolombia(2015), p. 7.
84) 용량가격을 받는 계약기간은 신규 발전설비 20년, 기존 발전설비 중 증설의 경우 10년, 기존 발전설비
5년이다.
85) UPME(2016), p. 123.
86) 이 중 1.5GW는 전력공급권(Cargo por Confiabilidad) 입찰, 나머지 5.4GW는 발전회사의 생산설
비 확충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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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수력발전 3,420MW(소수력발전 793MW 포함), 화력발
전 1,659MW(석탄발전 1,220MW, 가스발전 147MW, 열병합발전 285MW),
신재생발전 1,828MW(풍력 1,456MW, 태양광 234MW, 지열 50MW, 바이오
매스 등 88MW)의 발전설비용량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는 2015~16년에 가뭄으로 전력위기를 겪은 바 있고, 2018년 4월에
는 안티오키아 주 카우카 강에 짓고 있는 2,400MW 규모의 콜롬비아 최대 규모
인 이투앙고 수력발전 댐의 일부가 붕괴87)되어 향후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88)가 커지고 있다. 완공 시 콜롬비아 전력수요의 17%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투앙고 수력발전 댐의 사고로 인해 콜롬비
아 정부는 다양한 전력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발전설비용량 확충을 도모하고 있
다. 이를 위해 2019년 2월에는 세 번째 전력공급권(Cargo por Confiabilidad)
입찰을 실시했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전력공급권 입찰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동 입찰에서 총 4,010MW 규모의 70개 전력설비가 전력공급처로 선정
되었다. 이 중 47개는 기존 발전설비이고 나머지 23개는 신규 발전설비여서
2022년까지 콜롬비아의 발전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동 입찰에 메데진 공기업 EPM 소유의 이투앙고 수력 발전설비도 수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완공을 전제로 하여 전력공급설비로 낙찰되었다. 그
러나 콜롬비아 에너지가스규제위원회(CREG)는 2019년 10월 1일에 이투앙고
수력 발전설비가 2008년과 2012년에 선정된 전력공급권은 계약위반으로 실
효되었음을 선언89)했다. 동 계약에 따르면 이투앙고 수력발전설비는 2018년
87) EPM 소유의 이투앙고 댐 건설사는 브라질 Camargo Correa, 콜롬비아 Conconcreto와 Coninsa
Ramón H 3개사 컨소시엄이다.
88) 총사업비 40억 달러, 발전설비용량 2,400MW의 이투앙고 댐은 2019년 1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연간
8,563GWh 전력을 공급하고 2022년 최종 완공되면 콜롬비아 전체 전력수요의 17%인 연간 13,500
GWh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1단계 완공을 앞둔 시점에 홍수로 인한 산사태
로 배수로 3개가 모두 막혀 붕괴 위험에 직면했고, 발전설비의 침수 피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
다. 향후 이투앙고 댐의 피해 복구 및 완공 가능 여부에 따라 콜롬비아 전력 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완공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89) DataFX, https://www.dataifx.com/noticias/creg-declar%C3%B3-p%C3%A9rdida-de-ob
ligaciones-de-energ%C3%ADa-en-firme-que-le-pegar%C3%ADan-en-el-bolsillo-e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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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과 2021년 12월부터 전력공급의무가 발생하나, 공사 지연으로 가동을 시
작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전력공급권이 상실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말이
나 2020년 초에 이투앙고 수력발전설비의 전력공급권 실효분에 대한 입찰이
추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2)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동향
콜롬비아의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것과 달리 태
양광, 풍력 등 비전통적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설비(ESS),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등을 일컫는 에너지신산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는 시
작 단계에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재생에너지법(법률 제1715호)｣을 제정하
여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 있다.
특히 2019년 2월에 실시된 전력공급권 입찰에서 콜롬비아 최초로 수력 3
개, 화력 12개 이외에 풍력 6개(1,160MW), 태양광 2개(238MW) 등 신재생에
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공급처로 선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9년 2월에 전력공급권 입찰과 별도로 콜롬비아 최초의 신재생에너
지 전력수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입찰도 실시되었다. 그
러나 동 입찰에 참여한 발전 회사90)와 판매 회사의 수가 작아서 반독점 법규에
저촉되어 유찰되었으며, 2019년 9월에 재입찰이 실시되어 현재 입찰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9월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수급계약 재입찰에는 캐나다 솔라
(Canadian Solar), 이탈리아 에넬(Enel), 프랑스 국영전력공사(EDF: Electricite
de France)와 그린옐로우(Greenyellow),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 솔라

(검색일: 2019. 10. 4).
90) 동 입찰에는 국내외 15개 기업이 22개 사업(태양광 17개, 풍력 4개, 바이오매스 1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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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Solarpack) 그리고 코브라(Cobra), 중국 트리나솔라(Trina Solar) 등 27
개 국내외 기업이 53개 사업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했고, 26개의 배전 회사가 전
력 구매자로 입찰에 참여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9년 2월의 전력공급권 입찰과 9월의 전력수급계약 입
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문에 13~18억 달러의 민간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
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5~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경우
2030년 콜롬비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3,622MW까지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비전력망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도 소규모 디젤발
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콜롬비아 신재
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콜롬비아는 사탕수수와 팜유 찌꺼기, 커피 과육, 바나나 찌꺼기 등 바이
오 폐기물이 풍부하여 2015~20년 동안 191MW 용량의 팜유를 활용한 바이
오매스 발전소와 57MW 용량의 사탕수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재생에너지법 제정 이후 UPME에 등록된 에너지
프로젝트 중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FNCER) 발전 프
로젝트 숫자는 2009년 10건에서 2017년에는 303건으로 증가91)한 것을 감안
할 때, 향후 콜롬비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발전설비용량의 증설과 더불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발전과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나
라가 IDB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지원된 기술협력사업으로 스마트 그리드 로
드맵을 작성하는 등 분산전원과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1) DNP(2019), p.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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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확충과 비
전력망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에 따라 태양광 패널, 풍력설비,
에너지저장설비(ESS)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
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전력설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 미터 도입과
전기자동차 도입 정책에 따라 전기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 개발협력 사업 지원 동향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하다. 콜롬비아 기후금융 조달을 위해 국가기후변화
시스템(SISCLIMA)에 기후금융위원회(Comité de Gestión Financiera)를
설치하고 기후금융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
문의 민간투자를 제외할 경우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사업은 대부분 선진국이나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 규모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기후금융전략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연간 투자규모가 2015년 GDP의 0.07%
인 7,010억 페소(약 2억 3,000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0.16%인 1조 9,300
억 페소(약 6억 4,000만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0.87%인 15조 8,000억 페
소(약 53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92)하고 있다. 한편 국가
기획청(DNP)93)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까지 매년 GDP의 0.35%(2016년 기준)인 10억 8,000만 달러(공공 4억
92) El Comité de Gestión Financiera del SISCLIMA(2016), p. 33.
93) DNP(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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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달러, 민간 6억 7,0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감축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2억
7,000만 달러(공공 1억 9,000만 달러, 민간 8,000만 달러)로 필요 투자액보다
8억 1,000만 달러(공공투자 2억 2,000만 달러, 민간투자 5억 9,000만 달러)
가 부족했다.
국가기획청(DNP)에 따르면, 2016년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투자
규모는 4억 7,000만 달러(공공 3억 8,000만 달러, 민간 9,000만 달러)였다.
이는 콜롬비아에서 기후변화 감축 보다 적응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정부 예산과 적응기금
(Fondo de Adaptación) 등 공공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
비아의 정부 예산 중 환경보호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4~0.45%에 불과94)하고, 다수의 사업이 적응기금(Fondo de Adaptación)
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콜롬비아의 적응기금은 2010년에 ｢시행령 제4819호｣에 의거 재무부 산하
에 설립되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복구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4~17년 동안 동 기금이 추진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투자규모는
11조 3,000억 페소(약 3억 7,000만 달러)이고, 이 중 74%는 자연재해 피
해 복구, 20%는 자연재해 예방, 4%는 관리비용 그리고 나머지 2%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었다.95)
한편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선진
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콜롬비아는 2018년 5월
에 OECD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2017년 기준 1인
당 국민소득이 5,830달러인 중소득국으로 OECD 가입과 무관하게 당분간 공
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 위기대
94) DNP(2019), p. 507.
95) DNP(2019), p.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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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위한 기후금융 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의 ODA 수원규모는 연평균 10억 달러 내외 수준이며, 양자원조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8~17년 동안 대콜롬비아 양자원조 규모는
104억 달러였으며, 최대 공여국은 미국(41.5%)이고, 프랑스(20.7%)와 독일
(14.4%)을 포함한 3대 공여국이 전체 양자 ODA의 76.6%를 차지했다. 그 밖
의 주요 공여국은 스페인(5.3%), 캐나다(3.9%), 영국(1.8%), 일본(1.1%), 한국
(1.0%) 등이다.

표 4-1-8. 공여국별 대콜롬비아 양자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8~17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837.5 696.0 389.3 204.2 440.4 311.3 482.8 365.4 212.2 376.2 4,315.3 41.5

독일

48.3

55.1

프랑스

23.9

25.9 161.7 288.2 326.8 419.0 95.9 327.1 222.6 257.6 2148.7 20.7

43.9

62.6

54.8

금액

비중

92.0 260.5 285.9 202.5 395.6 1,501.2 14.4

스페인 107.5 133.3 78.2

59.9

32.2

45.9 38.3

11.2

15.4

34.2

556.1

5.3

캐나다

22.3

29.6

42.6

30.1

25.7

34.8 93.1

51.2

57.1

20.2

406.7

3.9

영국

2.9

7.7

2.6

4.4

39.7

12.7 13.2

64.1

11.8

31.0

190.1

1.8

일본

9.1

11.8

13.2

13.5

11.7

9.9

8.2

7.7

13.2

18.1

116.4

1.1

한국

0.5

42.9

2.7

1.8

11.9

4.5

15.5

5.3

15.3

5.8

106.2

1.0

기타

94.0

84.7 110.8 95.3

총계

1,146 1,087

845

70.8 109.9 126.5 55.1 144.9 166.3 1,060.3 10.2

760 1,014 1,040 1,134 1,173 895 1,307 10,401 100

자료: OECD DAC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9. 14).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UNFCCC에 제출한 국가보고서(NCs: National
Communications)와 1차 및 2차 격년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에 따르면, 2010~17년 동안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활동을 위해 콜롬비아에서 수행된 무상 공적개발원조 사업 규모는
약 200여 개 사업, 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UNFCCC에 제출한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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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년 동안 기후변화 관련 무상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37건, 약 3억 달
러였다. 콜롬비아의 연평균 공적개발원조 수원규모가 10억 달러 정도임을 감
안할 때, 기후변화 관련 수원 규모가 전체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한편 2010~14년 동안 기후변화 관련 ODA는 양자원조가 1억 8,000만 달러
그리고 다자원조가 1억 2,000만 달러였다. 콜롬비아의 전체 ODA 중 다자원조
비중이 약 10% 수준이지만,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은 다자원조 비중이
약 40%로 매우 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원조 부문별로는 기후변화 적응,
감축,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 부문이 각각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지원 형태별로는 금융협력과 기술협력이 각각 57%와 28% 그리고 금융·기
술협력의 혼합지원이 15% 정도를 차지했다. 한편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최대
원조공여국은 미국으로 전체 양자 원조의 1/3 정도를 차지했다. 다자기구 중에
서는 GEF가 최대 공여기관으로 전체 다자원조의 약 60% 정도를 차지했다.

표 4-1-9. 콜롬비아의 2010~14년 기후변화 관련 수원규모
(단위: 달러, 건수)

양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공여기관

지원형태

독일 GIZ

적응

독일 BMUB-IKI

캐나다

지원금액
1,271,779

REDD+

8,548,500

적응

18,081,152

감축

8,230,215

REDD+

다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건수

공여기관

지원형태

지원금액

1

세계은행

감축

3,000,000

1
1

5

건수

REDD+

400,000

4 세계은행 FC

감축

350,000

1

7

적응

2,670,000

4
1

BID

3,097,558

4

감축

1,000,000

적응

626,261

1

적응 및 감축

1,025,000

2

감축

34,309

1

CAF

139,000

1

적응 및 감축

적응

5,414,250

1

CTFS

적응

30,000

1

캐나다 PARCS

적응

813,864

1

CIFF

감축

531,885

1

유럽위원회(CE)

REDD+

460,000

1

CTCN

적응

249,000

1

스위스 등

감축

5,780,000

1

감축

59,712

1

한국

적응

5,000,000

1

FAO

적응 및 감축

228,000

1

감축

10,000

1

FCPF

REDD+

3,80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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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계속
양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지원금액

다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공여기관

지원형태

공여기관

지원형태

지원금액

스페인-캐나다

적응

1,300,000

1

FAPK

적응

7,850,974

1

미국

REDD+

1,200,000

2

F-ODM

적응

4,000,000

1

미국 USAID

적응

3,200,000

3 FONTAGRO

적응

83,126

1

감축

23,400,000

2

적응

27,205,489

1

360,000

1

감축

18,025,663

4

35,512,230

4

적응 및 감축

120,000

8

4,360,000

1

감축 및
REDD+
REDD+
핀란드

적응
감축
REDD+

프랑스

적응

건수

344,425

1

GEF

감축 및
REDD+

건수

342,670

2

REDD+

20,190,000

2

1,680,039

6

Reporte

2,352,000

2

551,080

1

적응

4,215,750

1

GEF-BID

REDD+

1,700,000

1

GGGI

REDD+

150,000

1

노르웨이

REDD+

50,000

1

GLOBE

REDD+

20,000

1

네덜란드

적응

1,160,541

1

GBMF

REDD+

6,870,000

4

REDD+

4,919,029

REDD+

100,000

1

네덜란드

적응 및 감축

103,328

1

LWR

적응

240,000

1

영국

감축

306,458

1

UN-REDD

REDD+

4,000,000

1

REDD+

480,000

1

UNDP

감축

427,572

1

적응

662,000

4

UN-REDD

REDD+

감축

215,000

1

UNESCO

적응

영국 CDKN

적응 및 감축

2 J.P.Morgan

4,050,000

1

26,000

1

760,000

3

UNICEF

적응

305,175

5

영국 ICF/DECC

감축

23,255,700

1

EU-FAO

적응

895,505

1

영국 및 독일

감축

17,000,000

1 EU 독일, 호주

감축

1,269,974

1

30,000

1

120,269,825

59

영국 및 스위스

적응

1,413,091

3

EU

적응

2,911,798

2

감축 및 적응

3,439,232

1

183,634,509

76

소계
합계

WWF

소계

REDD+

303,907,337 135

주: REDD+: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자료: Gobierno de Colombi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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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0. 콜롬비아의 2015~17년 기후변화 관련 수원규모
(단위: 달러, 건수)

양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공여기관

지원형태/분야

미국 USAID

혼합/환경

6,024,050

적응/환경

40,000,000

1

일본

적응/환경

90,476
5,416,670

적응/기후변화
프랑스 AFD 감축/에너지

지원형태

지원금액

GEF

적응/환경

13,280,165

혼합/환경

21,786,360

2

1

FOMIN

감축/에너지

285,067

1

2

FMIPM

혼합/다분야

2,842,591

2
1

3

1

ONUDI

혼합/산업

213,000

1

FAO

적응/환경

812,585

1

적응/다분야

145,000

1

혼합/환경

148,179

1

7,213,169

1

감축/산업

1,826,484

2

421,955

2

810,634

1

적응/환경

37,981,357

4

1,545,196

2

감축/교통

10,163,300

1

적응/기후변화

280,374

1

혼합/다분야

11,613,527

2

감축/다분야

1,063,087

2

11,187

1

REDD+

4,000,000

1

UNDP

혼합/다분야
EU

적응/환경

혼합/농업

88,876

1

GCF

적응/기후변화 38,496,000

1

혼합/교육

78,498

1

소계

87,389,722

21

감축/에너지

354,400

4

CAF

감축/농업

248,000

1

혼합/교육

50,000

1

IDB

감축/폐기물

375,000

1

감축/에너지

2,977,000

3

감축/에너지

1,260,000

2

REDD+

3,734,750

1

74,000

1

감축/폐기물

140,642

1

스웨덴

혼합/환경

550,000

1

스위스

적응/환경

1,596,630

1

감축/주택
소계

건수

328,943

독일 NGO 적응/기후변화

영국

공여기관

2

367,749

혼합/농업

네덜란드

건수

감축/교통

혼합/다분야
독일

지원금액

다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1,481,390

1

124,067,819

30

World Bank

혼합/환경
혼합/다분야
소계
스페인/AKIS 등

적응/농업

5,750,000

2

14,668,750

13

128,350

1
2

UNICEF/PLAN

혼합/교육

89,588

EC/ECHO

감축/다분야

450,000

1

영국/스페인

적응/기후변화

272,716

1
2

영국/노르웨이/독일

REDD+

320,000,000

미국/영국/노르웨이

감축/환경

60,000,000

1

380,940,654

8

607,066,945

72

소계
합계
자료: Gobierno de Colombia(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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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0]에서 알 수 있듯 제2차 격년갱신보고서에 따르면, 2015~17년
동안 콜롬비아는 72개 사업 6억 달러 규모의 무상 기후금융 지원을 받았다. 이
는 연평균 24건, 2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17년 동안에는 양자원조가 30건 1억 2,000만
달러, 다국가원조와 다자기금 그리고 다자개발은행 원조를 포함한 다자원조가
72건 6억 달러로 양자원조보다 건수와 지원규모가 더 컸다. 특히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다국가원조가 8건, 3억 8,0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63%)
을 차지했는데, 이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3개국이 공동으로 지원한 3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아마존 산림 보존 사업에 따른 결과였다. 기후변
화관련 다자기금 지원실적은 21건 8,739만 달러, 다자개발금융기관 지원실적
은 13건 1,467만 달러였다. 지원 분야별로는 REDD+가 56.5%, 적응 23.1%,
감축 14.0%, 혼합 6.4%였다.
한편 기후변화관련 다자기금 중 GCF 지원실적이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3,800만 달러로 다자기금 중 지원규모가 가장 컸다. GCF가
2017년 10월 승인한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모하나 지역의 기후 탄력적 수자원
관리 확대(Scaling Up Climate Resilient Water Management Practices
for Vulnerable Communities in La Mojana)’이며, 총 사업비는 1억 1,720
만 달러이다. 동 사업은 GCF(3,800만 달러) 이외에도 콜롬비아 적응기금
(6,200만 달러), 코르도바 대학(110만 달러) 등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GCF 이행기구(Accredited Entity)는 UNDP이며, 실행
기구(Executing Entity)는 콜롬비아 적응기금이다.
GCF는 2018년 10월에 콜롬비아의 지방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을 지
원하는 개발금융기관인 국토개발금융공사(FINDETER)를 콜롬비아 최초의
GCF 이행기구로 승인96)했다. 콜롬비아의 FINDETER는 현재 기후변화 위기
96) 2019년 7월 현지조사에서 FINDETER를 방문하여 향후 우리나라 개발협력기관과 공동으로 GCF 자
금을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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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 수행을 위한 인증기본협약(Accreditation
Master Agreement) 체결과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콜롬
비아에서 수행되는 GCF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요약 및 소결
콜롬비아는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믹스를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집약도가 낮은 편이지만 온실가
스 배출량은 라틴아메리카 5위, 세계 46위로 결코 적지 않고 기후변화 취약성
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에너지 전
환으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와 스마트 그리
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너지 전환 성과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양광,
풍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 실행단계에 있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
너지신산업은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세계
경제포럼의 에너지구조성과지수가 세계 12위, 라틴아메리카 3위로 매우 양호
한 반면, 에너지 전환준비지수는 라틴아메리카 6위, 세계 5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20~30% 달성을 위해 에
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
축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콜롬비아
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문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기
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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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에콰도르
1. 에너지 시장구조
가. 개관
에콰도르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으로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석유수출국
기구(OPEC) 회원국 중 하나였다. 에콰도르는 산유국의 지위에 걸맞게 1차 에
너지의 87%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1차 에너지 중 60% 정
도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1차 에너지인 원유 수
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제능력이 부족하여 2차 에너지인 가솔린과 디젤의
수입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경우에는 다수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7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러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는 석유의 생산량 증가 여력이 큰 편이어서 최근 석유 증산을
위해 OPEC 탈퇴를 선언97)하고 석유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콰
도르는 또한 송배전망 전력손실률 감축 등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발전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에콰도르는 에너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2차 에너지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
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서 전력보급률도 낮은
편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높지 않아 에너지 구조와 성과 그리고 에너지
전환 수준은 세계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에콰도르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에
97) 1973년 OPEC에 가입한 에콰도르는 1992년 회비 부담과 원유 증산 필요성 등을 이유로 OPEC을 탈
퇴했다가 2007년 10월 복귀했다. 에콰도르의 산유량은 OPEC 14개 회원국 중 11위이며, 하루 평균
54만 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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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구조성과지수(EAPI) 평가에서 중남미 14위, 세계 68위를 기록했고, 2019
년 에너지전환지수(ETI) 평가에서는 중남미 9위, 세계 52위를 차지했다.

나. 에너지 수요·공급 현황
2017년 에콰도르의 1차 에너지 생산 규모는 2억 2,161만 배럴(석유환산톤
(toe)으로는 약 3,238만 톤)98)이다. 2017년 에콰도르 1차 에너지 생산에서
화석에너지인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2.4%(석유 87.6%, 천연가
스 4.8%)이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수력 5.6%, 바이오매스
1.9%)에 불과하다.
화석에너지 중에서는 석유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에콰도르의 원유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해 2014년 2억 30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다. 2007~17년 연평균 원유 생산량은 1억 9,000만 배럴에 달했다.
2014년 이후 원유 생산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2000년대 평균 생
산량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천연가스는 석유와 수력에 이어 1차 에너지
생산에서 세 번째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에 머
물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수력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17년
수력에너지 생산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력 발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8.3% 증가하며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수력에너지가 1차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7%에서 2017년 5.6%로 크게 증가했다
(표 4-2-1 참조).

98) 1boe(석유환산배럴) = 0.146123toe(석유환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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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에콰도르 1차 에너지 생산 추이(2007~17년)
(단위: Kboe)

구분

천연

석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수력

186,948
185,058
177,887
177,713
182,895
184,598
192,405
203,456
198,527
201,012
194,218

가스
9,436
9,163
9,172
9,063
8,652
9,928
10,634
11,374
10,888
11,505
10,567

에너지
5,600
6,997
5,716
5,351
6,845
7,582
6,840
7,099
8,114
9,811
12,447

0.4

1.1

8.3

(2007~17)

사탕

장작
2,532
2,441
2,326
2,234
2,197
2,095
2,014
2,019
1,865
1,824
1,786

수수
2,544
1,721
1,131
1,196
1,423
1,504
1,468
1,955
2,071
2,156
2,427

-3.4

-0.5

기타

총계

0.6
1.7
2.0
2.1
2.1
1.9
37.8
59.7
83.7
124.8
166.5

207,060
205,381
196,234
195,559
202,013
205,709
213,398
225,963
221,549
226,432
221,612

75.2

0.7

자료: Ministerio de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2018), p. 52.

2017년 기준으로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1차 에너지 중 60.3%가 수출되고
나머지가 국내에 공급되고 있다. 2017년 에콰도르의 1차 에너지 국내 공급량
은 8,790만 배럴(1,283만 톤)이며, 에너지 변환 투입과 손실 등을 제외한 1차
에너지의 국내 소비량은 381만 배럴(56만 톤)에 불과하다.

표 4-2-2. 에콰도르 1차 에너지 수요와 공급 현황(2017년)
(단위: Ktoe)

합계
생산
수입
수출

천연가스

석유

액화가스

32,382 28,380

천연가스

1,399 1,819

풍력

태양

7

3

장작 사탕수수 기타
261

355

3

-

-

-

-

-

-

-

-

19,522 19,522

-

-

-

-

-

-

-

-

3

145

수력

바이오매스
14

재고증감

594

594

-

-

-

-

-

-

-

-

미사용

613

-

-

613

-

-

-

-

-

-

공급

12,830

9,454

145

786 1,819

7

3

261

355

전환

12,068

9,236

145

732 1,819

7

3

112

14

152

152

-

-

-

-

-

-

-

-

67

67

-

-

-

-

-

-

-

-

자체소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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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계속
(단위: Ktoe)

소비
수송
산업
가정
상업/공공
농업/광업
건설업

합계

석유

557
346
211
-

-

천연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54
53
-

수력

풍력

태양

-

-

-

장작
261
50
211
-

바이오매스
사탕수수 기타
242
242
-

자료: Ministerio de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2018), p. 152.

표 4-2-3. 에콰도르 2차 에너지 수요와 공급 현황(2017년)
(단위: Ktoe)

합계

전력

생산

11,268

2,538

305

1,658

2,057

수입

6,371

2

968

2,142

수출

3,175

19

-

-

52

-

1

-

-

-

이전

17

-

공급

13,872

전환

1,018

재고증감
미사용

액화가스

가솔린

디젤

연료오일

케로신/
제트유

기타

3,016

436

1,258

2,614

645

-

-

-

2,325

-

831

35

12

9

5

-

-

-

-

-

-

-

52

-

-

-

-35

2,520

1,274

3,887

4,634

1,008

157

392

-

17

377

508

-

116
27

자체소비

430

35

19

15

125

206

3

손실

318

318

-

-

-

-

-

-

조정

60

-3

57

1

-18

24

-

-

소비

12,045

2,171

1,181

3,871

3,504

270

154

248

수송

6,590

1

8

2,998

3,481

10

92

-

산업

1,532

857

95

12

338

230

-

-

가정

1,568

661

907

-

-

-

-

-

상업/공공

1,038

615

57

5

331

30

-

-

농업/광업
건설업

137

-

28

110

-

-

-

-

1,180

36

87

746

-

-

62

248

자료: Ministerio de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2018), p. 153.

한편 2017년 에콰도르의 최종 에너지 생산량은 7,711만 배럴(1,127만 톤)
에 달했다. 이 중 2,173만 배럴을 수출하고 4,360만 배럴을 수입하여 국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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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은 9,493만 배럴(1,387만 톤)을 기록했다. 2007~17년 동안 2차 에너지
생산은 6,923만 배럴에서 7,711만 배럴로 11.4% 증가한 데 반해 에너지 수요
는 7,185만 배럴에서 9,494만 배럴로 약 32% 증가했다. 이 같이 급증하는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콰도르는 필요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그림 4-2-1. 에콰도르 원별/부문별 2차 에너지 소비 구조
(단위: %)

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자료: Ministerio de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2018), pp. 29-30.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젤(32%), 가솔린
(30%), 액화천연가스(9%), 연료오일(4%) 등 석유 제품으로 전체의 76%를 차
지하고 있으며, 전력이 17%를 점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수송 부문이 50%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과 산업 부문이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
및 공공서비스가 8%, 농목축·광업이 1% 그리고 기타 부문이 9%를 점하고 있
다(그림 4-2-1 참조). 2007~17년 2차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3.7% 증가했는
데, 이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수송 부문으로 연
평균 증가율은 6.5%에 달했다. 이 같은 높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비중은 2007년 38.4%에서 2017년 50%로 크
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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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석에너지 수급 현황
2017년 기준 에콰도르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83억 배럴99)로 중남미 3위, 세
계 18위이며, 석유의 가채연수는 42.7년으로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남미 2위이
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6위의 석유 생산국으로 원유 수출은 총 수출액의 1/2,
총 세수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 에콰도르의 원유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대
부분의 원유 개발은 안데스 산맥 동쪽의 아마존 유역에서 이루어졌다. 에콰도
르에서 원유는 아마존 지역의 슈슈핀디(Shushufindi) 유전과 아우카(Auca)
유전 등 5대 유전에서 생산되며, 인근 야수니(Yasuni) 국립공원에 위치한
ITT(Ishpingo-Tambococha-Tiputini) 유전100)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콰도르는 1970년대부터 원유개발을 위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했으나,
2006년 꼬레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101)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에콰도르의 원유
생산은 국영기업인 페트로아마조나스(Petroamazonas)와 페트로에콰도르
(Petroecuador) 그리고 리오나포(Rio Napo) 등 3개 국영기업이 75~80%,
외국기업102)이 나머지 20~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대
들어 에콰도르의 원유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최근에도 국제유
가 하락과 더불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에콰도르의 원유 생산량
은 1억 9,393만 배럴이며, 이 중 78%인 1억 5,209만 배럴은 국영기업, 나머지
22%인 4,184만 배럴은 민간기업이 담당했다. 한편 에콰도르 원유 수출의 상
99) 베네수엘라(3,032억 배럴, 세계 1위), 브라질(128억 배럴, 세계 15위), 멕시코(72억 배럴, 세계 20
위), 아르헨티나(22억 배럴, 세계 33위), 콜롬비아(17억 배럴, 세계 35위), 페루(12억 배럴, 세계 39
위) 순이다.
100)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 아마존 환경보존을 위해 야수니 국립공원에 위치한 ITT 유전 개발을 포기
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원유 채굴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절반인 36억 달러를 보전해 달라는 ‘야수니
ITT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나, 모금 실적이 부진하자 2013년 8월에 ITT 유전 개발을 선언했다.
101) 외국 기업과의 석유개발 계약 방식을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 통제권을
외국 기업이 아니라 자원보유국이 갖는 서비스제공계약으로 변경했다.
102) 주요 외국기업으로는 렙솔(Repsol-YPF), 에니(Eni) 그리고 중국계 기업들의 컨소시엄인 안데스석
유(Andes Petroleu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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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량은 중국 차관 상환용으로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다.
석유와 달리 에콰도르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석
유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천연가스 생산량도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해 왔으나, 최근 탐사개발 부족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
량 전량은 국내 소비에 충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산량 감소로 페루로부터 천
연가스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4-2-2 참조). 2017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
량은 3,850억ft3이고, 생산량은 180억ft3이다. 주요 천연가스전은 태평양 연안
과야킬만의 아미스타드(Amistad) 해상 가스전이며, 생산량 전부가 과야킬 지
역의 전력 공급을 위한 마찰라(Machala) 가스화력발전소에서 소비되고 있다.

그림 4-2-2. 에콰도르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소비량 변동 추이
(단위: 천b/d, 배럴)

석유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

자료: IDB(2013), p. 60, p. 62.

한편 에콰도르는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제능력 부족으로 가솔린,
디젤 등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그림 4-2-3 참조). 주요
정유시설로는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정유공장(정제능력 11만 b/d)과 라
리베르타드(La Libertad) 정유공장(정제능력 4만 5,000b/d), 그리고 슈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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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Shushufindi) 정유공장(정제능력 2만 b/d)이 있다. 태평양 만타 지역에 정
제능력 30만 b/d 수준의 초대형 태평양정유공장(Refinery of Pacific) 건설
이 추진되었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중단되어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4-2-3. 에콰도르 석유제품 수입의존도 변동 추이

자료: IDB(2013), p. 63.

2) 전기에너지 수급 현황
2007년 이후 에콰도르 전력부문은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에콰도르 정부
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화력 발전을 줄이고 막대한 수
력발전 잠재력과 비전통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
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6년에 사상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주로 수력)를 통한
전력 생산이 비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앞질렀다.
2019년 5월 현재 에콰도르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1%에 달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73.3%
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에 반해 풍력(0.28%), 태양광(0.12%), 바이오매
스(1.25%), 바이오가스(0.14%)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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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우 미미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비재생에너지, 즉 화석연료
에 대한 전력 의존도는 24.54%로 크게 감소했다.

표 4-2-4. 에콰도르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2019년 5월 현재)
구분

재생에너지

생산(GWh)

비중(%)

수력

22,420.19

73.31

풍력

86.32

0.28

38.17

0.12

381.67

1.25

태양광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총재생에너지
MCI

43.22

0.14

22,969.58

75.11

4,806.65

15.72

터보가스

1,250.80

4.09

터보증기

1,448.47

4.74

총비재생에너지

7,505.92

24.54

총국내 전력생산

30,475.50

99.65

105.89

0.35

-

0.00

비재생에너지

콜롬비아
수입

페루
수입 규모

총국내 전력생산 + 수입

105.89

0.35

30,581.39

100.00

자료: ARCONEL, https://www.regulacionelectrica.gob.ec(검색일: 2019. 8. 8).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전력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전력보급률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10년간(2008~17년) 전력보급률은 93.8%에서 97.3%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력보급률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촌지
역의 보급률은 50%에 불과할 정도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큰 편이다.
지역별로는 산악지역의 전력보급률(2017년 기준)이 98.5%로 에콰도르 전
체 평균을 앞섰다. 특히 갈라파고스 군도의 경우 전력보급률은 99.6%로 에콰
도르에서 가장 높았다. 그에 반해 해안지역(96.7%)과 아마존지역(93.1%)은 에
콰도르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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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에콰도르 주별/지역별 전력보급률 추이
(단위: %)

지역/주
Azuay
Bolivar
Cañar
Carchi
Cotopaxi
Chimborazo
Imbabura
Loja
Pichincha
Tungurahua
Santo
Domingo
산악 지역
El Oro
Esmeraldas
Guayas
Los Ríos
Manabí
Santa Elena
해안지역
Morona
Santiago
Napo
Pastaza
Zamora
Chinchipe
Sucumbíos
Orellana
아마존지역
갈라파고스
고립지역
총계

2008
97.2
86.2
95.5
96.9
89.8
91.6
95.7
92.8
98.9
96.4

2009
97.4
87.1
95.9
97.2
90.5
91.8
96.3
93.9
99.0
96.6

2010
97.6
88.2
95.9
97.3
91.8
92.0
97.4
94.9
99.3
96.9

2011
97.5
89.0
96.2
97.5
93.5
92.5
98.3
96.9
99.4
97.2

2012
97.8
89.7
96.3
97.7
94.9
92.8
98.8
97.7
99.4
98.1

2013
98.2
90.7
95.8
97.9
95.6
92.9
98.3
98.6
99.5
99.0

2014
98.8
90.8
96.2
99.1
96.9
94.3
99.3
99.4
99.5
99.5

2015
98.8
91.0
96.2
99.1
97.0
93.8
99.3
99.4
99.5
99.5

2016
98.8
91.1
96.2
99.1
97.0
93.9
98.3
99.4
99.5
99.5

2017
98.8
91.6
96.3
99.1
97.1
93.8
98.8
99.3
99.8
97.7

95.0

95.5

96.2

96.9

98.1

98.0

98.9

98.9

98.9

99.0

96.1
97.0
86.5
95.3
90.5
89.2
89.4
92.9

96.4
97.3
87.6
95.4
91.3
89.9
90.0
93.3

96.9
97.4
89.0
95.4
91.5
91.3
91.4
93.8

97.4
96.1
93.7
96.6
93.4
96.9
88.9
95.8

97.8
96.6
95.5
96.9
97.4
98.2
92.9
96.9

98.0
97.5
90.8
95.8
97.5
98.5
92.8
96.2

98.5
98.2
91.5
95.8
98.4
97.4
90.8
96.1

98.5
98.2
91.5
96.0
98.4
97.5
91.8
96.3

98.5
98.2
92.6
96.1
98.4
97.7
92.0
96.4

98.5
98.3
87.8
97.8
97.1
97.8
89.3
96.7

73.1

74.5

77.1

76.2

83.9

85.2

90.9

92.1

93.1

86.2

84.7
81.0

86.5
81.9

87.4
82.1

87.1
81.6

87.3
81.4

88.2
81.6

87.0
87.6

89.0
88.5

90.0
88.5

89.5
89.3

85.8

86.8

88.5

93.1

95.7

96.1

98.9

98.9

97.2

97.9

81.5
78.7
80.2
99.1
99.1
93.8

82.8
81.0
81.7
99.3
99.3
94.2

86.4
83.1
83.9
99.5
99.5
94.8

88.5
87.5
85.5
99.3
99.3
96.0

89.7
92.6
88.6
99.5
99.5
96.9

95.3
97.9
91.4
99.7
99.7
96.8

96.1
98.1
93.7
99.7
99.7
97.0

96.2
98.6
94.3
99.8
99.8
97.2

96.3
98.7
94.5
99.8
99.8
97.2

97.0
97.2
93.1
99.6
99.6
97.3

자료: ARCONEL, https://www.regulacionelectrica.gob.ec(검색일: 2019. 8. 8).

에콰도르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에 힘입어 전력 손실율을 크게 줄였다.
1999~2007년 배전과정에서 전력 손실률은 21%를 넘었다. 그 시기 비기술적
손실이 기술적 손실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전력손실감축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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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어 전력 손실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력 손실률은 2007년
21.42%에서 2018년 11.39%로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2000년대 초와 달리 비기술적 요인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기
준으로 전력 손실률(11.39%) 중 기술적 요인에 따른 손실은 7.2%인 데 반해
비기술적 요인에 의한 손실은 4.19%에 불과했다. 현재 에콰도르의 전력 손실
률은 중남미 평균은 물론 국제표준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전력손실
감축에 힘입어 에콰도르는 2014년에만 약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대부
분의 배전회사들이 낮은 전력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 즉 마나비
(Manabi) 전력회사의 경우 아직까지 손실률이 24.2%로 높은 편이다.

표 4-2-6. 에콰도르 전력 손실율 추이
(단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손실율
17.31
16.33
14.73
13.60
12.62
12.38
12.11
12.21

기술적 요인
9.38
8.91
8.73
8.58
8.40
8.31
8.19
8.10

비기술적 요인
7.92
7.42
6.00
5.02
4.22
4.07
3.92
4.10

2017

11.49

7.30

4.18

2018

11.39

7.20

4.19

자료: ARCONEL(2019), p. 147.

[표 4-2-7]은 에콰도르의 발전원별 전력설비용량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2018년 기준 에콰도르의 전력설비용량은 8,677MW이며, 이 중 재생에너지원
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이다. 특히 수력발전 설비용량이 5,071MW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39.2%이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2.3%이다.
2017년 에콰도르의 전력 생산량은 28,051GWh를 기록했다. 이 중 수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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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7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력발전은 26.3% 그리고 신재
생발전은 2.0%를 차지했다. 한편 에콰도르 국가 전력망(SNI)에 연결된 발전회
사들의 전력 생산량 기준으로는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
전비중이 84.8%를 차지했다.

표 4-2-7. 에콰도르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 추이
(단위: MW, %)

발전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59
5,071
수력
2,242 2,234 2,264 2,264 2,248 2,408 4,446 4,516
(43.7)
(58.4)
2
21
풍력
2
2
2
19
21
21
21
21
(0.0)
(0.2)
재
107
144
바이오매스
101
101
101 101 144 144 144 144
생
(2.3)
(1.7)
0.02
27.6
에
태양광
0.02
0.04
0.08
3.9 26.4 25.5 26.5 26.5
(0.0)
(0.3)
너
7.3
지
바이오가스
2
7.3
(0.1)
비전통신
109.02
199.9
재생에너지
103.02 103.04 103.08 123.9 191.4 190.5 193.5 198.8
(2.3)
(2.3)
소계
총 재생
2,168
5,272
2,346 2,338 2,368 2,388 2,440 2,599 4,640 4,715
에너지
(46.0)
(60.8)
비재
2,545
3,405
생에
화력
2,792 2,843 3,087 3,108 3,292 3,406 3,586 3,321
(54.0)
(39.2)
너지
4,713
8,677
총계
5,138 5,181 5,454 5,496 5,732 6,005 8,226 8,036
(100.0)
(100.0)
주: ( )는 비중을 의미; 비전통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중 수력 제외.
자료: ARCONEL, https://www.regulacionelectrica.gob.ec(검색일: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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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에콰도르 전력 생산량 추이
(단위: GWh)

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력

12,238

11,039

11,458

13,096

15,834

20,089

71.6%

화력

10,311

11,865

12,354

12,311

10,868

7,375

26.3%

296

296

399

408

477

431

1.5%

13

28

0.1%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신재생

풍력

비중

2

57

80

99

84

73

0.3%

태양광

0.3

4

16

36

39

37

0.1%

소계

299

356

496

543

612

570

2.0%

238

662

837

512

82

19

0.1%

23,086

23,923

25,144

26,462

27,396

28,051

100.0%

국제연결
합계

자료: Ministerio de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2018), p. 65.

다.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전환 전망
에콰도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은 소득 증가로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3.4%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9,609만 배
럴(1,404만 톤)103)인 에너지 소비량은 2040년 2억 3,712만 배럴(3,44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의 소비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질 전망이다.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세는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하는
9.9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2013년 0.2%에서 2040년에 1.3%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전기 소
비 증가세가 현저할 전망이다.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세는 5.62%에 이를 것
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빠른 신장세에 힘입어 전기 소비 비중은 2013년
13.4%에서 2040년 23.8%로 크게 뛸 전망이다. 에콰도르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디젤의 소비(4.04%)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앞설 것으로
103) 1boe(석유환산배럴) = 0.146123toe(석유환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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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그에 따라 2040년에도 디젤이 여전히 가장 큰 에너지 소비원이 될
전망이다(표 4-2-9 참조).
특히 여기서 전기 소비의 증가는 에콰도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기
화 정책의 결과로 해석된다. 현재 에콰도르는 대중교통의 전기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키토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쿠엔카시에
트램 노선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체 시
전기차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적극적인 전기화 정책에 힘입어 에
콰도르에서 전기에너지 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 소비 증가는 에콰도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정책에 힘입어 일부 상쇄될 전망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전기에너지 효
율화 프로그램(RENOVA)의 일환으로 구형 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의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IDB 등과 공조하에 기술적인
요인에 따른 전력 손실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
책에 힘입어 향후 에콰도르에서 전기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천연가스나 전기에 비해 가솔린과 LPG 소비는 크게 주춤할 전망이다. 가솔
린 소비는 2040년까지 연평균 1.53% 증가에 그쳐 그 비중도 2013년 24.1%
에서 2040년 14.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
는 LPG 소비도 크게 주춤(연평균 증가율 0.08%)할 전망이다.
이렇듯 CO2 배출이 높은 가솔린이나 LPG 사용이 감소하고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에콰도르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탈탄소화 정책의 결과로 해석된다. 에콰도르 정
부는 2000년대 들어 탈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을 수력발전으로 대
폭 교체하는 한편 LPG 사용 감축, 노후 차량 교체, 대중교통의 전기화, 제조업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주거 및 산업부문에서 CO2 감축을 위한 정책
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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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에콰도르 에너지원별 최종소비 전망
(단위: kboe, %)

구분

비중

증가율

2013

2020

2030

2040

전력

12,910

24,600

39,978

56,437

5.62

13.4

23.8

가솔린

23,132

25,433

29,979

34,851

1.53

24.1

14.7

디젤

30,559

40,714

61,448

88,947

4.04

31.8

37.5

236

2,474

2,962

3,071

9.98

0.2

1.3

천연가스

(2013~2040)

2013

2040

연료유

7,105

9,049

13,273

18,732

3.66

7.4

7.9

LPG

8,155

4,380

6,034

8,330

0.08

8.5

3.5

장작

1,486

1,698

1,895

1,989

1.09

1.5

0.8

사탕수수 찌꺼기

1,416

1,689

2,195

2,766

2.51

1.5

1.2

제트유

2,805

3,734

5,627

8,058

3.98

2.9

3.4

쓰레기

0

212

712

1,480

0.0

0.6

잔류탄소
석유
에탄올
정제가스
잔사유
총계

0

2,338

3,138

3,138

810

810

810

810

0

852

964

1,026

0.00

0.0

1.3

0.8

0.3

0.0

0.4
0.2

512

512

512

512

0.00

0.5

6,971

6,971

6,971

6,971

0.00

7.3

2.9

96,097

125,466

175,899

237,118

3.40

100.0

100.0

자료: 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 Renovable(2016a), p. 25.

표 4-2-10. 에콰도르 전력 수요 전망
(단위: Gwh)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공공용

1,127 1,149 1,170 1,191 1,211 1,231 1,251 1,270 1,289 1,310

1.7

상업용

3,839 4,013 4,179 4,387 4,605 4,835 5,075 5,328 5,593 5,872

4.8

주거용

7,105 7,338 7,619 7,885 8,151 8,416 8,684 8,954 9,225 9,497

3.3

산업용

7,281 7,364 7,638 7,980 8,337 8,710 9,099 9,505 9,930 10,375

4.0

총계

19,352 19,864 20,606 21,443 22,304 23,192 24,109 25,057 26,037 27,054

3.8

자료: ARCONEL, https://www.regulacionelectrica.gob.ec(검색일: 2019. 8. 8).

에콰도르 정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는 연평균 4%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산업용(연평균 4.8%)과 상업용(4.0%) 전력 수요 증가
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9년 발표한 2027년 종합전력계획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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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18~27년 기간 에콰도르에서 전력 수요 증가는 이전의 전망보다 크게 높
아진 연평균 8~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04)
최근 에콰도르는 수력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전력보급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기인 6~7월에는 전력이 넘쳐
나나 건기 시에는 전력공급이 부족한 ‘천수답 발전’의 특징을 갖고 있다. 건기
시에는 수력발전의 80%가 미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
건설한 코카코도신클레어(Coca Codo Sinclair) 수력발전소의 부실로 당초보
다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한다.105)
이러한 수력발전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비전통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9년 5월 현재 태양광, 풍
력 등 비전통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은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을 인식하고 에콰도르 정부는 2018~27년 종합전력계획의 일환으로 풍력, 태
양광 등 발전 부문을 비롯한 송배전 부문에 총 159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요약하면, 에콰도르의 에너지 수요는 2040년까지 연평균 3.4%의 높은 증
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와 전기의 소비 증가
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최종 에
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3.4%에서 2040년 23.8%로 크게
뛸 전망이다. 한편 수력발전 비중이 커지면서 수력발전의 기후변화 취약성 보
완을 위해 비전통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104) 에콰도르 ARCONEL 관계자 인터뷰(2019. 8. 5, 에콰도르 키토).
105) 에콰도르 KOTRA 관계자 인터뷰(2019. 8. 2, 에콰도르 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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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정책
가. 에너지정책 약사
에콰도르의 에너지정책은 자원개발과 환경보존 그리고 국가와 민간의 역할
에 관한 이념 논쟁과 더불어 변화를 거듭해 왔다. 에너지정책을 큰 틀에서 자원
개발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친시장 정책과 환경보전과 국가의 역할을 강조
하는 친환경 정책으로 구분한다면, 에콰도르의 에너지정책은 2008년을 기점으
로 친시장 정책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변화했고 2017년 이후 다시 친시장 정책으
로 선회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자
의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에콰도르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에콰도르의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언제나 석유이다. 석유는 에콰도르 에너지
공급 믹스의 88%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수출의 50%와 재정
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에콰도르 경제의 핵심 부문이며 경제발전의 원동
력이다. 에콰도르는 1972년에 처음으로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국영석유공사(CEPE: Corporación Estatal Petrolera Ecuatoriana)를 설립
했다. 그러나 초기 에콰도르의 석유개발은 외국기업이 주도했고, 에너지정책
은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친시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한편 1989년에는
｢특별법 제45호(Ley Especial N. 45)｣에 의거, 현재의 국영석유공사인 페트
로에콰도르(Petroecuador)가 설립되었고 1992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에콰도르를 떠난 텍사코(Texaco)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 이후 에콰
도르 국영기업의 석유산업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페트로에콰도르 설
립 이후에도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에콰도르의 석유 탐사개발과 생산 등 상
류부문은 여전히 외국기업이 주도해 왔다. 한편 전력 부문은 국영기업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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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으나, 1990년대 말에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부문
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에너지정책은 2007~08년을 기점으로 친시장 정책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급선회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라파엘 꼬레아 전 대
통령 집권 시기(2007년 1월~5월) 동안 지속되었다. 라파엘 꼬레아 정부는
2008년 신헌법을 통해 에너지, 자원, 운송, 정보통신 등을 국가전략분야로
규정하고 국가통제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막강한 부처인 전략분야조정부
(Ministerio Coordinador de Sector Estrategico)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비
재생천연자원부(Ministerio de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와 전
력재생에너지부(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 Renovable)를 두어
각각 석유와 전력 분야를 관장하게 했다.
라파엘 꼬레아 정부의 석유관련 주요 정책과제는 원유 생산에 대한 국가 참
여 강화와 석유제품의 수입의존도 축소 그리고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제
공장 확충이었다. 전력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는 수력발전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공급 믹스 다변화, 에너지 효율화, 전력손실률 축소 등이었다.
석유 탐사개발과 생산 부문의 국가 참여 강화를 위해 2007년 12월에 원유 생
산을 전담하는 국영석유공사 페트로아마조나스(Petroamazonas)를 설립했고,
외국기업의 석유개발 참여 방식을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서비스계약으로 변경했
다. 이로써 에콰도르 정부가 석유 생산량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등 석
유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석유개발에 따른 국가의 수익 규모도 증가했
다. 아르헨티나 Repsol YPF, 이탈리아 Eni, 칠레 Enap, 중국 Andes Petroleum
및 PetroOriental 등 일부 기업이 에콰도르 정부의 계약방식 변경을 수용했으
나, 브라질 Petrobras, 미국 Noble Energy 등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은 에콰도
르에서 철수했고, 해당 기업의 사업은 페트로아마조나스가 인수했다.
전력분야도 1990년대 말에 민영화되었던 전력회사들을 재국유화하여 2009
년에 발전과 송전을 담당하는 에콰도르전력공사(CELEC: Corporación 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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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ica del Ecuador)와 배전을 담당하는 국가전력공사(CNE: Corporación
Nacional de Electricidad)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의 발전과 송전
부문은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 독립발전사업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가 생산하는 전력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그러나 에콰도르
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하
고 있다.
한편 2017년 5월 레닌 모레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다시 친시장 정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레닌 모레노 정
부는 2018년 상반기에 석유, 전력, 광물 부문을 관장하는 3개 부서를 에너지·
비재생천연자원부(Ministerio de Energí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 1개의 부서로 통합했고, 석유와 전력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
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개발과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에 석유 증산을 위해 석유수출국기구
(OPEC) 탈퇴를 선언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석유 생산량을 현재의 53만106)
b/d에서 70만 b/d로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석유개
발 부문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 부문도 수력발전 비중이 높아서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력위기 예
방을 위해 전력공급 믹스 다변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2019년에 약
500MW 규모의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입찰107)을 실시할
예정이다.

106) 페트로아마조나스 41만 배럴, 민간기업 12만 배럴 그리고 ITT 유전에서 7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107) Treia, https://www.treia.org/news/2019/7/25/lytsygwbrx1vwma030uqvafd3jwp64(검색일: 2
01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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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에너지정책
에콰도르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2008년 전후로 크게 구분된다. 2008년 생명
중심 세계관을 반영한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에콰도르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친
환경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에콰도르 신헌법은 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부르며 권리의 주체
로 인정한다. 헌법 10조에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인간에게 인권이 있
듯이 자연에게는 자연권(Derechos de la Natualeza)이 존재한다고 선언한
다. 즉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자연권을 세계 최초로 헌법
에 명문화한 것이다.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에너지아젠다 2016~40(Agenda Nacional de
Energia 2016~40)에서 중장기 에너지정책 5대 목표로 ① 포용적 에너지 개
발 ②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③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 강화 ④ 에너
지 효율화 ⑤ 역내 에너지 인프라 통합과 세계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기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5월 레닌 모레노 정부 출범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정
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고, 이전 라파엘 꼬레아 정부 시절에 수립된 중장기국가
에너지계획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
성화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에콰도르 정부가 2000년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정권 출범시마다 수립되
는 국가개발계획은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에콰도르 정부가 에너지를 비롯한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생산
장려·투자유치·고용창출·재정안정 및 균형을 위한 법｣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 제공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에너지 효율 제고
프로그램에서는 에콰도르 정부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사용을 줄
이고 가정용 전기기기는 물론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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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수립한 2018~27년 종합전
력계획에서는 향후 전력의 수급 전망을 토대로 한 정부의 주요 발전 프로젝트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1) 2017~21 국가개발계획과 에너지정책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제정을 통해 국가개발계획 수립(｢헌법 280조｣)을
명문화하고 국가개발계획에 기초해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성문화(｢헌법
293조｣)하고 있다.
2008년 헌법에 근거해 에콰도르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5개년 국가개발계
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모레노 정부는 그간 2번에 걸친 국가개발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2017~21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
2017~21)’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17~21 국가개발계획은 3개의 축과 9개의 목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전 생애 모두를 위한 권리’ 달성을 목표로 취약계층 보호, 다국민성 및 상호문
화성 공고화, 빈곤과 차별 및 폭력 근절, 자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축은 ‘사회서비스경제’ 달성을 목표로 사회 및 연대경제시스템 공고화, 생
산성 및 경쟁력 제고, 양질의 고용창출, 달러라이제이션 보장, 부의 균등한 분
배, 식량주권 보장, 통합적 농촌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세 번째 축은 ‘더 많은
사회, 더 나은 국가’ 실현을 목표로 시민의 참여 확대, 투명성과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윤리 구축, 양질의 서비스 제공, 국제무대에서 에콰도르의 전략적
위상 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표 4-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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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1.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의 3대 축과 9대 목표
3대 축
전 생애 모두를
위한 권리

9대 목표
1
2

상호문화성과 다국민성 공고화

3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권 보장

4
사회서비스
경제

5
6

더 많은 사회,
더 나은 국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는 품위 있는 삶 보장

사회·연대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공고화 및
달러라이제이션 강화
재분배 및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생산능력 개발 및 식량주권과 농촌의 통합적 발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7

국가의 시민서비스 확대를 통한 참여사회 장려

8

새로운 사회윤리를 위한 책임성과 공동책임 제고

9

주권과 평화를 보장하고 중남미 및 국제무대에서
에콰도르의 전략적 위상 제고

자료: SENPLADES(2017), p. 9.

모레노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에너지 및 전력산업 육성은 다섯 번째 목
표에 명시되어 있다. 다섯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 다각화, 연구
개발, 인적자원 육성, 혁신기업 육성, 에너지구조 다각화, 공기업의 역할 강화
등의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R&D 투자 확대, 중·고급제
품의 수출 증대, 바이오경제 역할 확대, 비석유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비전통적제품의 수출 증대, 대중 및 연대경제의 국제시장 접근성 확대 등을 추
진한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또한 국가개발계획에서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
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목표를 살펴보면 먼저 재생에너지원
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을 현재 60%에서 2021년 9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다. 다음으로 탄화수소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및 전력생산 최적화를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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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축 규모를 909만 배럴(boe)에서 1,750만 배럴(boe)로 확대하겠다는 목
표를 세웠다.

표 4-2-12.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 목표 5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양질의 품위있는 일자리 및 고용 창출
국내외시장에서 경쟁우위와 비교우위 활용을 위해 국내 생산 다각화
생산구조 변환 촉진을 위해 사회적 필요성과 연계해 연구 및 개발, 기술이전, 인
적자원 육성 및 배양,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장려
대중경제 및 연대경제 강화를 위한 생산 네트워크, 공정무역 강화 및 촉진

주요 정책

농목축업, 양식 및 어업 발전을 위한 일차산품 및 관련 서비스의 생산성, 경쟁력
및 질 제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주권을 가진 형태로 최적의 에너지구조 다각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가진 국내 생산 장려
양질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천연자원의 책임 있는 이용, 경제의 역동성 제고,
그리고 시장에 전략적 개입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 강화
일차산품 총부가가치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을 1.29에서 1.4로 확대
농목축 및 농가공산업의 수출을 33% 증대
국내농업생산성지수 증대(98.9 → 112)

주요 목표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 확대(60% → 90%)
ICT개발지수 개선(4.6 → 5.6)
국가도로망(Red Vial Estatal) 확대(9,790.5km → 10,500km)
탄화수소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및 전력생산 최적화를 통한 연료 비축 확대(909
만BOE → 1,750만BOE)
R&D(GDP대비) 투자 확대
과학기술 논문 편수 확대
국내 특허비율 확대
중·고급기술제품의 수출 증대
적정한 고용 확대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

비석유부문의 무역흑자 확대
비석유제품의 수출편중도 완화
바이오 경제 역할 확대
비석유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비전통적제품의 수출 확대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통한 국가도로망 유지 확대
대중경제 및 연대경제의 국제시장 접근성 확대
정부예산에서 국영기업의 예산 의존도 축소

자료: SENPLADES(2017), pp.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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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장려·투자유치·고용창출·재정안정 및 균형을 위한 법108)
에콰도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정책은 2018년 제정한 ｢생산
장려, 투자유치, 고용창출, 재정안정 및 균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전기차 보급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는 개인용, 공공 및 화물운송용 전기차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면제(0%)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교통용 전기차와 가스 스토버와
쿠커에 대한 특별소비세(ICE)도 면제한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도 눈 여겨 볼 필요
가 있다. 여기서 투자 인센티브는 일반투자 인센티브, 피해지역 인센티브, 우선
육성산업분야 투자 인센티브, PPP 사업(스페인어 APP)에 대한 인센티브, 특별
경제구역(ZEDEs)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전략적 수입대체 및
수출 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육성분야로 선정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에서
는 재생에너지, 바이오기술, 에너지효율성 분야가 대표적인 분야다.

표 4-2-13. 에콰도르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
인센티브 유형

주요 내용
22%까지 3%p씩 법인세 점진적 면제
혁신유발 기술 및 생산자산에 대한 이윤 재투자의 경우 소득세 10% 공제
고용창출, 임금 인상, 생산성 및 기술개선을 위한 신규 자산 구입, 청정생산 등
의 활동에 대한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일반 인센티브

1년이상 해외자본차입에 대한 외환유출세(ISD) 면제
외환거래세 지불 지원
중기업의 경우 이윤 재투자 시 10% 포인트 소득세 삭감
R&D 및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훈련, 생산성 개선 지출,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
비용 등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피해지역

일반 인센티브 모두 적용

인센티브

추가적으로 신규 고용비용 100%에 대해 5년간 소득세 공제

자료: WTO(2019), pp. 22-23.

108) Organic Law on the Promotion of Production, Attraction of Investment and Generation
of Employment, and Fiscal Stability and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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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3. 계속
인센티브 유형

주요 내용
키토 및 과야킬 이외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완전 면제

우선분야
투자 인센티브

신규 및 생산적 고정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비용에 대해 5년간 추가적으로 100%
공제
기초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국경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소득세 면제
첫해 기준으로 10년간 소득세 면제

PPP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수입, 파이낸싱 및 배당금 지급에 대한 외환유출세 면제
프로젝트 관련 수입에 대한 외환거래세 면제
프로젝트 관련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별경제개발
구역

국내산 원자재, 투입재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수입이나 해외금융조달에 대한 외환유출세 면제
키토와 과야킬 도시지역의 경우 소득세 5% 면제, 이외 지역의 경우 5년간 소득
세 완전 면제

자료: WTO(2019), pp. 22-23.

3) 에너지효율 제고 프로그램
에콰도르 정부의 중점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는 에너지효율 제고 프로그램이
다. 먼저 대표적인 정책으로 2004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에너지소비기기개선프로그램(RENOVA)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
램은 전국적으로 비효율적인 냉장고 33만 대 교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실
시 초기인 2012년 이후 2016년 12월까지 약 12만대의 교체 신청을 받아 전국
적으로 9만 5,652대의 냉장고가 교체되었다. 이에 힘입어 연간 63.13MW의
전기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2단계 RENOVA 프로그램이 추진 중
에 있다. 정부는 향후 6년간 구형 가정용 냉장고와 가정용 에어컨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대표적인 정책은 효율적취사도구도입프로그램(PEC)이다. 이 프로
그램은 LPG 수요의 실질적인 감축을 통해 에너지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
해 추진되었다. 현재 에콰도르에서 LPG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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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약 300만 가정에서 LPG 사용 취사도구를 전기사용 취
사도구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약 75만 가정을 대상으로 LPG 사용
난방용 온수기를 전기 사용 온수기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먼저 전기세 면제 혜택을 부
여했다. 취사 및 온수를 위해 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에 2018년
8월까지 전기요금을 면제해 주었다. 가스를 대신해 전기 인덕션을 사용하는 가
정의 경우 월 80KWh까지 전기세를 제외해 주었다. 또한 온수 사용 시 LPG 대
신 전기온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월 20KWh까지 전기를 무료로 제
공했다. 전기사용 관련기기 판매 시에도 부가가치세와 외환유출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다. 더 나아가 전기 인덕션 등 관련제품의 수입 시에도
특혜관세를 제공했다.
2019년에는 전기 사용의 효율 제고와 절전을 목적으로 ｢에너지효율제고법
(Ley de eficiencia energetic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령을 통해 대중
교통 전기에너지 사용의 의무화와 교통요금 유연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 법
에 따라 2025년부터 에콰도르에서 신규 도입되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은 전기
로 구동되어야 한다. 전기 교통수단은 민간 및 공공 모두 국가 고시요금이 아닌
별도의 요금체계로 운영될 수 있다. 이 법의 도입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 회사들
은 2025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부가 디
젤, 휘발유에 지급하던 유류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전기차 판매
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109)

109) KOTRA(2019), 「에콰도르 전기차 충전기 시장동향」(2019. 8.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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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27년 전력종합계획(Plan Maestro de Electricidad 2018~
27)
2007년 좌파 정당인 국가연합(Alianza Pais)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불평
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에너지
부문의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시기 에너지정책은 석유 의존
도 축소와 화력발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감축을 위해 수력발전에 초점을 두었
다. 수력발전에 초점을 둔 정책의 추진 결과,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조는 2007
년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동시에 비전통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생산 구조 다변화는 물론 전통적 재생에너지원인 수력을 보완할 대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7월 30일 에콰도르 에너지·비재생천연자원부가 발표한 2018~27
년 전력종합계획(Plan Maestro de Electricidad 2018~27)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8~27년 종합전력계획의 일환
으로 풍력, 태양광 등 발전부문을 비롯한 송배전부문에 최대 159억 8,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110) 구체적으로 발전부문에 91억 974만 달러, 송전
부문에 17억 5,802만 달러, 배전부문에 51억 1,424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
다. 송전부문에 대한 투자 중 88%는 송전선 건설에, 나머지 12%는 변전소 건
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로하(Loja)와 마나비(Manabi)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에콰도르의 전력생산은 2027년까지 연평균 9.3% 증가(2018년 2
만 5,093GWh → 2027년 5만 5,952GWh)할 것으로 전망된다.

110) 에콰도르 정부는 전력부문 투자를 2가지 기준으로 추정했다. 먼저 기본적 가정(Caso Base)이다. 이
경우 투자규모는 126억 7,900만 달러로 계획했다. 두 번째는 기초산업에 대한 전력수요를 감안한
가정(Caso Matriz Produtiva)에 기초한 투자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가정에 기초한 내용
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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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4. 2018~27년 전력종합계획 전력생산 투자 계획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

114

-

-

-

-

-

-

-

104
104

9
100
108

1
51
38
203

3
72
555
630

606
447
- 1,415
125
199
730 2,061

6
226
231

215
19
310 3,795
329 4,010

748
748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
화력
수력
총계

2027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2019), p. 289.

표 4-2-15. 2018~27년 전력종합계획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명

사업 개요 및 내용
사업 개요
· 발주처: 에콰도르 에너지비재생천연자원부
· 범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Villonaco Ⅱ, Ⅲ

· 규모: 각 사업당 2억 달러

풍력발전소

· 방식: 민간사업자가 25년(건설기간 18~24개월) 운영후 정부에 이전

(Loja 지역)

· 입찰: 국제공개입찰
주요 내용
· 연간 평균 풍속: 9.5m/s
· 기술사항: 각 발전소당 최소 100MW의 전력생산(연간 385GWH)
사업 개요
· 발주처: 에콰도르 에너지비재생천연자원부
· 범위: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El Aromo 태양광
발전소
(Manabi 지역)

· 규모: 1억 8,000만 달러
· 방식: 민간사업자가 20년(건설기간 12개월) 운영 후 정부 이전
· 입찰: 국제공개입찰
주요 내용
· 사업부지 면적: 290ha
· 연간 일사량: 1.648kWh/m2/년
· 기술사항: 최소 200MW(±2%)의 전력생산(연간 337Gwh)

자료: 주에콰도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내부자료(2019. 8).

이번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풍력, 태양광 등 비전통 신재생에너지 개
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총 투자 규모(159억 달러) 중 약 절반
이상(57%)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111) 두 번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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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그간 정부 주도로 이끌어 왔던 발전 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것
이다. 이번에 정부가 우선 사업으로 제시한 풍력 사업과 태양광 사업 모두 PPP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112) 셋째, 에콰도르 경제의 전기화(electrification)
확대를 반영해 전기 수요를 당초 전망에서 보다 크게 늘려 잡았다. 이전 계획에
서 정부는 전력 수요가 3~4%대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번에는
그 전망치를 7~8%로 상향 조정했다.113)

3. 기후변화정책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후변화 취약성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에콰도르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국가는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에콰도
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0.13%에 불과한 5,826만 톤
(CO2e)이다.114) 에콰도르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은 에너지 분야로, 전체
배출의 50%에 달한다. 다음으로 토지이용·임업(LULUCF)이 25%, 농업이
18%, 산업이 5%, 폐기물이 4% 순이다.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
하는 운송부문으로 그 비중은 50%에 달한다. 다음으로 주거와 산업에서 각각
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운송부문은 1994~2012년 기간 온실가
111) 저자가 면담한 에콰도르 에너지협회 회장도 이번 정부 계획의 가장 큰 변화를 민간부문 참여에서 찾
고 있다(에콰도르 에너지협회 관계자 인터뷰, 2019. 8. 7, 에콰도르 키토).
112) 에콰도르 정부는 PPP 방식을 통한 민간 자본의 조달 이외에 IDB, CAF, 프랑스수출입은행(AFD), 중
국개발은행(CDB)으로부터의 자금조달도 기대하고 있다.
113) 에콰도르 ARCONEL 관계자 인터뷰(2019. 8. 5, 에콰도르 키토).
114)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reenhouse_gas_emis
sions(검색일: 2019. 11. 19).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 147

스 배출이 123%나 증가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 온
실가스 배출의 85% 이상이 가솔린과 디젤을 사용하는 육상교통에서 발생한다.
2015년 기준으로 에콰도르에는 약 200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
된 차량의 28%가 12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다.
에너지원별로는 디젤이 36%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다음
으로 가솔린이 28%, LPG가 8%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17년에만 이들 3
개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72%에 달했다. 운송부문에서는 디젤과 가
솔린이, 가정에서는 LPG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그림 4-2-4. 에콰도르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그림 4-2-5. 에콰도르의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단위: %)

(단위: %)

자료: Ministerio de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2018), p. 47.

자료: Ministerio de Energi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2018), p. 48.

폐기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를 차지한다. 전체 폐기물 배출의 약
80%는 고형 폐기물에서 발생한다. 1994~2012년 기간 폐기물 배출 규모는
136% 증가했다. 2016년 고형 폐기물 배출량은 1만 2,450톤에 달했는데, 이
중 61%는 유기성 폐기물, 11%는 플라스틱, 9%는 폐지, 2.6%는 유리였다. 에
콰도르에서 고형 폐기물 관리는 시 정부의 관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
형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재원 및 능력이 부족하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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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221개 시 중에서 57%인 125개 시의 경우 야외에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대기, 토양 및 수자원 오염은 물론 보건 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다. 96개 시
에서 최종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폐기물 처리에 대
한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2) 기후변화 취약성
에콰도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은 엘니뇨 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엘니뇨 현상에 따라 해안가와 서부 안데스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빈
번하게 발생하며 북부와 동부지역에서는 가뭄이 나타난다. 2017년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50년 기온이 현재보다
0.9~1.7℃, 2071~2100년에는 0.9~2.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콰도르는 극단적 기후변화 현상 심화(ENSO), 해수
면 상승, 빙하의 해빙 확대, 수자원의 취약성 증대, 홍수와 가뭄에 대한 취약성
증가, 뎅기열 및 기타 열대질병의 전염 확산, 갈라파고스 군도에 외래종 침입
증가, 생태계 변화 심화, 그리고 기타 생물 종의 소멸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농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25년 에콰도르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최근 기후변화정책
에콰도르는 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INDC)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배출
전망치(BAU)보다 20.4~25%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
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최대 37.5~45.8%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
다. 특히 적응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삼림 벌채율
제로 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가장 취약한 도시의 50%에서 적응능력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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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개도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생명권 존중 사항을 포함시켰다. 헌법에 자연권을 도입한 것은 에
콰도르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다음으로 2013~17년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에서는 기후변화를 다차원적인 문제로 인식하
고 각종 대응책이 제시되었다. 이후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
응을 위해 ‘2012~25 기후변화국가전략(ENCC)’, ‘2015~18 기후변화국가계
획’이 속속 수립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살펴보면 먼저 에콰도르는 2010년에 범부처기후
변화위원회(CICC: Inter-institutional Committee of Climate Exchange)
를 설립했다. CICC는 모든 기후변화정책을 실행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으며,
2012~25 기후변화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CICC 이외에 에콰도르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주관하는 부서로 환경부가 있
다. 환경부는 자발적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산림전용및황폐화방지(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같은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2012년 수립된 기후변화국가전략(ENCC)은 2025년까지 에콰도르의 에너
지정책의 비전과 기후변화 대응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NCC는 ① 식
량 주권, 농업, 목축, 수산업 및 양식업 ② 주요 생산 및 전략분야 ③ 보건 ④ 수
자원 ⑤ 자연 생태계 ⑥ 주거 등을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우선분야로 선정하
고 있다.
ENCC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기후변화계획 및 전략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13~14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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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부처가 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규정을 개발
했다. 2015년까지 총 40개의 지방정부가 마스터플랜 수립 시 기후변화실천계
획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계획 작성은 GEF, UNDP, GIZ, WWF 등 국제기구
로부터 기술적·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실천계획은 2009년부터 키토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힘입어 키토시는 2017년 록펠러재단의 지원
을 받아 도시 회복력 프로그램(Urban Resilience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쿠엔카시도 2013년에 IDB가 추진하
는 지속가능한 도시 이니셔티브(ESCI: Emerging and Sustainable Cities
Initiative) 대상 도시로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도시 실천계획(Urban
Substantiality Action Plan)’을 수립했다.
현재 에콰도르 환경부가 국제기구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표 4-2-16. 에콰도르의 기후변화관련 주요 적응 조치
- 열대 안데스지역에서 급속한 빙하후퇴의 영향에 대한 대응
-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 국가적응계획 수립
-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력 개선
- 기후,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
- 수력발전소의 취약성 분석
- 아마존 보호지역 통합 관리
-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
- 사막화, 삭마(degradation), 기후변화 대응 통합관리
- 스마트 가축 관리. 취약지역에서 토양 침식 및 사막화 위험 감축 통합 관리
- 생태계에 기초해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전략 수립
- 콜롬비아-에콰도르 국경지역에 위치한 취약한 아프리카계 및 원주민 공동체에서 식량·영양 안보
및 평화구축을 통한 적응능력 배양
-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수력발전시스템의 적응능력 강화
자료: UNDP, www.adaptation-undp.org/sites/default/files/resources/nap_ in_focus_ lessons_ from_ecuador_
english.pdf(검색일: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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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에콰도르는 에너지 생산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먼저 8개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6,290톤(CO2e)의 온실가스
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한 갈라파고스 군도 화석연료 제로화 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도입 프로그램을 통해 5,867톤(CO2e)의 온실가
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주거 및 산업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LPG 사용의 감축에 초점을 둔 RENOVA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문에서는 GEF와 UNIDO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효율성 프
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1만 3,000MWh의 전력과 20만 갤런의 디젤
이 절약되었으며 3만 1,000톤(CO2e)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
RENOVA 프로그램에 따라 10~18년이 넘은 상업용 차량은 물론 대중교통
차량이 교체되었다. 2008~14년 기간에만 1만 5,000대의 차량이 교체되었다.
차량 교체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운송부문에서 주목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전거용 도로 건설을
들 수 있다. 이의 일환으로 227km의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었다. 운송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된 획기적 사업으로는 키토의 지하철 건설과 쿠엔카
의 트램 노선 건설을 들 수 있다. 현재 키토에서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총 길
이 22km(15개 역)에 달하는 지하철 건설 중이다. 지하철이 완공될 경우 일일
40만 명 승객의 교통을 책임질 전망이다. 쿠엔카시에서는 총 길이 10.7km에
달하는 트램 노선(일일 12만 명 고객 이용)이 건설 중이다. 한편 아마존 지역에
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보트가 6개 커뮤니티에 도입될 예정이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가통합고형폐기물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21개 시에서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고형폐기물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CAF, KfW
등으로부터 기후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일차적으로 5개의 도시에서 바이오
가스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13개 도시에서

152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1차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50만 톤(CO2e)
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글상자 1. 에콰도르 쿠엔카시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
에콰도르 제3의 도시(인구 61만 명)인 쿠엔카시는 IDB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이니셔티
브(ESCI) 사업 참여 도시로 선정되었다. 사업 평가에서 쿠엔카시는 탄소 배출이 매우 낮고 상하수
도, 전력, 쓰레기 수거 및 관리 등 기초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양호한 도시로 평가되었다. 1인당 온
실가스배출량은 2.42톤(CO2e)로 에콰도르 평균(2.56톤(CO2e)보다 낮다. 이 수치는 지속가능한
도시 기준치인 5톤(CO2e)을 크게 하회하는 것이다. 쿠엔카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2009년 대비 30% 삭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한 여
건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쿠엔카시의 전력보급률은 99.6%에 달하며 1인당 연간 전기소비량은
1,228KWh이다. 산업과 상업 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43%를 차지한다. 전체 에너지 생산의
32%는 재생에너지, 특히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쿠엔카시는 재생에너
지 비중을 확대함은 물론 산업 및 상업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
년부터 트램 노선 건설을 개시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
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쿠엔카시는 고형폐기물의 98.6%를 수거해 시(市) 매립지에서 100% 처리하
고 있다. 시 폐기물 매립지는 ISO 14001 환경인증을 획득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을 준수
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지에서는 2MW/h의 바이오가스 전기를 생산한다. 더 나아가 쿠엔카시는
에콰도르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했다.
자료: Urban Pathways(2018), p. 12.

4.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및 개발협력 사업 동향
가. 국내외 민간투자 동향
1) 전통적 에너지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동향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0년 이후 FDI 유
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3억 2,300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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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5년 이후 유가하락이 본격화되고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FDI
유입은 하락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2015년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2018년 들어 FDI 유입이 다시 살아나는 듯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기업 간 내부
거래 확대에 따른 착시 효과로 평가된다.
분야별 FDI 유입을 살펴보면 광업(석유 포함)에 FDI가 집중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2011~18년 기간 기준으로 전체 FDI에서 광업이 차지한 비중은
49.4%에 달했다. 그밖에 제조업(15.4%), 상업(14.9%), 기업서비스(10.9%),
농수산(5.4%), 건설(5.0%)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4-2-6. 에콰도르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anco Central del Ecuador, https://contenido.bce.fin.ec/documentos/EstadisticasSectorExterno
BalanzaPagos/InversionExtranjera /Directa/indice.htm(검색일: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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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에콰도르 에너지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anco Central del Ecuador, https://contenido.bce.fin.ec/documentos/EstadisticasSectorExternoBalanza
Pagos /InversionExtranjera /Directa/indice.htm(검색일: 2019. 9. 1).

다음으로 에콰도르 중앙은행의 통계를 활용해 에너지 분야115)에 대한 FDI
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FDI 유입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본격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에너지 분야는 에콰도
르 총 FDI 유입의 약 50%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 중에서 석유를 제외
한 전력에 대한 FDI 유입은 상대적으로 크게 미미했다. 에콰도르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2~18년 기간 전력분야116)에 대한 FDI(누계 기준)는 1억
6,000만 달러로 이 시기 전체 FDI 유입액의 1.9%에 그쳤다.
국별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FDI 유입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2~18년 누
계 기준으로 조세회피국가인 버진아일랜드가 가장 큰 투자국(전체 61.3% 비
중 차지)으로 조사되었다. 이 국가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최대 투자국은 스
페인(12% 비중)이었으며, 파나마(10.7%), 미국(6.1%), 브라질(5.7%), 캐나다
115) 에콰도르 중앙은행에서는 에너지 분야로 구분해 투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석유, 전력 및 가스부문에 대한 투자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여 에너지 투자로 간주한다.
116) 가스 및 수자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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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네덜란드(3.3%)가 그 뒤를 이었다.117)
이상에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연도별, 국별 FDI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FDI는 석유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그에 반해 전력 부문에
대한 FDI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수자원에 대한 투자를 제외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작았다.
그러나 ‘2016~25 전력기본계획(Plan Maestro de Eletricidad 2016~
25)’에서 에콰도르 정부가 밝힌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면 그 규모는
2000~06년 기간 9억 달러에서 2007~16년 기간 112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
가했다.118) 다음 [그림 4-2-9]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 전력 부문에 대한 연
평균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했다.
그렇다면 FDI 유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전력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
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차관 도입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
대 들어 에콰도르 정부는 8개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했는데 대부분이 중국의 차
관 도입을 통한 것이었다. [표 4-2-17]에서 보듯이 에콰도르의 수력발전 부문
에 대한 중국의 차관(투자) 규모는 약 44억 달러로 2010년대 이 부문에 대한
총 투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두 번째 이유는 에콰도르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로
설명할 수 있다. 라파엘 꼬레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자원 붐
에 힘입어 튼튼해진 재정을 바탕으로 전력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었다.

117) 국별로는 2010년대 들어 네덜란드가 최대 투자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1~18년 기간 네덜
란드의 투자규모는 총 FDI의 15.4%에 달했다. 그밖에 캐나다(10.7%), 중국(9.8%), 스페인(9.6%),
미국(7.8%)이 상위 5대 투자국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에콰도르 투자 진출은 서방국가의 진출
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우루과이, 멕시코, 칠레, 페루 등 인근 중남미 국가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0.1%, 0.02%로 미미한 편이다.
118) 에콰도르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전까지 전력부문은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 기피, 높은 전
기요금, 높은 전력수입 의존도, 높은 전력 손실율, 대부분 전력기업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커다란 어
려움을 겪었다.

156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그림 4-2-8. 에콰도르의 시기별 전력 부문
투자 비교

그림 4-2-9. 에콰도르의 연도별 전력 부문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 Renovable
(2016a), p. 61.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ia Renovable
(2016a), p. 61.

표 4-2-17. 중국의 수력발전 투자(차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프로젝트

중국 참여 기업

2010

Coca Codo Sinclair

Sinohydro

2010

Sopladora

China Gezhouba Group Company

2010

Toachi Pilaton

2011 Minas San Francisco

International Water & Electric
Copporation(CWE)
Harbin Electric Inyernational Co.Ltd
China Hidroelectricidad Ingenieria Consultorio

투자(차관)
금액
2,245
673
588
500

2011

Delsitanis Agua

2012

Quijos

China National Electric Engineering Company

138

2012

Mazar Dudas

China National Electric Engineering Company

51

Grupo Co.

총계

194

4,389

자료: Salazar(2019), p. 17.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석유를 제외하고 국내외
민간부문의 투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전력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
는 매우 미미했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실시된 전력 부문에 대한 대부분의 투
자는 중국의 차관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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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현재 에콰도르에서는 57개 발전회사가 활동 중이다. 이 중 13
개가 공기업이고 44개가 민간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력 생산은 공기업
이 맡고 있다. 송전부문에서는 1개의 공기업이 활동한다. 배전과 마케팅 부문
에서 1개의 공기업과 정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9개의 혼합기업이 활동하
고 있다.

글상자 2. 에콰도르 국영전력회사 현황
에콰도르 전력부문에는 2개의 공기업이 있다. 먼저 에콰도르전력공사(CELEC: Electrical
Corporation of Ecuador)가 있다. 2010년 1월 14일 ｢행정령 220호｣에 의거해 설립된 공사로
13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발전과 송전 업무를 수행한다. 2017년 에콰도르 전력 생산의
87%(주로 수력)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국영전력회사(CNEL: National Corporation of
Electrcity)가 있다. 배전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 에콰도르에서 가장 큰 배전기업이자 판매기업
이다. 2013년 3월 13일 ｢행정령 1459호｣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현재 국가 전역의 45%, 전체
인구의 약 50%에 전력을 공급한다. 나머지 지역은 Elecalapagos S.A., Emelnorte S.A.,
Ambato Regional Centro Norte Electricity Company, Quito Electricity Company, Cotopaxi
Electricity Company, Centrosur Electricity Company 등의 전기회사가 전력을 공급한다.
자료: 저자 작성.

보다 구체적으로 에콰도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주체는 크게 세 개로 구분
된다. 먼저 발전기업(Generadoras)이다. 현재 16개 발전기업이 있는데, 이중
1개는 혼합기업, 6개는 민간기업, 9개는 공기업이다. 29개의 수력발전소를 운
영하고 있으며 발전 용량은 2018년 현재 6,586MW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전
체 전력 생산의 약 68%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공기업이 전체 전력설비용량
의 98%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CELEC-Coca Codo Sinclair, CELECHidropaute 등 양 기업이 전체 발전용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둘째 자가발전기업(Autogeneradoras)이 있다. 대부분이 석유기업으로 현
재 10개의 민간기업과 3개의 공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3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발전용량은 2018년 현재 1,638MW에 이른다. 현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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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기업은 전체 발전용량의 16%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자가발전기업은
전력생산을 주로 화력에 의존한다. 대표적인 민간기업으로 Hidrosanbartolo,
공기업으로는 EPMAPS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전능력을 갖춘 배전기업(Distribuidoras)이 있다. 현재 6개
의 기업119)이 활동하고 있는데 모두 공기업이다. 19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발전용량은 452MW에 달한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20개의 배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11개 배전기
업은 CNEL 자회사로 전국토의 44%, 에콰도르 인구의 약 50%에게 전력을 공
급하고 있다. 나머지 9개 기업은 배전 서비스 이외에 전력도 생산한다.

2)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동향
에콰도르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 전망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최근 에콰도르의 에
너지정책 기조가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력 발전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이다. 2010년대 들어
수력 발전 확대에 힘입어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2010년
코카코도신클레어(Coca Codo Sinclair) 수력 발전 프로젝트 등 총 8개의 대
형 수력발전소 건설에만 약 44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대규모 수력 발전 이외에
50MW급 이하의 소수력(mini-hydro) 발전도 건설 중이다. 2013~22 국가전
력계획(National Electrification Plan 2013~22)에 따라 10개의 소수력 프
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이들 프로젝트에는 총 3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총 발전설비용량의 약 4%에 달하
는 170MW 발전 용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119) 6개 기업은 E.E. Quito, E.E.Riobama, E.E.Cotopaxi, E.E. Norte, E.E. Sur, E.E.Ambat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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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발전 프로젝트가 속속 완료되어 가동을 개시하면서 수력 발전의 생산 능
력은 2009년 2,059MW에서 2018년 5,071MW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에 따
라 전체 전력 생산 능력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3.7%에서 2018
년 58.4%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수력 발전 능력 증대에 힘입어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비재생에너지(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앞섰다.
에콰도르에서 태양광 발전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능력은 27.6MW로 에콰도르 총 발전 능력의 0.3%에 불과하다.
발전 능력에 비해 실제 생산은 더욱 적은 상황이다. 2019년 5월 현재 태양광
의 실제 발전량은 38GWh로 전체 전력생산의 0.12%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낮은 태양광 발전에도 불구하고 적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에콰도
르에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120) 에콰도르에서 발
전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태양광 지도는 2008년 발표되었다. 그 지도에 따르
면 에콰도르의 평균 일사량은 일일 약 4,575Wh/㎡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일
사량이 높은 안데스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콰도
르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91개 프로젝트, 총 355MW(그 중 15
개는 1MW 급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19년 5월 현재 건설된 태양광 발전량은 23.6MW에 불과하다. 이렇듯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이유로는 관료적 절차의 복잡성과 자금 부족이 주요 요
인으로 지적된다.121)
내륙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미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트라
(Baltra) 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0.2MWp, 0.9MWh 에너지 저장장치 포
함), 푸에르토 아요라(Puerto Ayora)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1.5MWp), 이사
벨라 하이브리드(Isabela Hybrid) 프로젝트(0.92MWp, 0.26MWh 에너지
120) 에콰도르 ARCONEL 관계자 인터뷰(2019. 8. 5, 에콰도르 키토).
121) 에콰도르 ARCONEL 관계자 인터뷰(2019. 8. 5, 에콰도르 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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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치 포함, 1.62MW급 이중 화력발전 동시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아마존 지역에서도 다양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EU-에콰도르 정부 간 협정(2007~13년) 체결에 힘입어 Euro-solar 프로젝트
가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91개 커뮤니티(66개 아마존 지역, 25개 해안지
역)에 태양광 전력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각 커뮤니티당 1.1kWp 급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들 커뮤니티에 전력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V-SAT 위성연결) 연결 사업도 병행해 추진되었다. 두 번째 대표적인 프로젝
트로는 Centrosur Electricity Company가 추진한 얏사 이 에스타리(Yatsa
Ii Estari)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아마존의 고립된 지역에 전력 공급을 목표로
2011~15년 사이 모로나 산티아고(Morona Santiago) 주의 200개 고립지역
에 3,200개 이상의 태양광 PV홈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
에너지부(MEER)가 2013년 처음으로 발표한 풍력지도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풍력 발전 잠재력은 안데스 고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1,670MW
에 달하며, 이 중 단기적으로 가능한 풍력 발전은 884MW에 이를 것으로 평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과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도 에콰도르에서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다. 2018년 기준으로 풍력을
통한 발전 생산 능력은 21MW로 전체 발전 능력의 0.2% 비중에 머물고 있으
며 실제 풍력 발전량(2019년 5월)은 전체 전력 생산의 0.28%인 86.32GWh에
불과하다.
에콰도르에서 첫 번째 풍력 발전소는 2007년 갈라파고스의 산크리스토발 섬
(San Cristobal Island)에 건설되었다. 에콰도르 정부와 Global Sustainable
Electricity Partnership(GSEP) 간 협정을 통해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3개의
터빈을 가진, 발전 용량 2.4MW급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2013년 1월에는 에콰도르 남부 로하(Loja) 주에 11개 터빈을 갖춘 1.5MW
급의 비요나코(Villonaco) 풍력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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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MEER)와 UNDP 간 협정에 의거해 3개의 터빈을 갖춘 2.25MW급 풍력
발전소가 갈라파고스의 발트라-산타크루스(Baltra-Santa Cruz)에 설치되
었다.
아수아이(Azuay)와 로하(Loja) 주 접경에 위치한 곳에서는 50MW급 우아
스카챠카(Huascachaca) 풍력 발전프로젝트가 2009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자
금부족으로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2019
년 1월 5,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이 프
로젝트는 2020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에콰도르에서 바이오매스로 사용 가능한 작물은 바나나, 오일 팜, 사탕
수수, 코코아, 쌀·옥수수 수확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이다. 이중에
서 사탕수수 찌꺼기, 오일 팜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목재 산업 부산물을
활용해 주로 열병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바이오매스를 통한 발전량은 약 382GWh에 달한다. 이중
대부분이 사탕수수 부산물을 활용한 발전이며 나머지는 오일 팜, 목재 부산물,
에탄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한 전력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
로 자체 소비된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그리드시스템
(SNI)에 연결된다.
사탕수수는 전력 생산 이외에도 에탄올 연료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에콰도르는 가솔린에 5%의 에탄올을 혼합해 사용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주로 과야킬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최근 들어서는 쿠엔카
등 일부 시에서도 에탄올 혼합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에탄올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3만 6,000헥타르의 농지에 신규로 사탕수수 생산을 장
려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와 관련하여 또 다르게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갈라파고스 섬
에서 화석연료의 부분적 대체를 위해 전력 생산에 피니언 기름(자트로파)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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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가 플로레아나 섬(Floreana Island)
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피니언 기름을 사용한 화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발전이 특징이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2013년 1월 정부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REDIE)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2011년부
터 일부 배전기업들이 추진해 오고 있는 스마트 미터(smart-metering) 사업
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에콰도르 내 스마트 미터 설치대수는 약 5만 대로 추정된
다. 아직 기계식 계량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키토, 과야킬 등 대도시를 중심
으로 전자식 계량기가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통신 인프라 미비로 원격검
침은 아직까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이 낮아 원격자동제어
수준의 배전망관리시스템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에콰도르 국
영전력회사(CNEL)에서 600만 달러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122)
에콰도르에서 스마트 그리드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인프라 정비, 새
로운 가격 결정 시스템 도입, 스마트 그리드 장비 가격 인하, 사회적·제도적 복
잡성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3)

나. 개발협력 사업 지원 동향
1) 개요
에콰도르는 인기 있는 원조대상국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에콰도
르 경제가 중진국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 붐에
힘입어 에콰도르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해 원조 규모도
1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b), pp. 124~137.
123) 에콰도르 에너지협회 관계자 인터뷰(2019. 8. 7, 에콰도르 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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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2008~17년) 양자간 원조액은 연평
균 2억 2,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표 4-2-18. 공여국별 대에콰도르 양자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프랑스
독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39

9.21

8.35

7.87 122.92 15.56

7.05 210.03

2008~2017
금액

비중

6.68 263.87 659.93 28.9

32.22 75.25 40.66 30.26 15.89 60.67 65.23 12.73 28.46 30.28 391.65 17.2

스페인 63.66 54.87 94.99 32.73 34.23

5.43 16.85

5.12 10.09 30.72 348.69 15.3

미국

49 22.22 34.35 44.25

23.6 36.01 25.86 20.84 27.44 17.52 301.09 13.2

한국

5.7

73.7

일본

2.5

13.5

8.24 11.75 33.22

벨기에 18.59 12.41 10.15

4.7

9.81 12.66

13.3

4.6

39

8.6

7.5
6.2

7.74

7.7

8.02

124.5

5.5

3.73

2.84

1.78

5.75

3.31

3.01

6.47 14.99

5.93

1.22

49.03

2.2

스위스

3.02

0.5

0.57

0.8

1.12

0.37

0.68

0.55

3.47

1.2

12.28

0.5

11.45 10.45

4.43

3.83

5.56

5.63 19.96

4.74

12.7

2.17

80.92

3.5

242

170

303

150

296

156

370

2,280

100

총계

204

202

8.97 10.91

171.3

6.4 140.61

이탈리아
기타

30 10.01

5.7

8.65 20.69 14.66 14.53

187

자료: OECD DAC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8. 1).

에콰도르 최대 원조국은 프랑스다. 2008~17년 동안 프랑스는 에콰도르 총
원조의 약 1/3(28.9% 비중)을 담당했다. 그밖에 독일(17.2%), 스페인(15.3%),
미국(13.2%), 한국(7.5%)이 5대 원조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인프라에 전체 원조의 45.5%가 집중되었다. 보다 세분화해
서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가 전체 원조의 14.5%를 차지해 원조국들이 가
장 선호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그밖에 상하수도(12.7%)와 농림수산업(9.2%)
도 원조국들이 중시하는 분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분야는 원조국들이 네 번
째로 선호하는 분야(8.1%)로 2014년 이후 지원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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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9. 분야별 대에콰도르 양자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인프라

105

교육

2008~2017
금액
비중

74 116

93 131

63

84 148

41 182 1,037

45.5

24

20 101

14.5

27

31

33

28

26

22

상하수도

9

4

26

5

72

2

4 101

3

63

290

12.7

경제인프라

8

7

36

8 122

14

2 107

37

23

364

15.9

에너지

3

2

20

1

3

0

0 104

29

20

184

8.1

2

1

12

2 117

10

2

2

2

1

150

6.6

31

37

60

26

18

7

22

12

12

79

304

13.3

27

31

43

22

15

6

20

9

6

29

209

9.2
3.5

교통 및 통신
생산분야
농림수산업

20

331

제조업광업건설업

2

3

13

2

2

1

1

3

6

50

81

무역 및 관광

2

3

4

2

1

0

1

1

0

0

14

0.6

29

67

23

33

18

47

61

9

25

14

327

14.3

다분야
프로그램 지원

0

0

0

1

4

0

3

4

1

1

15

0.6

식량 지원

0

0

0

1

-

0

-

-

1

1

4

0.2

부채 지원

13

0

0

0

-

0

-

-

0

0

14

0.6

인도적 지원

11

11

4

7

7

16

14

15

39

70

193

8.5

6

6

3

2

3

3

1

1

1

1

27

1.2

기타
총계

204 202 242 170 303 150 187 296 156 370 2,282 100.0

자료: OECD DAC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8. 1).

표 4-2-20. 공여국별 대에콰도르 에너지 분야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08~2017
금액
비중

프랑스

0.0

0.0

0.0

0.0

0.0

0.0

0.0 103.89

한국

0.0

0.0 10.1

0.0

0.0

0.3

0.0

0.0

25,0

0.2

35.6

19.5

0.7 2.76

0.0

0.0

0.0

0.02

9.18

15.28

8.4

0.0 0.09 0.06 0.24

0.07

3.95

0.18

14.42

7.9

0.65 0.42 0.27 0.04 0.11 0.13 0.03

0.04

0.25

0.23

2.17

1.2

0.0

0.0

0.0

0.26

0.1

독일
일본
스페인
미국
총계

1.51 1.11

0.0

0.0 0.01 9.82
0.04 0.01 0.21

0.0

0.0

0.0

0.0

2.2 1.55 20.4 0.74 2.96 0.49 0.27

0.0 10.68 114.57

104 29.22 20.47

62.8

182.3 100.0

자료: OECD DAC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8. 1).

국별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원조를 살펴보면 최대 원조국인 프랑스의 활동
이 돋보인다. 2008~17년 기간 이 분야에 대한 프랑스의 원조 비중은 6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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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 프랑스에 이어서는 한국이 두 번째 높은 비중(20%, 3,560만 달러)을
차지했으며, 독일(8.4%)과 일본(7.9%)이 그 뒤를 잇고 있다(표 4-2-20 참조).
한편 에콰도르 정부가 UNFCCC에 제출한 국가보고서(NCs: National
Communications)와 1차 격년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
에 따르면, 2011~15년 동안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활동을
위해 에콰도르에서 수행된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사업 규모는 67건, 약 71억 달
러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양자 협력사업이 25건, 약 52억 달러 그리고 다자 협
력사업이 42건, 약 19억 달러이다.
이 중 14건, 약 65억 달러는 유상차관이고, 나머지 53건, 약 6억 달러가 무상
개발협력 사업이다. 특히 유상차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이다.
2011~15년 동안 중국의 대에콰도르 유상차관 지원규모는 7건, 45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유상차관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유상차관을 제외한 기후변화
관련 무상 개발협력 사업 규모는 연평균 약 10건, 1억 2,000만 달러 수준이다.

표 4-2-21. 에콰도르의 2011~15년 기후변화 관련 수원규모
(단위: 달러)

양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공여기관

지원형태/분야

브라질 ABC

적응/수력

지원금액
239,678

다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공여기관

지원형태/분야

UNDP

적응/재해

지원금액
832,000

브라질

적응/수력

342,972,124

적응/수력

22,205,432

BNDES

감축/에너지

183,270,000

감축/에너지

27,576,484

독일 GIZ

독일 KfW

적응/자연보호

1,200,000

적응/자연보호

1,988,333

혼합/자연보호

15,833,000

적응/자연보호

4,030,000

감축/토지이용

243,800

적응/재해

469,270
619,724

감축/에너지

5,157,293

적응/재해

혼합/토지이용

2,300,000

적응/자연보호

93,345

혼합/토지이용

55,297,386

적응/자연보호

2,628.284

혼합/토지이용

38,550,000

적응/다분야

852,000

감축/에너지

20,318,000

감축/다분야

1,553,910

적응/수력

1,254,707

적응/자연보호

4,459,144

독일
Deutsche
Bank
스페인 AE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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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1. 계속
(단위: 달러)

양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다자 기후변화 개발협력 지원 현황
공여기관
지원형태/분야
지원금액
공여기관
지원형태/분야
지원금액
스페인 정부
적응/수력
6,715,736
감축/에너지
30,496,135
감축/에너지
2,245,000,000
감축/토지이용
269,273
중국 EXIM
감축/에너지
755,000,000 UNDP-FAO 감축/토지이용
62,083
감축/에너지
566,000,000 UNDP-UNEP 혼합/토지이용
648,200
중국 CWE
감축/에너지
508,000,000
CAF
적응/폐기물
275,000,000
중국
감축/에너지
266,000,000
적응/재해
134,706,509
Hydrochina
감축/에너지
51,200,000
감축/수력
66,412,655
중국 NEEC
감축/에너지
138,000,000
감축/에너지
125,826,256
AECID-FCAS
혼합/수력
22,224,390
한국 KOICA 감축/에너지
6,666,666
감축/토지이용
83,000
EU
감축/에너지
550,164
IDB
적응/수력
60,600,000
일본 JAICA
감축/농업
9,908,330
적응/재해
750,000
감축/에너지
8,000,000
적응/자연보호
477,713
일본 정부
적응/토지이용
198,834
적응/자연보호
186,975
적응/토지이용
142,000
감축/에너지
484,704
감축/에너지
15,000
감축/에너지
1,610,000
감축/에너지
275,000
IDB-CAF
감축/에너지
1,091,188,520
WFP
적응/농업
2,473,258
FAO
적응/수력
84,555
혼합/토지이용
200,013
혼합/토지이용
1,541,730
World Bank
적응/수력
3,015,833
CEPAL
혼합/다분야
30,000
WWF
적응/자연보호
220,785
적응/자연보호
5,824,000
UNEP
혼합/다분야
120,000
FAO-UNDP혼합/토지이용
4,000,000
UNEP
UNIDO
감축/에너지
4,750,000
감축/에너지
62,500
IICA
감축/에너지
227,430
합계
25건
5,227,875,718
합계
42건
1,898,690,787
주: 진하게 표시된 숫자는 유상 차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 개발협력 사업임.
자료: Ministerio del Ambiente(2017), Tercera Comunicación Nacional del Ecuador a la CMNUCC. p. 576, pp.
6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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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별 원조 현황
본 연구에서는 에콰도르의 에너지 부문의 개발원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프
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주요 4개국을 중심으로 최근 원조 동향을 살펴본다.

가) 프랑스
프랑스는 에콰도르의 최대 원조국이다. 2008~17년 기간 프랑스의 대에콰도
르 원조규모는 6억 6,0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총 원조의 약 29%에 달하는
비중이다. 프랑스는 2015년 이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원조를 대폭 확대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프랑스의 대표적 에너지기업인 EDF가
2010년 4월 에콰도르 전력공사(CELEC)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이후 프랑스 개발청(AFD)이 2014년 가을부터 에콰도르에서 활동을
개시하며 개발협력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15년에는 상하수도, 에너지, 지진
복구, 교육 및 교통 부문 등에 총 5억 6,000만 달러의 개발협력 차관이 제공되
었다. 이 중에서 에콰도르의 에너지구조 전환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의 차관이 제공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차관은 에콰도르의 에너지 배전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재생에너지 수입을 줄여 에콰도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에
너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었다. 특히 이 차관은 당시 에콰도
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가스 사용 가정용 취사도구를 전기 사용 도구
로 대체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나) 독일
독일은 에콰도르의 두 번째로 큰 원조국이다. 2008~17년 기간 독일의 원조
규모는 총 원조의 17.2%(약 4억 달러)에 달했다. 독일의 대에콰도르 개발협력
의 시작은 1973년 기술협력기본협정 체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독일의 개
발협력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둔 기술협력과 금융협력의 양대 수단을 통
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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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독일의 대에콰도르 개발협력의 양대 우선순위 분야는 ① 환
경 및 천연자원 보호 ② 국가 현대화 및 지방정부 강화였다.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서 추진된 대표적인 개발사업으로는 ① 야수니 생태계의 지속가능
한 개발 ②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및 개발(PROCAMBIO) ③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GESOREN)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두 가지 우선지원 분야 이외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도 두드러졌다. 2009~15년 기간 추진된 갈라파고스
재생에너지 개발(ENERGAL)에 대한 기술 및 금융협력이 대표적이다.
2010년대 들어 독일의 개발협력은 환경보호에 집중되었다. 2011~12년 기
간 전체 원조 중 환경보호에 대한 비중이 47%(3,700만 달러)에 달했다. 양자
간의 개발협력은 야수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독일의 지원 중단으로 잠시 주
춤했다. 그러나 모레노 정부에 들어 개발협력이 재개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 10월 4,890만 유로의 신규 지원협정이 체결되었다. 2개의 우선 지원분
야로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강화가 선정되었다. 전체 지원
금 중 3,240만 달러는 금융협력, 1,650만 유로는 기술협력 형태로 지원된다.

다) 일본
일본은 에콰도르의 대표적인 원조국은 아니다. 2008~17년 기간 일본의 개
발원조 규모는 1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원조의 6.2%를 차지했다. 총 원조에
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작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은 비교적 활발한 편
이다. 이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2016년 3월부터 발트라 태양광 프로젝트(Proyecto
Fotovoltaico Baltra)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갖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900만 달러, 에콰도르 정부가
80만 달러를 출연했다. 동시에 일본국제협력시스템(JICS)은 에콰도르의 에
너지 분야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에너지효율성 및 재생에너지연구원(INER:
Instituto Nacional de Eficiencia Energética y Energías Ren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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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63만 7,000달러를 지원했다. 2016년 4월부터는 에콰도르 전력공사
(CELEC EP)에 700만 달러를 지원해 임바부라(Imbabura) 주에 위치한 차침
비로(Chachimbiro) 지열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타당성(FS) 연구를 개시
했다.
2018년 수교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에콰도르의 에
너지구조 개선을 위해 7,000만 달러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차관은 상환기
간 25년(7년 거치)의 비구속성 차관으로 금리는 6개월 Libor + 110bp이다.
이 계약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에콰도르에 제공한 상환을 조건으로 한
금융지원이라는 데 의미를 갖는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에콰도르의 국가전력
망 확장 및 강화를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의 수립을 지
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 중의 하나는 IDB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CORE)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협조융자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만 6,680개 가정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
된다.

라) 스페인
스페인은 프랑스, 독일에 이은 에콰도르의 3대 원조국이다. 2008~17년 기
간 원조 규모는 약 3억 5,000만 달러로 총 원조의 15.3%를 차지했다.
스페인의 대에콰도르 우선 지원분야는 스페인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 발표
하는 원조계획(MA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18년 대에콰도르 원조계
획(MAP 2014~18)에 따르면 우선 지원분야는 ① 지역 차원의 생산개발 ②
R&D 및 혁신시스템 강화 ③ 공공기관의 능력 향상 등 3개로 압축된다. 2016
년 지진으로 마나비(Manabi)와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지역이 크게 피해
를 입으면서 피해지역의 생산복구와 재활성화가 우선지원분야로 추가되었다.
이 시기 스페인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은 연구개발 및 혁신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농목축연구기관 및 대학, 그리고 에너지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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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생에너지관련 기관에 총 190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중에서 국책연구기관
인 ‘에너지효율성 및 재생에너지연구원(INER)’에 매년 20만 유로를 지원했는
데, 이는 자트로파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과 지열발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국제기구의 원조 동향
가) 중남미개발은행(CAF)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중남미개발은행(CAF)은 주요 국제금융기구 중 에콰
도르의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
는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AF는 2019년 7월 대에콰도
르 중점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2억 달러 규모의 송배전망 개선 프로그램을 발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과야스(Guayas), 엘오로(El Oro), 마나비(Manabí), 에
스메랄다스(Esmeraldas), 산타엘레나(Santa Elena) 주 해안에 위치한 5만
5,000헥타르에 달하는 새우 양식업장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망을 개
선하는 것이다. CAF와 에콰도르 정부는 그간 새우 양식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화석연료에서 전기를 이용한 청정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
다 많은 새우 양식업자들이 녹색생산 인증을 획득해 생산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소외받는 지역에 대
한 전력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CAF는 단독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다른 국제기구와 공조
를 통한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CAF는 갈라파고스 섬의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기금조성사업(총 1억 7,200만 달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CAF는 2019년 6월 세계자연기금(WWF) 및 세계식량농업기
구(FAO), 에콰도르 환경부, 농목축부, 에너지부, 갈라파고스특별제도운영위원
회(Galapagos Special Regime Governing Council)와 공동으로 갈라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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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섬의 기후 복원력 제고를 위한 ‘갈라파고스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Climate
Compatible Galapagos)’을 제안했다. 현재 CAF는 에콰도르 환경부가 추진
하는 갈라파고스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종합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녹색기후기
금(GCF)의 실행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① 에너지 구조의 다각
화 ② 스마트 농목축업 실시 ③ 갈라파고스 섬의 생태시스템 및 보호지역의 복
원력 개선 ④ 인적 및 제도적 능력 배양 등 4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
은 갈라파고스 군도 전력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프
로젝트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GCF와 CAF가 투
자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두 번째 축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포용적이고
생태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생산의 원칙하에 스마트 기후 정책 및 기술의 실행을
장려하는 것이다. 세 번째 축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생태 및 보호지역의 복원력
을 개선하고 보호지역 관리계획의 평가 및 개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
우 외래침입종 관리계획(Invasive Species Management Plan)에 대한 평가
및 개선도 제공한다. 이 계획에는 국립갈라파고스공원청(Galapagos National
Park Directorate)과 갈라파고스바이오안전청(Galapagos Biosecurity
Agency)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능력 구축도 포함된다. 마지막 축
은 갈라파고스 섬의 지식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섬 및 해양-해안시스템의 기후변화관리 전문훈련센터(Center of
Excellence for Training in Climate Adaptation Management of
Island and Marine-Coastal Systems)’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센터는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기관과 개인의 대응력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관리·통합·
가공 및 확산하기 위한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CAF는 향후 동 센터
가 다른 중남미 국가는 물론 작은 도서지역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124)

124) 중남미개발은행(CAF) 관계자 인터뷰(2019. 8. 5, 에콰도르 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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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대표적인 지역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은 회원국별로 정기적
인 국가전략(Country Strategy)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에콰도르에 대
해서는 2012~17년 기간 국가전략을 운영했으며, 2018년 5월 ‘2018~21년
국가전략(IDB Group Country Strategy with Ecuador)’을 새롭게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2012~17년 IDB는 에너지, 교통 및 물류, 사회개발, 금융시장 접근, 재정관
리, 지속가능한 도시, 농촌개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등 8개 분야를 우선지원
분야로 선정했다. 이 기간 IDB는 31억 4,100만 달러(차관 포함)를 지원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는 8개 분야 중 최우선 지원분야였다. 먼저 총 8개 송배전
사업에 13억 3,3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IDB의 지원 결과, 에콰도르는 송전
부문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IDB의 금융지원으로
송전 수요 증가의 60%를 커버한 것으로 평가한다. IDB는 또한 184km의 송전
망(subtransmission)과 3,254km의 배전망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배전기업의 운영과 유지 개선에 자금을 지원해 전력 손실율 개선(2011년 23%
→ 2016년 12%)에 크게 기여했다. IDB는 에콰도르가 인근 국가로 전력을 수
출할 수 있도록 안데스전력상호연계시스템(SIENA) 구축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의 결과, 에콰도르는 58만 톤의 LPG 사용
과 500만 톤의 CO2 배출을 감축할 수 있었다. 또한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
자를 통해 12만 톤의 CO2를 감축했으며 갈라파고스 섬의 2,000개 농가를 대
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 훈련을 실시했고 54개 아마존 원주민 공동체에 태양
광 발전을 제공했다.
2018~21년 국가전략 사업에서는 재정 개선, 생산성 및 민간부문 발전, 사
회적 발전 심화 등이 우선 지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 7월 알베르토 모레노(Alberto Moreno) IDB 총재와 리차드 마르티네
스(Richard Martínez) 경제재무부 장관이 상하수도 개선, 에너지,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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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정안정 강화를 목표로 4개 프로젝트에 총 6억 3,100만 달러 규모의 협약
을 체결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운영시스템의 확장과 효율성 개
선을 위해 1억 5,0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JICA와
협조융자를 통해 실시된다.

다)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금융기구는 아니지만 중남미 지역에서 에너지 분야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도 에콰도르의 에너지 발전
에 기여하고 있다. OLADE와 에콰도르 간의 협력은 주로 자문활동에 집중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협력사례로는 에콰도르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효율성 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 경우다. OLADE는 우루과이의 에너지 효율
성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사용 장려, 에너지 효율
성 개발 및 투자기금 설립,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사
용하기 위한 에너지효율성국가시스템(Snee)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
은 대부분 2019년 제정된 ｢에너지효율제고법｣에 포함되었다.

5. 요약 및 소결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자연권을 중시하는 헌법 제정 이후 에콰도르의 에너지 구
조는 친환경적인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기에너
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도입 정책에 힘입어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이 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능
가했으며, 2019년 현재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5%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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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친환경적 전력 생산 구조로의 성공적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에서 전력 생산은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기후변화에 취약하
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19년 수립한 2018~27년 전력종합계획에서는 에콰
도르 정부의 이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전기에너지 부
문에 159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비전통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발전 부문에 57%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지 않으나, 기후변화정책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과감한 감축 목표(최대 45.8%)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전기화 정책이다. 특히 온
실가스 주범인 운송부문에서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
다. 에콰도르 정부가 2025년부터 모든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전기차로 도입한
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에콰도르 경제의 전기화 속도는 더욱 빨라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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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볼리비아
1. 에너지 시장구조
가. 개관
볼리비아는 1인당 명목 GDP가 3,800달러 수준으로 남미 최빈국에 속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섯 번째 규모의 영토(109만 ㎢)를 보유하고 있지만 총 인
구는 1,100만 명에 불과하고 제조업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볼리비아에서 에
너지 자원의 수출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볼리비
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볼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의
80.8%를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가 볼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의 94.6%를 차지하고, 수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5.4%에 불
과하다.
볼리비아는 1차 에너지 생산량의 68.2%를 수출하는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정유설비가 부족하여 2차 에너지 중 디젤과 가솔린의 상
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발전설비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이
71.4%, 수력발전 27.2% 그리고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1.4%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리비아는 에너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1차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
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불과하고, 에너지 공급 믹스 다변화와 신재생에
너지 발전 비중도 낮아서 에너지 구조와 에너지 전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에너지구조성과지수
(EAPI) 평가에서 라틴아메리카 17위, 세계 78위를 기록했고, 2019년 에너지
전환지수(ETI) 평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17위, 세계 81위를 차지했다.

176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나. 에너지 수요·공급 현황
2014년 볼리비아의 1차 에너지 생산규모는 1억 6,582만 배럴(boe)이었으
며, 이 중 1억 1,319만 배럴을 수출했고, 5,224만 배럴을 국내에 공급했다. 원
별 1차 에너지 생산은 화석연료가 1억 5,693만 배럴(석유 2,303만 배럴, 천연
가스 1억 3,390만 배럴)로 전체 1차 에너지 생산량의 94.6%를 차지했고, 재생
에너지는 887만 5천 배럴(수력 139만 배럴, 풍력 5천 배럴, 바이오매스 748만
배럴)로 5.4%를 차지했다. 1차 에너지 국내 소비 규모는 1,688만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61.7%와 바이오매스 38.3%로 구성됐다. 부문별 1차 에너지 소비는
산업 부문이 57.2%로 가장 컸고, 수송, 가정, 상업이 각각 23.8%, 17.3%,
1.7%를 차지했다.

표 4-3-1. 볼리비아 1차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현황(2014년)
(단위: Kboe)

생산
수입
수출
재고증감·손실 등
공급
변환
손실
소비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농수산·광업

합계
165,823
113,198
409
52,247
-32,765
2,476
16,888
2,915
288
9,657
4,028
-

석유
23,035
6,201
16,865
-17,472
142
-

천연가스
133,903
106,997
409
26,497
-13,123
1,986
10,417
650
288
5,451
4,028
-

수력
1,395
1,395
-1,395
-

풍력
5
5
-5
-

바이오매스
7,485
7,485
-770
244
6,471
2,265
4,206
-

자료: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00~14, MHE에 의거 저자 재작성.125)
125) 원고 작성 시점(2019년 9월) 기준 볼리비아 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ía)가 배포한 가장 최근
의 에너지통계종합자료는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00~14｣이다. 에너지부 담당자는 필
자와의 면담에서(2019년 7월 24일, 라파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에너지현황에 대한 통계종
합자료를 마무리 작업 중이며, 2019년 연말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014년까
지의 에너지 통계 자료를 참고로 했다.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 177

표 4-3-2. 볼리비아 2차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현황(2014년)
(단위: Kboe)

합계

합성원유·

전력

잔사유

디젤

가솔린

기타·석유가

GLP

스파생

생산

25,538

5,363

2,775

5,655

6,246

3,074

2.425

수입

7,921

-

-

6,163

1,624

-

134

수출

3,114

-

2,822

-

-

286

6

22

-

-19

39

-

-2

4

차이·재고
공급

10,226

5,363

-2,840

6,233

1,625

-287

132

변환

25,387

5,363

2,775

5,504

6,246

3,074

2,425
821

자체소진

940

119

-

-

-

-

1,417

499

138

263

310

154

53

28,135

4,580

-

11,091

7,934

3,197

1,333

가정

4,838

1,738

-

-

-

3,069

31

상업

1,125

1,083

-

-

-

42

-

산업

1,991

1,249

-

643

-

86

13

수송

15,234

-

-

6,011

7,934

-

1,289

4,945

509

-

4,436

-

-

-

재고·손실
소비

농수산·광업

자료: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00~14, MHE에 의거 저자 재작성.

2014년 볼리비아의 2차 에너지 생산규모는 2,553만 배럴(boe)이었고, 이
중 311만 배럴을 수출하고 792만 배럴을 수입했다. 2차 에너지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디젤과 가솔린으로, 각각 소비량의 55.6%, 20.5%를
수입에 의존했다. 에너지원별 2차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디젤(39.4%), 가솔
린(28.2%), 전력(16.3%), GLP(11.4%), 기타·석유가스파생물(4.7%) 순으로
나타났고, 디젤과 가솔린이 전체의 67.6%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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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볼리비아 2차 에너지 소비 구성(2014년)
(단위: %)

원별 2차 에너지 소비

부문별 2차 에너지 소비

자료: Balance Energético Nacional 2000~14, MHE에 의거 저자 재작성.

종합하면, 2014년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주요 1차 에너지는 천연가스
(80.8%)와 석유(13.8%)이고, 천연가스의 79.9%를 수출, 나머지를 국내 에너
지원으로 소비했다. 국내에서 소비한 에너지의 62.5%가 2차 에너지로 공급되
었고, 37.5%가 1차 에너지로 공급되었다. 국내 소비 상위 에너지원은 디젤
(24.6%), 천연가스(23.1%), 가솔린(17.6%), 바이오매스(14.4%), 전력(10.2%)
등이다. 부문별로는 수송이 전체 소비의 42.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그다음으로 산업(25.9%), 가정(17.2%), 농수산·광업(11.0%), 상업
(3.2%) 순으로 소비했다. 이처럼 수송과 산업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된 에너지원은 디젤, 가솔린, 천연가스였다. 반
면 가정용 주요 에너지원은 GLP, 바이오매스, 전력이었다.

1) 천연가스·리튬 수급 현황
현재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며, 2018년 말 기
준 매장량은 0.29TCM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섯 번째 규모이다.1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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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 천연가스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로 총 수출의 34%를 차지했다.127) 볼
리비아에서 천연가스의 수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감소했다가 2000년대에 들어 두 번째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런 점에서 천연가스 수출은 근대화 이전부터 볼리비아 국부의 원천이었던 광
물 수출에 비해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3-2. 볼리비아 천연가스 수출규모 추이와 시장 구성(1972~2005년)

주: PA: 아르헨티나 천연가스 평균 시세, PPB: 브라질 천연가스 평균 시세.
자료: Wanderley and Mokrani(2011), p. 118.

20세기 중후반과 21세기 초반에 걸친 두 차례의 천연가스 수출 주기는 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한 외국 자본과의 투자 협약 체결 ② 민간
자본 주도의 수출 활로 개척 ③ 민간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반대하는 재국유화

126)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볼리비아보다 상위에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베네수엘라(6.34TCM), 브
라질(0.38TCM), 아르헨티나(0.35TCM), 페루(0.35TCM), 트리니다드토바고(0.31TCM)이다(htt
ps://www.bp.com/en/global/corporate/energy-economics/energy-charting-tool-des
ktop.html(검색일: 2019. 9. 5).
127) Export.gov, https://www.export.gov/article?id=Bolivia-Hydrocarbons(검색일: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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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④ 국영석유공사(Yacimiento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 이하
YPFB)의 통제권 회복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1969년과 2006년의 천연가스
재국유화는 각각 우파 성향의 우고 반세르 군부 독재정권과 좌파 성향의 에보
모랄레스 정권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하지만 두 정부 모두 천연
가스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력했
고, 천연가스 생산 증대의 목적이 에너지 수급 안정을 넘어서 수출을 통한 안정
적인 정부 재원 확보에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생산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해 왔으
며, 생산 증가분은 수출 증가로 직결됐다(그림 4-3-3 참조). 특히 수출 증가는
2006년 재국유화 조치와 맞물리며 탄화수소 수출 파생 수익에 대한 의존도 심
화로 이어졌다. 이에 덧붙여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탄화수소 수출 파생 수익에
대한 정부의 몫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 ｢탄화수소법｣을 도입하고, 2009년
신헌법 제정을 통해 탄화수소 수출 관련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
다.128) 그 결과 천연가스 생산량이 최고점에 달했던 2013년 천연가스 파생 수
입은 GDP의 4.8%를 차지하기도 했다.129) 에보 모랄레스가 집권한 2006년부
터 10년간 천연가스는 자원 부문(광물과 천연가스로 구성된 비재생 자원과 농
축산업, 임업, 수자원으로 구성된 재생 자원으로 구성됨) 파생 수입 총액의 평
균 52.1%에 달해, 가장 중요한 정부 재원이었다.130)

128) 개헌안을 통해 탄화수소 부문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율은 18%로, 법인세는 25% 인
상되었다. 이 외에 직접탄화수소세 32%, 추가참여분(Additional Participation Share) 5%, 배당
금에 대한 원천징수 25%가 부과되었다(정규재 2011, pp. 147~148).
129) 볼리비아 경제에서 천연가스 파생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부터 시장가격 하락세가 시작됨
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볼리비아 총 GDP에서 천연가스 수출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16년 1.2% 수준까지 하락했다. https://www.theglobaleconomy.com/Bolivia
/Natural_gas_revenue/(검색일: 2019. 11. 17).
130) Jemio et al.(2017),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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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볼리비아 천연가스 생산 추이(1998~2018년)

자료: Urbasos Arbeloa(2019. 6. 21), “Qué hará Bolivia con su gas natural cuando Brasil y Argentina ya
no lo necesiten,” Global Affairs and Strategic Studies, Universidad de Navarra, https://www.unav.
edu/web/global-affairs/detalle/-/blogs/que-hara-bolivia-con-su-gas-natural-cuando-brasil-y-arge
ntina-ya-no-lo-necesiten(검색일: 2019. 11. 2).

이처럼 볼리비아에서 천연가스 의존도는 2000년대 두 번째 수출 주기를 겪
으며 심화되었다. 천연가스 수출 활성화와 잇따른 세계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호황은 유례없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이는 동시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된다는 의미였다. 천연가스 의존에 따른 경제 취약성은 미국 세일혁명과
천연가스 공급 과잉으로 세계 시장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볼리비아에 체
감되기 시작했다. 2005년 5월 단위(MMBtu)당 19달러까지 치솟았던 천연가
스 시장가는 2016년 3월 단위당 1.6달러까지 하락했고 현재 2달러 선에 머물
러 있다. 가격이 반등세에 접어든 2013년까지 볼리비아 정부는 생산량 증대를
통해 손실분을 일정 부분 보완했지만, 2014년 가격 하락이 다시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볼리비아의 수출수입은 2014년 12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취약성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천연가스의 새로운 생산 주체로 부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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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브라질은 2006년부터 심해유전을 발견하기 시작했으
며, 2019년 6월에는 볼리비아 천연가스 매장량의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6
개의 유전을 북동부 세르지피 주 연안에서 발견했다.131) 아르헨티나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셰일 부존 지역으로 추정되는 바카무에르타(Vaca
Muerta) 유전이 생산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2022년이면 현재 볼리비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량의 약 80%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2)
기존의 천연가스 의존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
는 상황에서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대응 전략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는 천연가스 수출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역내 천연가스 공급 과잉이 현실
화되는 상황에서 관건은 역외 수입국 확보이다. 태평양 연안으로 진출하기 위
해서는 페루나 칠레를 거쳐야 하는 볼리비아에게 현재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133) 구체적인 계획으로 최근 볼리비아 정부가 페루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코차밤바(Cochabamba)-푸노(Puno) 간 파이프라인
(GIC) 건설 사업을 들 수 있다. 볼리비아는 GIC를 통해 페루 남부 지역에 까미
세아(Camisea) 유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고,134) 궁극적으로는
태평양 연안의 일로(Ilo) 항만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추후 역외 국가들로
131) 브라질의 하부유전(pre-salt) 생산량은 2008년 1.8mdb에서 2018년 2.6mdb로 증가했다. 브라질
에너지연구공사(EPE)는 2026년이면 일일 석유 생산량을 520만 배럴로 증가시켜 수출규모 세계 5
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ttps://www.exitonoticias.com.bo/articulo/econ
omia/ypfb-firma-empresas-brasil-exportacion-glp-gas-natural/20190821141546035
139.html(검색일:2019. 9. 5).
132) Urbasos Arbeloa(2019. 6. 21), “Qué hará Bolivia con su gas natural cuando Brasil y Argentina
ya no lo necesit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
133) 1879년부터 1883년까지 지속된 태평양전쟁에서 칠레에 패배한 이후 볼리비아는 바다로의 접근이
차단된 내륙국이 되었다. 2003년 우고 반세르 정부가 볼리비아 따리하(Tarija)와 칠레 메히요네스
(Mejillones)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멕시코와 미국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출하려 시도하
자 칠레에 대한 적대감은 민영화 반대 여론과 맞물려 가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투쟁으
로 불거졌고, 이는 2001년 수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인 코차밤바 물 전쟁과 더불어 에보 모
랄레스가 2006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집
권 이후 칠레를 통한 천연가스 수출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134) 2018년 기준 페루의 천연가스 연간 생산량은 1.24BDFD로 볼리비아의 1.54BCFD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페루는 까미세아전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스페인, 일본, 멕시코로 수출하는 대신 비용
절감을 위해 남부 지역의 수요를 볼리비아로부터 수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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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출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수출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해 천연가스 의존성을 감소시키
는 동시에 자원 수출 파생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리튬 생산,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수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의 산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문은 리튬 개발 사업이다.135)
리튬 개발 사업은 ① 광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및 공공투자 확대 ② 리
튬 산업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먼저 광
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은 국영광업공사(La Corporación Minera de
Bolivia, 이하 COMIBOL)의 권한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에보 모랄레스 정
부는 자원민족주의 정책에 따라 2014년 5월 28일 ｢신광산법｣을 선포, 신규 개
발허가권을 금지하고 모든 민간투자가 COMIBOL과의 합작을 통해 추진되도
록 제한함으로써 광물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다시 강화해 왔다. 리튬 산업화
는 제도적인 기반 수립과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국가적인 전략 자원으로서 리튬의 중요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개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136)

2) 전기에너지 수급 현황
볼리비아는 전기에너지의 70%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 볼
리비아의 발전설비용량은 2,610MW였고, 이 중 국가통합전력망(SIN: Sistema

135) 볼리비아는 칠레,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리튬 삼각지대’로 분류된다. 이 세 개 국가들에 매장된 리튬
양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36) 주요 조치로는 ① 2009년 ｢신헌법｣의 369조 3항을 통해 리튬 및 리튬 생산 과정에서 추출되는 파생
물질을 국가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규정 ②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La Agenda Patriótica 202
5)’의 6번 축 ‘다각화를 통한 생산적인 주권’과 7번 축 ‘국유화, 산업화, 상업화를 통해 자연자원에 대
한 주권 행사’에서 리튬 자원의 소유권, 산업화, 상업화에 대한 국가의 온전한 권한 보장, ③ ‘경제사
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16~20)’에서 중점 에너지 부문에 증발
잔류를 명시하고 증발잔류 자원의 산업화 증진 계획을 제시 ④ 2017년 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리튬
산업화 권한 부여; ⑤ 2017년 ｢법령 928조｣를 통해 국영리튬공사(YLB)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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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ectado Nacional) 설비용량은 2,277MW로 전체의 87.2%를 차
지했다. 반면 고립전력망(SA: Sistemas Aislados) 설비용량은 333MW로
12.8%에 해당했다. SIN과 SA의 에너지원 구성을 살펴보면, SIN 발전용량은
대부분 천연가스와 일부 디젤 오일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71.4%로 가장 컸고,
수력발전 27.2%, 재생에너지 1.4% 순으로 구성됐다. SA의 경우 화력발전이
7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바이오매스 25.8%, 태양광 1.6%, 수력 발
전 0.2%로 집계되었다.137) 2018년 기준 볼리비아의 전기에너지 생산량은
8,821GWh였으며, 부문별 전력 소비는 가정이 39%로 가장 컸고, 산업 26%,
일반 20%, 광업 8%, 공공 5%, 기타 2%를 차지했다.138)
2016년 기준으로 볼리비아의 전력보급률은 91%이며, 도시 지역 99%, 농촌
지역 73%이다. 2006년 취임 이후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2025년까지 전력보
급 보편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재생에
너지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책임 부처는 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ía)
소속 전력·대체에너지차관부(VMEEA: Viceministerio de Electricidad y
Energías Alternativas)로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를
총괄한다. VMEEA는 2014년 발표한 ‘대체에너지개발계획 2025(Plan para
el Desarrollo de la Energías Alternativas 2025, 이하 PDEA 2025)’에서
2025년까지 SIN의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최소 4%로 증
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① SIN에 242M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표 4-3-3 참조) ② 재생에너지를 통해 농촌 전력보급률 100%
달성 ③ 베니(Beni)주와 판도(Pando)주의 바이오매스 전력공급을 수력발전으
로 전환하는 것이다.

137) AE(2018), pp. 17-18, p. 316.
138) AE(2018), pp.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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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볼리비아 국가전력망(SIN) 대체에너지 개발 계획
사업명
꾸오빠나(Qollpana) 1호
꾸오빠나(Qollpana) 2호
산타크루스(Santa Cruz)

지역

태양광공원
(Parque fotovoltaico)

풍력

21

3

국영전기공사(ENDE)가 향후 확정

29

라파스

바이오매스

10

포토시의 우유니

지열

100

오루로의 알티플라노

태양광

20

전국

대체에너지

(San Buenaventura)
라구나콜로라다

설비용량(MW)

뽀꼬나-코차밤바

산부에나벤뚜라

(Laguna Colorada)

에너지원

기타
합계

59
242

자료: PDEA 2025, p. 72.

PDEA 2025에서 제시한 SIN 대체에너지 사업 가운데 현재 가동 단계에 돌
입한 사업은 꾸오빠나 풍력발전소 1호와 라구나꼴로라다 지열발전소이며, 설
치가 완료된 시설은 꾸오빠나 풍력발전소 2호, 산부에나벤뚜라 바이오매스 발
전소, 라구나꼴로라다 지열 발전소이고,139) 오루로의 태양광 시설은 85%까지
건설이 완료된 상태이다.140) 베니 주와 판도 주와 같이 SA 의존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소수력발전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바이오매스 의존도를 줄이고
전기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VMEEA는 PDEA 2025에서 언급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
산을 총 8억 7,730만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표 4-3-4 참조).

139) Evwind, https://www.evwind.com/2019/07/25/bolivia-impulsa-las-renovables/(검색일:
2019. 11. 2).
140) PV Magazine, https://www.pv-magazine-latam.com/2019/06/19/completado-el-85-d
e-la-planta-solar-oruro-de-50-mw-en-bolivia/(검색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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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예산 규모(2014~25년)
항목
SIN 에너지 믹스 다각화
SA 에너지 전환
소계
태양광(SFC)과 소수력(MCH) 보급
기간시설
소계
총합

전력량(MW)
239.00
7.80
246.80
3.28
1.04
4.32
251.12

예상 비용 총액(미화 백만 달러)
760.85
17.4
778.25
89.47
9.58
99.05
877.30

자료: PDEA 2025, p. 82.

볼리비아 정부의 보편적 전력보급 정책에 힘입어 전기보급률은 2005년
67%에서 2016년에는 91%로 급증했다. 도시 지역은 90%에서 99%로 증가했
고, 농촌 지역은 33%에서 73%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볼리비
아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1996년 2,716GWh에서 2018년 8,821GWh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236GWh로 2000
년 2,000GWh와 비교해 그 증가폭이 매우 적었고, 소비 증가량은 천연가스 공
급 확대를 통해 충족되었다(그림 4-3-4 참조).141)

그림 4-3-4. 볼리비아의 원별 전력생산 구성(1996~2018년)
(단위: GWh)

자료: CNDC Memoria(2018), p. 50.
141) CNCE(2018), p. 50; IRENA(201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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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전환 전망
볼리비아의 VMEEA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이 완료된 대체 에너
지 설비용량이 바이오매스(27.5MW), 풍력발전(27MW), 태양광(59.5MW)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원별 발전설비용량은 화력발전
(72%), 수력발전(25%), 재생에너지(3%)로 구성된다. VMEEA는 대체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의 78%를 수력발전과 재생에
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볼리비아 발전계획부는 국내외 학자들과의 공동연구(Balderrama et al.
2017)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향후 국내 에너지 수요 변
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① REF(Reference scenario):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에너지정책이 변화 없이 동일하게 시행되는 경우 ② ES(Energy
Savings scenario):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소비를 감소시
키는 경우142) ③ FS(Fuel Substitution scenario): 화석 연료를 2025년 정부
계획안대로 감축시키는 경우 ④ COMB(Combined scenario): ES와 FS가 결
합된 경우의 네 가지 상황에 따라 2035년 볼리비아의 국내 에너지 수요량 변화
를 예측한다. [표 4-3-5]는 REF 시나리오에서 예측되는 연간 에너지 수요 증
가율과 에너지 믹스 전환 전망이다.

142) ES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절약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방전램프(HPS)
와 할로겐전구를 CFL과 LED로 교체; 도시에 가정용 파이프라인과 농촌에 LPG 공급 등을 확대; 가
솔린과 디젤엔진을 압축천연가스(CNG)로 교체; 전력효율이 낮은 장비 교체; 전자제품 보수와 유지
개선; 전기화학공정에서 전력 사용량 감축; 원형 관수(center-pivot) 활용을 통해 관수 시설 전기 소
모량 감축;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시설 및 장비 전력 소모량 감축; 가열로 열 보존; 기존 차량을 친환
경 차량으로 교체; 대중교통 확대; 상업용 가열 제품 에너지원으로 GLP를 대체에너지로 전면 전환;
기존 가솔린과 디젤 엔진 차량 5백2십만 대를 CNG 차량으로 교체; 디젤, 장작, 케로신 연료를 천연
가스로 전면 교체 등(Balderrama et al.(2017),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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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볼리비아 발전원 전환 전망(2016~25년)

자료: Plan Estrategico Institucional 2017~20, VMEEA(2014), p. 25.

표 4-3-5. 2035년 에너지 수요 증가율과 에너지 믹스 변화 전망(2012년의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없는 경우, 2012년 대비)
연간

에너지

수요

증가율
총 에너지 증가율

에너지 연간 3.77% 증가
전력 연간 5.23% 증가
에너지 총 134% 증가
전력 총 223% 증가
- 화석연료 43%에서 39%로 감축

에너지 믹스 변화

- 바이오매스 15%에서 10%로 감축
- 천연가스 32%에서 36%로 증가
- 전력 10%에서 14%로 증가

자료: Balderrama et al.(2017), p. 103.

네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소비 부문별 에너지 수요 증가율 전망은 [표
4-3-6]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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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2035년 시나리오별 에너지 변화 전망

2012년
부문

하위부문

에너지분류

수요량

조명
요리
가전도구
시멘트

산업
제조업

광산업

전체

농업

전체

상업

전체

서비스

거리 조명
민간
공공
운송
철도
항공
항해
집단

운송

전구
열
전력
전력
열
전력
열
구동력
(motive)
전력
열+구동력
전력
구동력
전구
전력
열
전구
승객
승객
화물
승객+화물
승객+화물
승객+화물
승객+화물

합계

2035년 변화율 예측
ES

FS

COMB

282
5,718
1,265
202
1,518
907
7,280

(Kboe)
537
7,165
3,961
1,095
8,246
3,217
17,470

-36.2%
-5.2%
-11.4%
-14.9%
-20.0%
-6.2%
-6.2%

0.0%
-3.5%
0.0%
0.0%
0.0%
-3.8%
-4.3%

-36.2%
-6.8%
-11.4%
-14.9%
-20.0%
-9.9%
-10.3%

565

1,420

-6.0%

-11.4%

-16.7%

552
2,875
3
1,014
242
491
286
188
5,819
4,080
5,224
67
959
7
0
39,544

1,410
5,819
21
2,464
766
1,555
1,169
603
9,901
11,016
11,006
86
3,632
10
13
92,581

-7.2%
-10.6%
-12.4%
-1.8%
-23.0%
-23.0%
-20.0%
-4.7%
-5.2%
-7.9%
-3.8%
-12.2%
-6.6%
0.0%
0.0%
-8.5%

58.4%
-14.2%
33.3%
-0.8%
0.0%
41.4%
-22.9%
0.0%
0.5%
-4.7%
0.0%
0.0%
0.0%
0.0%
0.0%
-1.5%

44.7%
-23.2%
16.8%
-2.5%
-23.0%
14.6%
-38.3%
-4.7%
-4.9%
-9.5%
-3.8%
-11.0%
-6.6%
0.0%
0.0%
-9.4%

(Kboe)

가정

2035년
수요량 예측
REF

자료: Balderrama et al.(2017), p. 106.

요약하면,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절약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2025년
까지 정부 계획안대로 화석연료를 대체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2035년 볼리비
아의 예상 에너지 소비량을 92,581Kboe에서 83,872Kboe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연구는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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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정책
가. 에너지정책 약사
볼리비아의 에너지정책은 국가와 민간이 자원 개발 주도권을 두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수출의 70~80%를 광물과 탄화수소에 의존해 왔던 볼리
비아에서 주석, 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부와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가
장 확실한 매개체였다. 자원의 생산과 파생수익 분배 단계에서 국가가 민간의
역할과 비중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볼리비아 정치 개혁 또는 반개
혁의 핵심 안건이었다. 또한 지역·이념·종족 정체성·계층에 따라 극도로 불평
등하게 양분화된 볼리비아의 상황에서 에너지정책은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가
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이기도 했다.
20세기 볼리비아의 정치세력들은 대부분 빈민이자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원주민,143) 하층민이자 국민의 나머지 다수를 차지하는 메스티소 도시 노
동자, 그리고 극소수 상류층인 지주와 광업 과두지배층 간의 반목 속에서 대체
적으로 민족주의(국가의 통제)와 자유주의(민간의 독점) 양 스펙트럼의 중간 지
점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며 에너지정책을 입안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자유주
의 양 극단에서 에너지정책이 입안됨에 따라 전면적인 정책적 전환을 유도한
시기가 두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 혁명정부
(1952~56년, 1960~64년)의 국유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산체스 데 로사다 정
부(1993~97년)의 민영화 시기이다.

143) 1825년 독립 당시 볼리비아 인구의 80% 이상은 께추아족과 아이마라족으로 대표되는 원주민이었
다. 원주민 인구는 20세기까지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인구 통계에 따르
면 인구의 66.4%가 스스로를 원주민이라고 정의했다. 종족 구성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공식 자료는
2012년 인구 통계로 원주민 비중을 41%로 집계했다. 현재 볼리비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38개의 종
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9.5%는 께추아족, 40.%는 아이마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IWGI
A, https://www.iwgia.org/en/b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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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볼리비아혁명을 주도하며 집권한 파스 에스텐소로 정부는 원주민의
선거 참여를 막는 요인이었던 문자해독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원주민의 정치 참
여를 제도화했고, 광부동맹이 이끄는 강력한 볼리비아노동자연맹(COB) 설립
과 토지 개혁을 추진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혁명 정부의 사회주의 이념은 광산
국유화와 전력 산업의 국가 통제권 강화로 실현됐다. 핵심 조치는 볼리비아 국
영광업공사(COMIBOL) 설립, 전력개발기본계획 도입과 국영전기공사(ENDE: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Bolivia) 설립이다. 이후 1969년 우고
반세르 군부 정부가 천연가스 부문을 재국유화함에 따라 1980년대 초반까지
볼리비아의 에너지 부문은 국영회사인 COMIBOL(광물), YPFB(석유·천연가
스), ENDE(전력) 등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 주석의 세계 시장가격 급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 및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코카인 박멸 작전으로 볼리비아의 경제가 붕괴될 정도의 위기
에 내몰림에 따라 기존의 국가주의 에너지정책은 전면적인 전환을 겪게 된다.
시장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권한을 이양하는 민영화 조치를 본
격적으로 추진한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볼리비아 혁명을 주도한 이후 21년
만에 대통령으로 복귀한 파스 에스텐소로였다. 그리고 공공지출 감축,
COMIBOL 구조개혁, 자유무역정책 등 파스의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에
너지정책의 전면적인 민영화로 이끈 것은 1994년 ｢자본화법｣을 도입한 산체
스 데 로사다 정부였다. 산체스 데 로사다는 선거 공약으로 ‘종합 계획(Plan de
Todo)’을 내세웠는데, 이는 지방분권화와 사회 전 부문에서의 총체적인 개혁
을 의미했다.
에너지 부문 민영화는 개혁의 핵심축을 구성했고, 로사다 정부는 1994년 3
월 21일 ｢자본화법｣ 도입을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규정에
대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허용하게 된다. 이 중 가장 먼저 개혁이 추
진된 부문은 전력산업으로 로사다 정부는 기존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발전,
송전, 배전 기능을 분할하여 세 개의 부문으로 ENDE를 분할 매각하였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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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80% 이상의 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며 역내 가장 급진적인 전력 민영
화144)로 이어지게 된다. ENDE는 발전, 송전, 배전 분야별로 분할 매각되었고,
볼리비아 전력에너지회사(COBEE: Compañía Boliviana de Energía
Eléctrica, S.A.)는 관할 도시별로 개별 회사들에 매각되었다.145) 이러한 볼리
비아의 전력 민영화는 칠레, 페루와 더불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민간에 매
각했다는 점에서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례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칠
레와 페루의 민영화가 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된 반면 볼리비아의 민영화는 단기
간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추진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146)
이어 정보통신, 항공, 철도 부문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볼리비아 경
제의 가장 중추 산업인 천연가스 부문 개혁이 추진되었다. 산체스 로사다 대통
령은 취임 직후부터 천연가스 민영화가 ‘모든 투쟁의 어머니’147)가 될 것이라
고 예측했으며, 그의 예상처럼 YPFB 민영화는 노조와 사회 전반에 격렬한 저
항과 비판을 초래했다. 로사다 정부는 ENDE와 마찬가지로 YPFB를 분할 매각
했고, YPFB의 채굴부문을 제외한 탐사 부문과 운송 부문이 엔론(Enron), 로열
더치쉘(Royal Dutch/Shell), 아모코(Amoco), 플러스페트롤(Pluspetrol),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렙솔(Repsol), 브리티시가스(British Gas) 등 외국
기업들에 매각되었다.

144) 민영화는 1994년 산체스 데 로사다 정부가 도입한 ｢자본화법｣과 ｢전기법(Ley No 1604)｣ 등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① ENDE 지분의 50%를 민간 매각할 것 ② 정부의 지분을 연금관리협
회(la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AFP)로 이전 ③ 전력 발전, 송전, 배송의 각 업
무를 세분화하여 개별 기업들에 분산 ④ 민간 기업에게 전적인 권한 부여 ⑤ 요율 조정 및 허가권 관리
등을 위해 전력총괄국(SE: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설립 ⑥ SIN 체계 관할을 위해 국가
전력거래소(CNDC: Comité Nacional de Despacho de Carga) 설립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145) 1995년 ENDE는 ENDE Corani, ENDE Guaracachi, ENDE Valle Hermoso로 분할되어 미국과
영국 자본에 약 1억 3,980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이와 관련해 전력대안에너지차관부 차관을 지냈던
Hortensia Jiménez Rivera는 민영화 이전에 ENDE의 전력 설비용량이 400MW라는 점을 고려하
면 4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매각 시에 그 가치가 불과 4분의 1 정도인 9,860만 달러
로 산정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154MW의 설비용량을 보유하던 COBEE는 1억 8,060만 달러에
매각되었다. Rivera(2018), pp. 47-48.
146) Rivera(2018), pp. 39-48.
147) Pearson(1998), p. 16.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 193

2002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로사다 대통령은 칠레 가스관을 통해 천연
가스를 수출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직면해 집권 후 불
과 1년 만에 사임하고 망명을 떠났다. 이에 따라 완전히 변화된 정치적 지형에
서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에보 모랄레스가 2006년 집권하였고, 2009년과
2014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며 3회 연임에 성공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
의 에너지정책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던 민영화 조치의 전면적 폐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 부문에서 국가가 전면적인 소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원
민족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나. 최근 에너지정책
1) 에보 모랄레스 정부 집권 1기(2006~09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 집권 1기의 정책 기조는 2006~11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6~11, 이하 PND 2006~11)에 명시되어 있다.
PND 2006~11에서 제시하는 국가개발 상위 목표는 ① 품위 있는 볼리비아
(Bolivia Digna) ② 민주적인 볼리비아(Bolivia Democrática) ③ 생산적인 볼
리비아(Bolivia Productiva) ④ 독립적인 볼리비아(Bolivia Soberana) 건설
이다. 이 중 에너지정책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는 항목은 품위 있는 볼리비아와
생산적인 볼리비아이다.
먼저 빈곤 퇴치와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내세운 품위 있는 볼리비아는 에너
지정책과 관련해서 전력과 천연가스 보급 확대로 제시된다(① 도시 전력보급률
90%에서 97%로 확대 ② 농촌 전력보급률 33%에서 53%로 확대 ③ 15만 가구
에 천연가스 보급). 구체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항목은 생산적인 볼
리비아이다. 구체적으로 천연가스 부문에서 국가는 천연가스를 국부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생산 전 단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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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① ｢천연가스법｣ 제3058호와 ｢대통령령(Decreto
Supremo)｣ 제28701호를 통한 ‘차코의 영웅’ 국유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② 천연가스 파생 수익은 개발계획의 전 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어
야 한다. 광산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은 보다 절충적이며, 국가는 민간자본 투자
를 활성화하는 선두이자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력부문에서 국가는
ENDE를 통해 전력 생산과 보급 전 단계를 관할하며, 2008년 발표한 ‘품위 있
게 살기 위한 전력사업계획(PEVD: El Programa Electricidad para Vivir
con Dignidad)’에 따라 보편적 전력보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력은 천
연가스와 더불어 볼리비아가 역내 에너지 수출 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
략적 수출 자원의 중요성을 지닌다.

2) 에보 모랄레스 정부 집권 2기(2009~14년) - 3기(2014~19년)
에보 모랄레스 집권 1기 중반기에 접어든 2008년 8월 동부 주들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직접세를 기초노령연금(Renta Dignidad) 사업 예산으
로 전환하려는 중앙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
들은 무력으로 행정부 시설을 점령했고,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 시위대를 진압
했다. 반정부 시위는 모랄레스 정부 지지자와 반대자들 간의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고, 판도 주에 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에 맞서서 산타크루스, 베니, 판
도, 타리하로 구성된 동부 4개 주의 정치세력들은 천연가스 수입 관할권 회복
과 자치를 요구하며 지지 세력을 결집해 나갔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국민소환투표를 제안했고, 8월 10일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67%의 지지를 획득하며 반대파를 제압하게 된다.
2008년의 정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회주
의 성향의 급진적 정치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신헌법｣ 제정
에 돌입했다. 애초 2007년 하반기로 예정되었지만 반대세력의 격렬한 저항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미뤄졌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2009년 1월 25일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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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고, 결과는 61%의 지지였다. ｢신헌법｣ 제정으로 에보 모랄레스 정치 개
혁은 장기적인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9년 12월과
2014년으로 예정된 두 차례의 대선에 연속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또한 신
헌법은 볼리비아의 국가 형태를 공화국에서 다민족국가로 변경하며 국가의 성
격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 1기 PND 2006~11에서 제
안했던 자원 민족주의 정책이 헌법적 정당성에 근거해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신헌법에 명시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표 4-3-7 참조).

표 4-3-7. 볼리비아 신헌법에 명시된 에너지정책
국가는 다원적 사회의 다음의 윤리적, 도덕적 원칙을 지키고 추구한다: ama qhilla,
8조 1항

ama llulla, ama suwa(게으르지 않고,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 suma
qamaña(공생), andereko(조화로운 삶), teko kavi(좋은 삶), ivi maraei(해악 없는
토지), qhapaj ñan(고상한 길/삶)
헌법과 법이 지정하는 것 이외에 국가의 목적과 본질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9조 6항

자연자원의 책임감 있고 체계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보장한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의 복지를 위해 자연을 보존하는 것과 같이 상이한 차원과 수준에서 생산기반을 강
화하고 개발시킴으로써 산업화를 촉진시킨다.

20조 1항

모든 사람은 식수(食水), 하수도, 전기, 주거용 가스, 우편, 전기통신 등 기본 서비스
를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지닌다.
공공의, 혼합의, 조합의, 공동체의 조직을 통해 기본 서비스를 모든 정부 단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전기, 주거용 가스, 전기통신의 경우 민간 회사와의

20조 2항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은 보편성, 연속성, 질적 우수성,
효율성, 효과성, 평등한 비용과 필요 충족이라는 기준에 부응해야 하며, 사회적 참여
와 통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고립전력망(SA)의 에너지 발전과 송전 사업은 주(departamentales) 자치 정부의 관

300조

할 구역 내 배타적인 권한이다. 식량 안보를 보장하면서 주 정부의 역량에 따라 대
체 및 재생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302조

304호

지방(municipales)정부 권역 내 식량 안보를 보장하면서 대체 및 재생에너지의 원천
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자치정부의 관할 구역 내 배타적인 권한이다.
국가 정책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원주민 농민 자치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개시설, 수력자원, 물과 에너지 원천.

196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표 4-3-7. 계속

369조 3항

염호(salares), 리튬침전물(salmueras), 증발잔류(evaporíticos), 유황(azufres)과 기
타 물질에 있는 비금속성 자연자원은 국가를 위한 전략적 성격을 갖는다.
상이한 형태의 에너지와 그 원천은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된다. 이 자원에 대한 접근

378조 1항

은 국가의 통합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효율성, 연속
성, 적응성, 자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할 것이다.

379조 1항

379조 2항

국가는 자연 보호에 부합하는 대체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방식의 연구와 활용을 개
발하고 촉진할 것이다.
국가는 국내 소비를 위한 에너지 생산을 보장할 것이다. 여분의 에너지 수출은 국가
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s(2017), pp. 7-9; PDEA 2025, pp. 30-31을 근거로 저자 작성.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신헌법은 자연자원이 볼리비아 국민과 국가의 양도 불
가능한 자산으로서 집단적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YPFB와 ENDE 등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국영기
업들에 전략 자원의 생산과 보급 전 단계를 통제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한다
는 의미이다. 집권 2기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PND 2006~11과 PEVD에 따라
전력보급 확대와 천연가스·전력부문 국유화 완료에 주력한다. 또한 집권 1기
에 발표한 ‘에너지 효율 국가계획(El Programa Nacional de Eficiencia
Energética)’에 따라 절전형 전구 교체 프로그램(El Programa de Focos
Ahorradores)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집권 2기 하반기에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장기 국가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La Agenda Patriótica 2025, 이하 애국정책)’을 발
표하고 중기 전략으로 ‘경제사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16~20, 이하 PDES 2016~20)’을 수립했다. 애국계획은 품위 있고
독립적인 볼리비아를 구성하는 13대 축을 중심으로 상생(Vivir Bien)148)이라
148) ‘비비르비엔(Vivir Bien)’은 케추아어로는 ‘수막카우사이(Sumak Kawsay)’, 아이마라어로는 ‘수
막카마냐(Suma Qamaña)’이다. 이 개념은 2008년에 제정된 에콰도르의 신헌법에 인간과 자연의
기본 권리로서 명시되었고, 이듬해 2009년 볼리비아 신헌법에서도 국가의 기본이 되는 윤리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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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애국계획의 13대
축 가운데 에너지 부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목은 ① 2번 축: “상생을 위해
주권 행사를 통한 기본 서비스의 사회화와 보편화”, ② 6번 축: “자본주의 시장
의 독재 없이 다각화된 생산 주권과 통합적 발전”, ③ 7번 축: “대지와의 조화와
균형 하에 국유화, 산업화, 상업화로 우리 자연자원에 주권 행사”이다. 이들 상
위 목표는 PDES 2016~20의 세부 목표 및 부문별 정책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
었다.

표 4-3-8. 애국정책과 경제사회개발계획에 명시된 에너지정책
축 2번: 상생을 위해 주권 행사를 통한 기본 서비스의 사회화와 보편화
세부 목표 3번
부문별 정책 4번
부문별 정책 5번

모든 볼리비아인에게 전력 보급
전력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에너지 생산을 보장함.
전력 기본 서비스에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
축 6번: 다각화를 통한 생산적인 주권

세부 목표 1번
부문별 정책 6번
부문별 정책 7번

에너지 부문(전력, 원자력, 증발잔류) 공고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 감축을 도모하여 재생에너지를 개발함.
정부에 균등한 이익을 제공하는 평등한 개발을 위해 중추 지역들에 주안
점을 두고 증발잔류 자원 산업을 육성함.

축 7번: 대지와의 조화와 균형하에 국유화, 산업화, 상업화로 우리 자연자원에 주권 행사
세부 목표 1번
부문별 정책 1번
부문별 정책 9번

전략적 서비스와 자연자원이 볼리비아 다민족 국가에 의해 국유화되고 집
행되게 함.
볼리비아 국민의 이름으로 볼리비아 국민을 대변하여 자연자원의 소유권
과 대여, 수익을 집행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하고 강화함.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고 에너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
의 공공기관과 국영회사를 재건, 공고화, 강화함.

덕적 가치로서 명문화되었다. Vivir Bien을 직역하면 ‘잘 살기’ 또는 ‘참살이’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가치 체계와 윤리적 실천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는 ‘상생’으
로 의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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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계속
세부 목표 2번
부문별 정책 2번
부문별 정책 3번

대지와의 조화와 균형하에 산업화와 전환 과정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과학적, 기술적으
로 개발함.
국내 시장 에너지 보급과 국외 수출에 필요한 생산을 위해 에너지 자립과
독립을 달성하고 보장함.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부문별 정책 6번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다각화하고 개발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함.

부문별 정책 7번
부문별 정책 8번

국가에 균등한 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중추적 지역들을 중심으로 증발
잔류 자원의 산업화를 증진시킴.
확장된 통합을 통한 경제의 호혜성과 보완성 달성을 위해 여분의 에너지
를 활용하여 외부 시장을 확보하고 확대함.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s(2017), pp. 11-13.

집권 2기의 에너지정책이 전력보급 확대,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생산량 증
대, YPFB와 ENDE 국유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집권 3
기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우유니 염호와 포토시 오루로에 매장되
어 있는 리튬자원 개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원자력 개발, 비료 플랜트인
불로불로(Bulo Bulo) 암모니아·우레아 플랜트 완공과 같이 비전통적인 에너
지 자원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
하는 특징을 보인다. 비전통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원 다각화와 산
업화라는 목표는 2009년 신헌법, 애국계획, PDES 2016~20에도 반복해서 언
급된 주제로서,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이 국가가 주도하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분배를 통한 포용적 경제 성장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다각화와 전력보급 확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과 관련 제
도 역시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PEVD와 ‘보편화 계획 – 전기가 있는 볼리
비아 2010~25’는 2025년까지 도시 지역과 2025년까지 농촌 지역에 전력을
100%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드(독립형 전력
망), PV(태양광발전), 풍력, 소수력 등의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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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신헌법｣은 국가가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는 동
시에 개별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는 주 자치정부, 지방 자치정부, 원주민의 배타
적인 권한이라고 규정해 지방분권적 접근을 강조했다.149) 에보 모랄레스 정부
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차관 도입이나 개별 사업자에 대한 면세
특혜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은 사안에 따른 신규 법령(Decree) 도입을 통해 승인
해 오고 있다. 2014년 볼리비아의 VMEEA는 PDEA 2025를 발표하고, 재생에
너지 활용을 통한 보편적 전력보급 달성을 위해 총 8억 7,730만 달러 규모의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2017년 탄화수소·에너지부(Ministerio de
Hidrocarburos y Energía)를 탄화수소부(Ministerio de Hidrocarburos)
와 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ía)로 분리하고, 전력부문을 에너지부 소관
으로 이전했다. 탄화수소부 장관 루이스 알베르토 산체스(Luis Alberto
Sánchez)는 에너지부처 조직 개편의 주된 목적이 에너지원 다각화와 대체에
너지 개발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궁
극적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150) 하지만 셰일혁
명과 인근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가 장기
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비용을 초래하는 재생에너지가 천연가
스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전력생산 의존
도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49) 지방분권적 접근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 산체스 데 로사다 정부에
서 시작되어 2011년 종료된 ‘농촌 개발을 위한 지방분권적 기간시설 구축 사업(IDTR)’이다. 세계은
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의 차관을 받아 시작되었던 IDTR는 입찰로 개별 사업자를 선정했고, 14개
지역 총 10.147개 가구에 PV를 설치했다. IDTR 사업이 종료되자 2014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세
계은행으로부터 2,100만 달러의 신규 차관을 받아 2기 사업(El Proyecto de Acceso a Energía El
éctrica y Energía Renovable IDTR II)을 시작했다(IRENA(2015), VMEEA(2014)).
150) Energía Estratégica,http://www.energiaestrategica.com/bolivia-crea-nuevo-minister
io-electricidad-energias-renovables/(검색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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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정책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후변화 취약성
볼리비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기준으로 1억 3,418만 톤(CO2e)에
이르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제규모가 남미에서 가장 작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볼리비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151). 이렇게 볼리비
아가 경제규모 대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이유는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부문과 농업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의 온실가
스 배출 집약도는 안데스 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후분석지
표틀(CAIT)에 따르면 2014년 볼리비아의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482tCO2e(이산화탄소환산톤)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국가들에 비해 최소 5
배 이상 높았고, BRICs 국가들의 평균 1,250tCO2e에 비해 4배 이상, 최빈국
평균 800tCO2e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볼리비아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현황(2014년)
배출량(MtCO2e)
토지이용·임업(LULUCF)

비중(%)

85.71

63.9

농업

23.18

17.3

에너지

21.46

16.0

폐기물

2,04

1.5

산업공정
합계

1.79

1.3

134.18

100

자료: WRI의 CAIT, ClimateWatch, Climatewatchdata.org(검색일: 2019. 9. 30)에서 저자 재구성

15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안데스 4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콜롬비아 1억 8,000만 톤, 페루 1억 6,00
0만 톤, 볼리비아 1억 3,000만 톤, 에콰도르 8,000만 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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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볼리비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토지이용·임업
(LULUCF) 부문이 85.71MtCO2e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고, 농업 17.3%,
에너지 16.0%, 폐기물 1.5%, 산업공정 1.3%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임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아마존 지역의 삼림 벌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마존
보호를 위한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FAN(La Fundación Amigo
de la Naturaleza)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벌채를 목적으로 하
는 소각과 화재의 가운데 88%가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연간 평균 400
만 헥타르 규모 지역에 피해를 낳고 있다.
FAN의 조사에 따르면 자연보호구역(ANP)으로 지정된 토지의 1,100만 헥
타르가 소각과 화재로 인해 훼손되었고, 550만 헥타르가 산림벌채에 의해 훼
손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원주민 토지(TI) 훼손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
며, 원주민 토지의 1,870만 헥타르가 이로 인해 영향을 입었다. FAN의 관계자
는 최근 볼리비아 아마존 일대의 산림 벌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대
상으로 하는 축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언급했다.152) 실제 2013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2025년까지 볼
리비아의 농지를 1,300만 헥타르까지 3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업으로 인한 삼림 벌채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53)
아마존 일대를 중심으로 한 농·축산업 확대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환
경 변화에 대한 볼리비아의 취약성을 고려하면 더 큰 우려를 가져온다. 2017년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글로벌적응지수(ND-GAIN)154)에 따르면 라틴아메리
152) FAN 관계자 인터뷰(2019. 8. 12.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153) MercoPress, https://en.mercopress.com/2019/09/10/bolivia-s-morales-alliance-with
-large-farming-interests-and-amazon-deforestation-could-cost-him-his-re-re-reele
ction(검색일: 2019. 11. 2).
154) 미국 노트르담 대학은 2013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도와 대비수준을 조사
해 종합지수인 ND-GAIN을 발표해 왔다. ND-GAIN은 기후변화 취약성을 노출도, 민감도, 적응력
의 세 항목으로 분류하고 대응력을 경제적 측면, 공공경영, 사회적 요소의 세 항목으로 분류하여 측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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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국가들 가운데 적응지수 상위 50위권 안에 포함된 국가는 칠레(28위)가 유
일하다. 역내 상위권 국가들로는 우루과이(55위), 코스타리카(61위), 바하마스
(66위), 아르헨티나(69위), 페루(공동 72위), 파나마(공동 72위), 콜롬비아(76
위)가 있다. 볼리비아의 순위는 127위로 아이티(173위)를 제외하고 라틴아메
리카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표 4-3-10. 볼리비아의 글로벌 적응지수(2014년)
ND-GAIN 지수
(높을수록 양호함)

취약성(낮을수록 양호함)

대응력(높을수록 양호함)

순위

점수

노출도

민감도

적응력

경제

공공경영

사회

127위

40.3

0.448

0.355

0.596

0.240

0.352

0.208

자료: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https://gain.nd.edu/our-work /country-index/rankings/(검색일:
2019. 10. 3) 자료를 근거로 저자 재구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볼리비아는 수자원, 의료, 기간시
설 구축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대응능력은 떨어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경영환경, 규제 체제의 성숙도, 교육수준, 사
회불평등, ICT 기간시설 구축 등에서 네 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것
으로 나타나 대응력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볼리비아의
환경변화 취약성은 생태 환경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저성장으로 인한
기간시설 부족 및 정치적/사회적 체제의 비효율성 등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 기후변화정책의 변화
볼리비아에서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정치적 안건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에보 모랄레스 정부에 들어서이다. 2000년 코차밤바 물 전쟁과 2003년 가스
전쟁 및 코칼레로 운동을 통해 원주민과 소득 중하위층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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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자원민족주의와 반미주의를 핵심 정책 기조로 설정했
다. 서구 제국주의 비판과 반미주의는 에너지정책 수립에도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에보 모랄레스 정부에서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국내 정책 수립보다는 대외
정책 수립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제적 연대를 통한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운동을 주장한 것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15)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
쟁에는 수조 달러를 쓰고 있지만 인류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겨우 100억
달러를 쓰려고 한다며 신랄한 비판을 했다. 이와 더불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은 기후변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불평등 구조에서 비롯되었으
며, 따라서 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기후정의 실현을 통해서, 다시 말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불공정하게 착취하고 향유해 왔던 성장의 비용을 지불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COP15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주장했던 기후정의 운동은 이듬해 2010년 4
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
의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전 세계 100개국
에서 약 3만 명의 환경운동 활동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3일간 진행된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에서 참가자 대표들은 민중협약(People’s Accord)을
발표했다. 민중협약은 대지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으
로 구성된 글로벌 남반구가 선진국으로 구성된 글로벌 북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국가 가치
로 명시된 ‘Buen Vivir(상생)’을 지키기 위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국가들
에게 배상을 요구할 국제기후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은 2012년 12월 카타르
도하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에서 볼리비아의 대표로 연설한 환경·
수자원부 장관 자모라 구티에레즈의 발언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구티에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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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수 국가들과 집단들이 부를 독점하고
축적한 데 있으며, 볼리비아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갚아야 할 기후채무
(Climate Debt)를 대신 갚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자연재해
와 기후변화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국
제적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며 시장 세력이 주도하는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원조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했다.155)156)
국제 무대에서 기후정의 운동과 기후채무 부과 등을 주창하며 에보 모랄레
스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현실의 간극과 각
자의 정당한 책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해 온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자 서구 식민주의에 고통받아
왔던 저개발국가 대표로서 기후변화 위기를 근거로 국제사회에 배상을 요구했
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국제공조에 새로운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선점함
으로써 개발도상국 대표로서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내 정책에서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은 다소 모호하다. 2009년 ｢신헌법｣과
｢애국정책 2025｣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자연과의 공생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
다. 하지만 이들 문서에서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
들다. 애국정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선진국에 기후채무 부
과를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이 제시된 자료는 2015년 11월에
제출한 ‘국가자발적감축목표(INDC)’이다.
155) Fabricant and Hicks(2013).
156) 볼리비아는 유엔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프로그램의 초기 참가자였다. 하지만 에보 모
랄레스 정부는 2009년 COP15와 2010년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에서 REDD 체제가 자연을 상품
화하고,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력
히 비판했다. 2012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REDD+의 대안으로 ‘대지 수풀림의 통합적이고 지속가
능한 경영을 위한 감축과 적응 공동 체제(MCMA)’를 설립했다. 이후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기존에
볼리비아에 제공되던 UN-REDD 지원금이 MCMA 운영에 새롭게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https://theredddesk.org/countries/bolivia(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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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협약(UNFCCC)에 INDC를 제출한 12개의 남미 국가들 가운데 수
리남, 가이아나, 볼리비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특정 연도 기준(브라질), 경제생
산량 대비(칠레, 우루과이), 최대 배출량 기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배출
전망치(BAU) 대비(파라과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특정한 감축 목표를 설정
하는 대신 물, 에너지, 삼림 및 농업 세 개 부문의 실행 계획과 정책을 제시했
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과 삼림 및 농업 부문에서 볼리비아 정부가 제시한
실행계획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4-3-11. 국가자발적감축목표(INDC)의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계획
에너지부문

삼림 및 농업 무문

비조건부*

조건부**

2010년 39%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79%까지 증대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10년 2%에서
실행계획
및 목표

2030년까지
9%(1,228MW)로 증대

조건부**

2020년까지 불법 삼림벌채 근절

81%까지 증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비조건부*

2010년 39%

전력생산에서

2030년까지 삼림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재식림 면적
450만 헥타르
확대

2030년까지
1,378MW로 증대

2030년까지
재식림 면적 600만
헥타르 확대

전력설비용량을 2010년 1,625MW에서

2010년 5,250만 헥타르인 삼림지 규모를

2030년까지 1만 3,387MW로 증대

2030년까지 5,400만 헥타르로 확대

전기 보급에서 제외된 비중을 2025년까지
3%로 축소

수풀림 면적을
2010년 300만
1,000헥타르에서
2030년 1,690만
헥타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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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풀림 면적을
2030년까지 7배
확대

표 4-3-11. 계속
에너지부문
비조건부*

조건부**

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전력 수출역량
강화, 2030년까지
수출량 증대

및 목표

비조건부*

조건부**

주로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약 2,900만 헥타르에서

개발을 통해 전력

환경보존 기능 강화

수출역량 강화,
2030년까지 1만
489MW로 전력
수출량 증대

8,930MW로 전력

실행계획

삼림 및 농업 무문

자연보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농축산업과
농림업 생산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GDP 5.4% 증가에 기여
삼림에 의존하는 절대빈곤 인구를 2010년

전력생산과 보급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약 35만 명에서 2025년까지 완전히 구제

절대빈곤 퇴치, 2030년까지 빈곤율 13.4%로

2030년까지 삼림 생산력 40% 증대,

감소

2030년까지 삼림과 농축산업을 통한 식량
생산 두 배 증대
지속가능한 삼림보존국가지표에 따라

에너지 부문 성장을 통해 2030년까지

2010년 0.35단위인 삼림과 농축산업의

국내총생산(GDP) 5% 증가

적응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역량을
2~3년 0.78단위로 증대

주: 1) *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때.
2) **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때.
자료: Solón et al.(2018).

볼리비아의 비판적 시민단체인 솔론 재단(Fundación Solón)은 연구 보고
서(Solón et al. 2018)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가 제출한 INDC의 에너지 부문
실행계획이 에너지 전반이 아닌 전력 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수
몰지역 형성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수력댐의 환
경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산림 및 농업부문에서
제시한 재식림 계획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 및 예산배정이 최소한으로 설
정되어 있고, 농민/원주민 공동체와 민간이 사업 실행 및 예산 확보의 책임이
있는 주체로 제시되고 있어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볼리비아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높은 빈곤율과 기본 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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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개발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리비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실질적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및 개발협력 사업 동향
가. 국내외 민간투자 동향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부문은 개발과 파생수익 분배를 두고 국가와 민간이
첨예하게 충돌하던 분야이다.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생산에 투자했던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들로는 1921년 스탠다드오일(Standard Oil, 미국)157), 1955년
파스 에스텐소로 정부가 도입한 ｢석유법(el Código del Petróleo, el Código
Davenport로도 알려짐)｣158)을 통해 진출한 걸프오일(Gulf Oil, 미국), 산체
스 데 로사다 정부의 1994년 ｢자본화법(Capitalization Law)｣과 1996년 ｢탄
화수소법｣ 도입을 계기로 진출한 엔론·쉘(Enron Shell, 미국), 플러스페트롤
(Pluspetrol, 아르헨티나), 아모코(Amoco Consorcio, 미국), 페트로브라스
(Petrobrás, 브라질), 렙솔(Repsol, 스페인), 브리티시가스(British Gas, 영
157) 이 계약으로 스탠더드오일은 15년간 산타크루스부터 타리하 주에 이르는 총 800만 헥타르의 남부
안데스(subandino sur) 일대에서 탐사시추 및 개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 시기 스탠더드오일은
베르메호(Bermejo), 사난디따(Sanandita), 까미리(Camiri) 등의 광구를 개발하고 인근 지역에 정
제시설을 설비하여 생산을 시작했지만, 파생 수익의 분배와 공급 과정에서 볼리비아 정부와 마찰을
겪게 되고 이는 볼리비아 정부가 1936년 에너지부문 최초의 국영회사인 볼리비아 국영석유공사(YP
FB) 설립을 통해 석유 부문을 국영화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58) 1952년 집권한 파스 에스텐소로는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한 대규모 민중봉기를 통해 당선되었다. 소
수 지배층이 주도하는 극도로 불평등한 볼리비아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대중을 대변했던 파스 에스텐
소로는 집권과 동시에 주석광산 국유화, 임금상승, 빈민층 지원, 문맹자 투표권 부여 등 사회주의적
정책을 표방하며 1952년 볼리비아 혁명을 주도했으며, 1955년 석유법 역시 천연가스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볼리비아의 재정 상황과 법 제도에 무지한 외국계
컨설팅 회사(Schuster & Davenport)에 세부 법안의 설계를 위탁함에 따라 민간부분의 권한을 강화
하고 정부의 통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Fundación Jubileo(2009),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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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탈(Total,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외국계 민간 자본의 투자는 새
로운 광구 탐사·시추 및 생산에 활력을 가져왔다. 하지만 천연가스 파생 수익
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영향력 강화는 수익 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
을 일으켜 결국 세 차례의 국유화 조치(1937년, 1969년, 2006년)로 이어졌다.
리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민간 자본 유치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 집권 3기
(2014~19년)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리튬 생산을 위한 투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독일과 중국이며, 인도와의 추가적인 협정 절차가 활발
히 추진되고 있다. 개별 협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3-12 참조).

표 4-3-12. 리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협정 내용
독일과의 투자 협정
협정 체결 주체
투자 규모

YLB(볼리비아, 국영기업) - ACI Systems GmbH(독일 민간기업)
약 13억 달러 규모의 리튬 산업화 사업 추진 예상
• YLB 100% 지분 소유: 염화칼륨 산업공장, 리튬탄산염 양산화공장

계약 조건

• YLP 51% 지분, ACISA 49% 지분: 잔여 살무에라(Salmuera), 리튬수산화물
양산화공장, 음극소재 양산화공장, 리튬이온배터리 공장
• 우유니(Uyuni) 염호에 매장된 리튬 채굴
• 배터리양극 공장 설립

사업 내용

• 2022년 말까지 연간 3만 5천~4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리튬 하이드록사
이드 공장 설립
• 2092년까지 우유니 염호에서 연간 4만 톤의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추출 합의

사업 추진 일정

2018년 12월 계약 체결

협정 체결 주체

YLB(볼리비아, 국영기업) - TBEA Group Co. Ltd. (중국 국유기업)

중국과의 투자 협정
투자 규모

약 23억 달러 규모의 리튬 채굴 사업 추진 예상
• YLB 100% 지분 소유: 꼬이빠사(Coipasa) 염호의 칼륨황산염, 빠스또스(Pastos)

계약 조건

염호의 리튬염화물, 리튬탄산염
• YLB 51% 지분, TBEA 49% 지분: 꼬이빠사 염호의 리튬하이드록사이드, 붕산,
브로민, 브롬화리튬, 파스토스 염호의 리튬금속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일정

• 오루로(Oruro)의 꼬이빠사 염호와 빠스또스 염호 리튬 채굴
• 볼리비아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부정적인 입장임.
2019년 2월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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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2. 계속
인도와의 투자 협정
협정 체결 주체

YLB(볼리비아, 국영기업) - KABIL (인도의 국영기업인 NALCO와 인도의 민간기
업인 HCL와 인도 민간기업 MECL로 구성된 컨소시엄)

투자 규모

미정

사업 내용

볼리비아에서 생산한 리튬으로 인도에서 전기차(EV) 배터리 생산

사업 추진 일정

2019년 10월까지 투자 협정 체결 목표

자료: Financialexpress(2019. 7. 26), https://www.financialexpress.com/economy/ahead-of-its-presidential
-elections-bolivia-is-keen-to-close-lithium-deal-with-india/1657630/(검색일: 2019. 11. 2); Reuters
(2019. 1. 28), https://www.reuters.com/article/us-bolivia-lithium-germany-idUSKCN1PM1LS(검색일:
2019. 11. 2); Ministerio de Energías(2019. 7), Avances del Proceso de Cambio Sector Evaporíticos를
근거로 저자 작성.

이외에 볼리비아는 YPFB를 통해 2012년 9월 삼성엔지니어링과 8억 4,000
만 달러 규모의 암모니아·요소 플랜트를 코차밤바의 불로불로(Bulo Bulo) 지
역에 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불로불로 플랜트는 2017년 9월 완공
되었으며, 2018년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불로불로 플랜트는 천연가스를 원
료로 암모니아를 생산해 요소비료로 만드는 시설로서, 연간 65만 톤의 요소와
연간 40만 톤의 암모니아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볼
리비아는 수입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량의 80~90%를 수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9년 9월 삼성·현대엔지니어링은 YPFB가
발주한 2조 4,000억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본 입
찰은 설계, 조달,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삼성엔지
니어링의 불로불로 플랜트 수행 경험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159)

159) 「삼성·현대엔지니어링, 2.4조원 볼리비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출사표」, http://www.maeilnew
s.co.kr/news/article.html?no=5025(검색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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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볼리비아 외국인직접투자(inflow) 추이(1993~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Stat를 근거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9. 10. 10).

볼리비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4년 ｢자본화법｣ 도
입으로 민영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2003년 가스 전쟁
과 대통령 사임 등 정치 혼란으로 민영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에보
모랄레스 집권 1기와 2기에는 국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의 세계 시
장 가격 상승에 따라 천연가스와 광산업에 외국인 신규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
했고, 이에 따라 2013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천연가스와 광물의
시장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2014년 유입 투자액은 급감했고 이후 좀처럼 상승
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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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볼리비아 에너지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07~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볼리비아 재정경제부 2017년 연보와 CEIC Data(검색일: 2019. 10. 12)를 근거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능동(activos)과 수동(pasivos)의 두 유
형으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다.160) 능동 유형 FDI는 UN 무역개발협의회
(UNCTAD)에서 제공하는 통계집계 수치와 동일하다. 수동 유형 FDI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는 글로벌 금융정보업체인 CEI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9]는 볼리비아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s)의 2017년 연보와 CEIC 데이터를 근거로 살펴본 2007년
부터 2018년까지 볼리비아에 유입된 수동 유형 FDI 총액과 에너지 부문 FDI
변화 추이이다.
160) 능동 유형은 UNCTAD의 기준에 따라 순도착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다. 볼리비아 재정경제부 연보에서는 능동 유형과 수동 유형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FDI를 능동과 수동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칠레의 경우, 칠
레 중앙정부는 수동 유형을 자본 도착액과 자본 회수액을 포함한 외국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다.
https://si3.bcentral.cl/estadisticas/Principal1/Metodologias/SE/BDP/CF_Inv_Dir_Chil
e.pdf(검색일: 201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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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원유·천연가스 부문 외국인 투자액은 광산업 대상 투자액을 줄
곧 상회했다. 원유·천연가스 부문의 투자가 급증했던 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천연가스 투자는 총 FDI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
간 원유·천연가스 부문과 광산업 부문이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73.4%에서 최대 78.5%에 이르렀다. 2018년 원유·천연가스 투자액은 2억
8,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광산업 투자액은
1억 2,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2% 하락했다. CEIC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
업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원유·천연가스와 광산업 대상 투자가 총 유입 투자
액의 51.9%를 차지했고, 그 밖에 제조업이 13.1%(1억 200만 달러), 건설업이
12.5%(9,8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볼리비아로 유입된 FDI를 지역·국가별로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0년까
지는 미국(39%), 유럽(28%), 남아메리카(27%)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01년부
터 2012년까지는 유럽(39.7%), 미국(30%), 남아메리카(19%) 순으로 나타나
유럽 국가들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미국과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투자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투자국들을 투자액 누
적 규모로 살펴보면, 미국(30억 5,000만 달러), 스페인(15억 6,200만 달러), 브
라질(11억 2,200만 달러), 스웨덴(7억 2,100만 달러), 프랑스(4억 7,700만 달
러), 영국(4억 4,100만 달러), 아르헨티나(3억 400만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161)
특히 지난 5년간 볼리비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주목할 변화는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이다. 에보 모랄레
스 정부는 2016년 10월 중국 정부로부터 약 49억 달러의 차관을 유치했으며,
이는 600MW 규모의 로시타스(Rositas) 수력발전 댐 건설, 산타크루스시의
비루비루(Viru Viru) 국제공항 확장, 도로 건설 등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
에 투입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161) http://unctad.org/en/Pages/DIAE/FDI%20Statistics/FDI-Statistics-Bilateral.aspx(검색
일: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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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볼리비아의 총 외채 규모는
105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중국 정부로부터 도입한 차관은 9
억 1,000만 달러로 양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차관의 74%에 해당한다.162)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숫자도 대폭 증가하여 2015년 35개
였던 중국 기업들은 2016년 중반에 100개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그 수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광산업 및 석
유·천연가스 부문이며, 교통 및 통신 부문 진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3-13. 볼리비아에 진출한 주요 중국기업(2003~17년)

진출년월
2017/12

기업명
Planta Metalurgica Antay
Pacha S.A

2017/12 Huawei Technologies Bolivia
2017/09
2016/11
2016/09

Empresa Agropecuaria
Novagro SA
Sociedad Agropecuaria
Argotanto S.A
Planta Metalurgica Antay
Pacha S.A

2016/01 Sinosteel

산업부문

사업
형태

사업도시

고용인원

투자금액

(명)

(백만 달러)

광산업

M&A

우유니

27

3

통신

신규

라파스

23

4

농축산업 M&A 산타크루스

40

46

농축산업 M&A 산타크루스

120

6

일차산품 M&A

우유니

20

2

금속

신규

산타크루스

2,084

450

에너지

M&A

라파스

9

42

2013/05 Empresa Minera Yang Fan SA

광산업

M&A

라파스

N/A

10

2013/05 Empresa Minera D'Cobre SA

광산업

M&A

오루로

100

4

금속

신규

N/A

9

2

N/A

20

2013/06

Co Minera Amazon
Bolivia-Comabol SA

2006/05 Zijin Mining Group
2005/10

Pengxin Agricultural
Holdings Company Limited

농축산업 M&A 산타크루스

자료: Academic Network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n China and MONITOR DE LA OFDI CHINA
EN ALC of China’s OFDI in LAC(2019).

162) https://www.bcb.gob.bo/?q=informes-deuda-externa-publica(검색일: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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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과 2019년에도 중국 국유기업의 신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추
진되었다. 대표적으로 ① 볼리비아 국영리튬공사(YLB)와의 제휴를 통한 TBEA
Group CO. Ltd의 리튬 채굴 프로젝트(투자규모: 약 23억 달러, 사업지역: 오
루로 꼬이빠사 염호와 빠스또스 염호) ② Sinohydro의 이비리수(Ivirizu) 수력
댐 건설 프로젝트(투자규모: 5억 5,000만 달러 이상, 사업지역: 코차밤바) ③
Sinopec International Petroleum Service Ecuador Co. SA과 중국국영
석유회사(CNPC)의 자회사인 BGP의 원유·천연가스 탐사 사업(투자규모: 약
5,700만 달러 이상/약 3,100만 달러 이상, 사업지역: 아마존 마드레데디오스
의 누에바 에스페란사/베니 강 일대) ④ 중국 Three Gorges Corporation과
중국 International Water & Electric 및 볼리비아 Reedco S.R.L.로 구성된
AAR 컨소시엄의 로시타스(Rositas) 수력발전댐 건설 사업(투자규모: 13억 달
러, 사업지역: 산타크루스) 등이 있다.

나. 개발협력 사업 지원 동향
1) 개요
소득수준에 있어 볼리비아는 여전히 중남미 최빈국가 범주에 속하지만,
2010년 세계은행의 분류 기준에 따라 볼리비아는 저소득국가를 벗어나 중소
득국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
시설 구축과 사회 프로그램 확충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무상원조와 양허
성 차관 등의 공적원조(ODA) 이외에 비양허성 차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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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볼리비아 국가채무(양허성차관+비양허성차관) 구성(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anco Central de Bolivia, Informe de la Deuda Externa Pública 2019.

볼리비아의 국가채무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최고치였
던 58.7%에서 2019년 20.4%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19년 볼리비아 차관
구성을 살펴보면, 양허성 차관의 71.6%가 다자원조, 16.2%가 양자원조로 구
성되었고, 비양허성 차관의 65.6%가 다자기구, 10.6%가 국가간 차관으로 구
성되어 다자원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3)
무상원조와 양허성차관으로 구성된 공적원조를 기준으로 2017년 볼리비아
의 총 수원 규모는 9억 4,900만 달러로서 같은 해 9억 8,023만 달러를 받은 아
이티에 이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조를 받았다. 이 가운
데 다자원조는 6억 844만 달러로 총 원조의 64%, 양자원조는 3억 4,071만 달
러로 36%를 차지해 다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164)
163) Banco Central de Bolivia, Informe de la Deuda Externa Pública 2019.
164) 2019년 10월 현재 OECD ODA 통계는 2017년까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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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볼리비아 공적개발원조 구성과 변화(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IDS) Database(검색일: 2019. 10. 13).

2016년과 2017년 볼리비아에 대한 국제원조의 상위 10개 공여기관/국가
를 살펴보면, IDB(4억 3,530만 달러), EU연합(7,360만 달러), 프랑스(6,420
만 달러), 세계은행 IDA(4,960만 달러), 독일(3,970만 달러), 덴마크(3,240만
달러), 스위스(2,900만 달러), 스웨덴(2,300만 달러), 한국(1,960만 달러), 스
페인(1,77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나 양자원조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이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5)

165) 2012년까지 미국은 볼리비아에 대한 양자 원조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공여국가의 지
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에보 모랄레스 정부 집권 이후 외교적인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2013년 US
AID는 볼리비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볼리비아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를 중
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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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4. 분야별 대볼리비아 양자 원조 구성(2016~17년)
(단위: 백만 달러(지불금), %)

2016
금액

4.7

41.1

4.1

보건

34.4

4.5

62.0

6.1

인구 및 재생산
식수 및 위생

생산
다분야

비중

36.6

사회

인프라

금액

교육

인프라

경제

2017
비중

7.9

1.0

7.1

0.7

176.5

23.0

194.3

19.2

정부 및 시민사회

62.3

8,1

59.9

5.9

기타

50.2

6.6

176.4

17.5

교통·통신

68.4

8.9

228.8

22.6

에너지

46.2

6.0

40.0

3.9

금융 및 기타

3.4

0.5

3.7

0.3

농업·임업·수산업

75.5

9.8

94.3

9.3

기타

14.6

1.9

9.6

0.9

환경보호

43.8

5.7

41.5

4.1

기타

30.1

3.9

20.0

2.0

인도적 지원

105.2

13.7

5.6

0.5

기타

12.8

1.7

29.2

2.9

총 합계

767.9

100

1,009.8

100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s(CRS) Database(검색일: 2019. 10. 13).

원조 집행 분야별로는 2016~17년 평균적으로 경제 인프라가 59.69%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회 인프라가 24.36%로 집계되었다. 그 외에
의료 부문 4.2%, 다분야 3.59%, 생산 3.13%, 교육 2.64%, 인도주의 지원
1.65%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원조금은 2016년 4,620만 달러
에서 2017년 4,000만 달러로 소규모 감소했고, 환경 부문 원조는 2016년
4,380만 달러에서 2017년 4,150만 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 에너지 부문 원조 현황 및 주요 사업
2017년 볼리비아에 대한 공적원조에서 에너지 부문에 투입된 원조금은
4,000만 달러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양자원조를 통한 원조는
2,336만 달러로 58.4%를 차지했고, 다자원조를 통한 지원은 1,667만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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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를 차지했다. 에너지 부문의 사업 건수는 총 38건이었고, 다자기구를 통
한 사업이 14건(세계은행의 IDA 7건, IDB 6건, UNDP 1건), 국별 협력을 통
한 사업이 28건(일본 6건, 스웨덴 5건, 스위스 3건, 독일 2건, 덴마크 2건, 프
랑스 2건, 이탈리아 1건, 프랑스 2건, 독일 2건, 오스트리아 1건, EU 기관 1건,
한국 1건)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사업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전력 송배전 관련 사업이 4건, 에너지
관련 교육 및 연구 사업이 6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18건, 정책 및 행정관
리 부문이 7건, 지열에너지 사업이 3건을 차지해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지불액 기준 상위권의 사업
들과 이후 추가로 시행된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덴마크 국제협력단(DANIDA)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2017년 덴마크 정부는 볼리비아 국영전력회사 ENDE로부터 총 108MW
의 발전능력을 보유한 풍력발전단지를 산타크루스 일대에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했다. 시행사는 덴마크의 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Vestas)로 선정되었
으며, Vestas는 산타크루스의 와르네스(Warnes), 꼬꼬따(Cocota), 까베사스
(Cabezas) 지방정부에 세 개의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단지별 발전능력을 살펴보면, ① 와르네스 발전단지 14.4MW(4개 풍력터빈
설치) ② 산훌리안(San Julián) 발전단지 39.6MW(11개 풍력터빈 설치) ③ 엘
도라도(El Dorado) 발전단지 54MW(14개 풍력터빈 설치)로 구성되며, 모두
완공될 경우 현재 볼리비아의 풍력 발전 역량의 4배에 달하는 108MW의 발전
능력을 완비하게 된다. 이들 발전단지에서 공급되는 전력은 통합전력망(SIN)
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풍력 터빈 설비와 초기 관리에 필요한 자금)는 1억 9,390만 달러
로 추정되며, 덴마크 국제협력단(DANIDA)이 1억 2,700만 달러, 볼리비아 중
앙은행이 볼리비아측 합작 기관인 ENDE를 통해 6,680만 달러를 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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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66) 완공까지 총 77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2020년 가동
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지불된 원조금은 2,029만 달러이다.

나) 세계은행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농촌지역에 그리드 확장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통해 전력 보급을 확대
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원은 ① Pico-PV 시스템
등의 기술을 통한 에너지 보급 시범 사업의 설계와 평가에 대한 지원 ② 지방
정부, 시설 제공자, 수혜 가구, 공공 기관 등 관련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업 승인일은 2014년 5월 27일이며 2019년 4월 30일 완료되었다. 총
5,915만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17년 지불된 원조금은 213만 달
러이다.

다) EU 기관/프랑스 개발청(AFD)의 오루로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
볼리비아 서부 고산지대에 위치한 오루로 알티플라노 지역에 50M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생산된 전력은 통합전력망(SIN)을 통
해 보급될 예정이다.
사업 승인은 2016년에 이루어졌고, 2019년 6월 기준 총 57,300개의 판넬
이 설치되어 시설의 약 85%가 완성된 상태이다. 총 투자금은 5,470만 달러이
며, 프랑스 개발청(AFD)이 전체 비용의 80%, 유럽 연합이 15%, 볼리비아 정
부가 5%를 지불한다. 스페인의 TSK가 주요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오루로 태양광 발전 사업은 ENDE가 추진하는 네 번째 태양광 사업으로, 완

166) https://www.evwind.com/2018/05/27/eolica-en-bolivia-banco-danes-financiara-tre
s-parques-eolicos/(검색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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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용량을 보유한 태양광 시설이 될 예정이
다.167) 2019년 8월 볼리비아 정부는 오루로 태양광 시설의 발전 용량을
50MW에서 100MW로 증가시키기 위한 2기 사업에 착수했으며, 2기 사업에
서도 시행사는 TSK가 선정되었다. 2기 사업은 2020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168)

라) 독일 국제협력공사(GIZ)와 유럽 국가들의 EnDev Bolivia 프로그램
EnDev Bolivia는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스웨덴으로 구
성된 6개 유럽 국가들이 예산을 제공하고 독일 GIZ가 집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EnDev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걸쳐 총 25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볼
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페루가 수혜 국가이다.
EnDev Bolivia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볼리비아에서 EnDev 사업에
참여한 수혜 가구는 20만 4,800가구에 달하며, 4,830건의 사회적 인프라를
설치했고, 본 사업을 통해 2만 6,800개의 소규모 영업자들이 에너지를 보급받
았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고정/이동식 화로 설치를 통해 장작 사용량을
35~50% 감소시키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었다. 이는 농촌 가구의 70% 가량이
여전히 요리를 위해 바이오매스 땔감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EnDev는 장작의 효율적 사용의 스페인어 축어인 말레나(Malena: Mejor
Aprovechamiento de Leña의 약자)라고 부르는 새로운 고정 화로를 개발하
여 개별 가구에 보급해 왔으며, 기술 이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역 활동
가를 통한 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화로의 보급, 관리, 활용을 지
원해 왔다.
167) PV Magazine, https://www.pv-magazine-latam.com/2019/06/19/completado-el-85-d
e-la-planta-solar-oruro-de-50-mw-en-bolivia/(검색일: 2019. 11. 2).
168) Construcción Pan-Americana, https://www.construccion-pa.com/noticias/planta-de
-energia-solar-mas-grande-de-bolivia-esta-en-oruro/(검색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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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EnDev Bolivia에서 보급하고 있는 고정 화로

자료: Endev Bolivia, https://www.endev-bolivia.org/en/(검색일: 2019. 11. 2).

사진 2. EnDev Bolivia에서 보급하고 있는 이동식 화로

자료: EnDev Bolivia, https://www.endev-bolivia.org/en/(검색일: 2019. 11. 2).

이동식 화로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 이동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EnDev
는 스페인어로 ‘우리가 더 좋아하는 요리’를 의미하는 아우구스따(Augusta)를
2016년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했다. Augusta 화로는 장작을 땔감으로 하며,
제조와 보급은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담당한다. EnDev에 따르면
Augusta는 전통 화로에 비해 38%의 열 효율성을 갖는다.
이외에도 EnDev 볼리비아는 전력이 보급되지 않는 농촌이나 외곽의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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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할 수 있는 Pico PV(소형 태양광 램프) 장비와 가정태양광시스템(SHS)
장비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 에너지부와 협력해 전력이 보급되
지 않는 농촌과 외곽 지역에 소수력 발전소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 미주개발은행(IDB)의 전력 인프라 확장 프로그램
이 사업의 목표는 통합 전력망에 독립전력생산(off-grid)을 통합시키는 전
력 인프라를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타크루스 주의 산이그나시오벨라스꼬(San Ignacio Velasco)
지역의 오프-그리드 체계를 통합 전력망에 연계시켜 디젤 연료 사용량 감축을 유
도하는 사업(LT Los Troncos – San Ignacio de Velascos)과 오루로와 포토시
지방 정부의 공공기관 전구 사용과 관련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 조치들을 시행하
도록 해 전력 소모량을 감축시키도록 유도하는 사업(El Plan Estratégico y
Eficiencia Energética, PAE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산이그나시오벨라스코 지역의 온실가스를 연간 2만 5,000톤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PAEE 시행 기관의 전력 사용량을 40%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169) 사업이 승인된 날짜는 2018년 10월 24일이
며, 총 1억 3,400만 달러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바) IDB의 농촌 전력화 프로그램
1기 사업의 예산은 총 6,020만 달러가 집행되었고, 2010년 11월 승인,
2012년 개시되어 총 70개월간 시행되었다. 1기 사업은 송배전망 확장, PEV
D170)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기 사업은 에보 모랄레스 정부 집권 1
169) IDB, Perfil de Proyecto,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
EZSHARE-1809111286-22(검색일: 2019. 11. 2).
170) 볼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품위있게 살기위한 전력사업(El Programa Electricidad para Vivir c
on Dignidad)’. 상세한 내용은 본 장의 2절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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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가개발계획인 PND 2006-2011에서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목표에 따라
(alignment) 전력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독립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했다.
1기 사업을 통해 코차밤바, 추끼사까(Chuquisaca), 오루로, 포토시 네 개
주의 1만 4,000가구에 전력을 보급했으며, 통합 전력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다
섯 개 지역의 5만 6,740명의 거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사
용할 수 있게 되었다.171)
2기 사업은 2016년 2월에 총 예산 1억 달러 규모로 승인되었다. 2기 사업의
예산 가운데 60%가 배전망 확장에 책정되었고, IDB는 이를 통해 6만 5,000명
에게 전력 보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산의 30%는 SIN 확
대를 위한 사업에 책정되었으며, 나머지 10%는 PEVD 사업 지원과 행정 및 관
리에 투입될 예정이다.172)

표 4-3-15. 공여국별 대볼리비아 환경관련 원조 현황(2017년)
다자원조
공여기관

내용

GEF

환경 정책 및 행정관리

1,597,188

6

IDB

환경 정책 및 행정관리

19,125,656

7

3,877,984

10

지원금액(달러)

건수

18,827

4

EU 기관

지원금액(달러)

생태계 보호
환경 정책 및 행정관리

건수

양자원조
공여기관

내용
환경 정책 및 행정관리

캐나다

환경 연구
환경 교육 및 훈련

덴마크

환경 정책 및 행정관리

핀란드

환경 교육 및 훈련

5,172,251

6

57,490

1

171) IDB, Informe de Terminación de Proyecto,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
nt.aspx?docnum=EZSHARE-1681992904-17(검색일: 2019. 11. 2).
172) IDB, Perfil de Proyecto,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
EZSHARE-1570164457-2(검색일: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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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5. 계속
양자원조
공여기관
프랑스

내용

지원금액(달러)

건수

1,748,393

16

260,688

8
4

환경 연구
유적지 보존
생태 다양성

독일

환경 정책 및 행정
환경 교육 및 훈련

이탈리아

환경 정책 및 행정

1,960,206

일본

환경 정책 및 행정

49,677

3

한국

환경 정책 및 행정

274,438

3

환경 교육

13,111

1

310,912

5

189,080

4

4.652.249

14

노르웨이

유적지 보호
스페인

환경 정책 및 행정
환경 연구
생태 다양성

스웨덴

환경 연구
생태 다양성
환경 정책 및 행정

스위스

생태 다양성
생태계 보호

아랍에미레이트

생태 다양성

11,000

2

영국

생태 다양성

162,469

2

자료: OECD QWIDS Database(검색일: 2019. 10. 14).

3) 기후변화 부문 원조 현황 및 주요 사업
볼리비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을 위해 공적 원조
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2017년 볼리비아에 대한 공적원조에서 환경보
호 부문에 투입된 원조금은 4,154만 달러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이 가운
데 다자원조를 통해 제공된 원조는 2,649만 달러로 63.8%를 차지했고, 양자
원조를 통한 원조는 1,503만 달러로 36.2%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IDB는 소규모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관개시설 구축 및 보수 사업
과 환경변화에 대응해 하천유역 농업 생산자들이 효율적으로 관개수를 활용하
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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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문 사업들 가운데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IDB의
‘유역 접근을 통한 관개사업 3기(PRONAREC III)’와 ‘유역 접근을 통한 관개
사업 2기’ 그리고 덴마크의 ‘환경보호 3기 프로그램’ 등이었다. 이를 제외한 환
경부문에서의 사업들은 모두 2017년 집행액이 190만 달러 미만인 소형 사업
들이 많았다. 또한 기술협력 및 볼리비아 국내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볼리비아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되
는 자체 예산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연구기관, 지방정부, NGO 등 관
련기관들이 원조 공여기관들과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현재 상황173)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5. 요약 및 소결
볼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볼리비아 1차 에너
지 생산의 81%를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고, 천연가스 생산량의 70%가 수출
되고 있다. 볼리비아는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에보 모랄레스 집권 시기에 연평균 4%를 상회174)하는 양호한 경제성
장을 지속했고 에너지 보급률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여전히 남미의 최빈국이며, 에너지정책의 목표도 기후변
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한 에

173) 볼리비아 INESAD 관계자 인터뷰(2019. 7. 23, 볼리비아 라파스); 볼리비아 FAN 관계자 인터뷰(20
19. 8. 12,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174) 2018년 볼리비아의 연간 GDP 성장률은 4.2%로 집계됐다. 경제성장률이 3.3%로 하락했던 2009
년을 제외하고 에보 모랄레스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은 최저 4.1%(2017년)에서 최고 6.7%(2013년)
수준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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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안보와 천연가스와 리튬 등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절전형 전구 교체 및 열 효율성
이 높은 화로 보급 등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그리고 발전설비용량 확대와 농
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력 댐 건설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힘
입어 에너지 전환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받
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을 강조하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파리협정에 가입하고 국가자발적감축목표(INDC)를 제
시하는 등 소극적이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볼리비아가 최빈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볼리비아에 대한 민간투자는 활발하지 못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IDB와
WB 등의 다자개발기구와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의 전통적인 유럽의 원조 공
여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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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페루
1. 에너지 시장구조
가. 개관
페루는 볼리비아와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페루 1
차 에너지 생산량의 80%는 화석연료이고, 이 중 대부분을 천연가스가 차지하
고 있다. 페루는 석유도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부족하여 1990년대 중반 이
후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하였고, 현재 국내 소비량의 3/4 정도를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도 풍부하여 전기
에너지의 50%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
지발전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다.
페루는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에 따라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를 석유제품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가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페루는 또한 가스 발
전설비 확충에 따라 수력 등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50% 수준으로 낮아졌으
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이를 60%까지 증대시키
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페루는 에너지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자급을 달성하고 일부를 수출하는 에너
지 순수출국이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큰 편이어서 에너지 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성과는 상대
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페루의 에너지구조성과지수(EAPI) 순위는 조
사 대상 115개국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5위, 세계 27위이며, 에너지전환지수
(ETI) 순위는 라틴아메리카 7위, 세계 44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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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수요·공급 현황
2017년 페루의 1차 에너지 생산규모는 3,074만 톤(toe)이다. 페루 1차 에
너지의 80%는 화석연료이며, 수력과 바이오매스(장작, 동물의 배설물 등) 등
기타 재생에너지가 각각 10%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가장 중요한 에너
지원으로, 화석연료의 90%, 1차 에너지 생산의 72%를 차지하고 있다(표
4-4-1 참조).
2017년 페루의 1차 에너지 생산량의 90%는 시장에 공급되는 상업적 에너지
이며, 나머지 10%는 고립지역의 가정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등 비
상업적 에너지이다. 1차 에너지 생산량 중 변환 투입과 손실을 제외한 국내 공
급량은 312만 톤이며, 이 중 대부분은 농촌의 가정에서 땔감으로 소비되었다.

표 4-4-1. 1차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현황(2017년)
(단위: Ktoe)

천연가스
합계

석탄

원유

액화

바이오매스
수력

건성

풍력

폐기물

생산

30,738

198

2,201

3,126

2,423

595

61

92

수입

6,674

344

6,330

-

-

-

-

-

-

-

재고증감

340

405

-65

-

-

-

-

-

-

-

수출

327

247

79

-

-

-

-

-

-

-

5,764

-

-

-

5,764

-

-

-

-

-

-

-

-

2,423

-

-

-

3,772 12,507

3,126

262

342

28

92

33

-

미사용
공급

3,123

699

-

변환

28,871

224

8,519

3,772 18,270

바이오 태양

장작

손실

133

-

133

-

-

-

-

-

소비

2,923

476

-

-

-

-

2,161

253

비에너지소비

-

62

-

-

-

-

-

-

62

에너지소비

2,861

476

-

-

-

-

2,161

191

-

가정

1,916

-

-

-

-

-

1,770

126

20

-

상업

101

-

-

-

-

-

88

-

13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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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계속
천연가스
합계

석탄

원유

액화

바이오매스
수력

건성

바이오 태양

장작

풍력

폐기물

공공

2

-

-

-

-

-

2

-

-

-

농업

2

-

-

-

-

-

2

-

-

-

수산업
산업

1

-

-

-

-

-

1

-

-

-

835

476

-

-

-

-

298

65

-

-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7), p. 77에 의거 저자 재작성.

2017년 페루의 최종 에너지 생산량은 2,967만 톤(toe)으로, 이 중 1,168만
톤을 수출하고 598만 톤을 수입했다. 최종 에너지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천연가스로 약 47%에 이른다. 석유제품 중에서는 가솔린과 연료
오일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으나 디젤은 생산량이 부족하여 국내 소비량
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는 디젤이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
가스(건성가스와 액화가스)의 비중은 25%이다. 한편 바이오매스 소비는 점차 줄
어들고 있는데 이는 농촌 지역 인구의 도시 이주와 가정의 요리 및 난방이 장작
등 바이오매스에서 LPG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를 살
펴보면 수송 부문이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부문이 16%로
수송 다음으로 비중이 크고 가정과 광업 부문은 각각 11%를 차지하고 있다. 자
동차 보급 증가로 인해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산
업 및 광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75)

175)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4), pp.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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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최종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현황(2017년)
(단위: Ktoe)

합계
생산

천연가스

전력

액화가스 건성가스

가솔린

디젤

연료오일

기타

29,667

4,539

1,655

12,506

2,879

3,270

3,084

1,734

5,984

1

237

-

949

3,769

22

1,006

재고

762

-

149

160

83

-351

221

502

수출

11,681

-

58

5,482

2,435

532

2,475

699

미사용

96

-

-

96

-

-

-

-

이전

40

-

-4

- -1,176

-432

-456

2,106

공급

24,676

4,540

1,979

7,088

300

5,724

396

2,886

변환

19,330

-

1,655

8,550

2,879

2,907

2,936

403

1,217

65

-

992

1

5

8

147

수입

자체소비
손실

478

478

-

-

-

-

-

0

소비

17,306

3,996

1,979

2,140

298

5,355

241

3,297

304

-

-

-

-

-

-

304

에너지소비

17,002

3,996

1,979

2,140

298

5,355

241

2,993

가정

1,865

823

892

96

-

-

-

54

상업

794

580

90

25

-

77

-

22

공공

419

181

1

-

19

66

-

152

수송

9,036

5

562

683

275

4,718

174

2,619

농업

133

87

2

2

2

40

-

0

86

22

-

-

3

61

-

0

광업

1,868

1,285

58

180

-

280

-

65

산업

2,798

1,012

373

1,155

-

113

65

80

비에너지소비

수산업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7), p. 77에 의거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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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페루 최종 에너지 소비 구성(2017년)
(단위: %)

<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7), p. 20에 의거 저자 작성

1) 화석에너지 수급 현황
페루 석유산업의 역사는 180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63년에 페
루에서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유전개발이 이루어졌고, 1870년에는 라틴아메리
카 최초의 정유공장이 건설됐다. 그러나 페루는 192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최
대 산유국 지위를 베네수엘라에게 내주었고, 이후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1968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페루(PetroPeru)를 설립하고 1972년에
아마존 유전 개발을 시작하며 산유량이 일일 20만 배럴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
라 1970년대 후반에 다시 석유 순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
후 생산량 감소와 소비량 증가로 인해 다시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했고, 현재
석유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일일 12만 배럴과 26만 배럴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4-2 참조).
현재 페루의 석유 생산은 내륙의 우까얄리(Ucayali), 북동부 아마존의 마라
뇽(Marañón), 북서부 해안의 딸라라(Talara) 지역을 중심으로 한 18개의 유전
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딸라라 지대는 1만 7,000㎢에 불과하나 18세
기 후반 탐사가 시작된 이후 페루 석유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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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페루 석유/천연가스 생산/소비/수출입 추이
(단위: 천 배럴/일, 십억㎥/년)

<석유 생산/소비/수출입>

<천연가스 생산/소비/수출입>

자료: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Oil_ 자료: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Balance_Peru.svg?uselang=ko(검색일: 2019. 10.
/f/f1/Gas_Balance_Peru.svg(검색일: 2019. 11. 16).
30).

페루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2013년 74억 배럴에서 2016년에는 43억 배럴
로 3년간 41.3%나 감소되는 등 석유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 페트로페루
(Petroperu)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탐사 단계에 있는 유전은 총 22개,
시추개발 중인 유전은 26개 그리고 현재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유전은 18개
이다. 주요 석유생산 기업은 CNPC(22.8%), Pacific(19.3%), Savia(17%),
Pluspetrol(10.6%) 등으로 이들 4개 기업이 페루 전체 석유 생산의 70%를 담
당하고 있다.176)
2017년을 기준으로 가동 중인 정유공장은 6개이며 리마시 인근의 라 빰삐야
(La Pampilla)와 북서부 해안의 딸라라 정유공장이 가장 큰 규모이다. 북동부
내륙 마라뇽 분지와 북서부 해안의 딸라라 분지에서 생산된 원유는 북페루 송유
관을 통해 북서부 수출항(바요바르)과 딸라라 정유공장으로 수송되고 있다.177)
페루는 석유 순수입국인 반면,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페루의 가장 중요한
176)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7), pp. 14-23.
177) 주페루한국대사관(2017), p. 9, http://overseas.mofa.go.kr/pe-ko/brd/m_6898/view.do?s
eq=1345783&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
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page=9(검색일: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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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또한 천연가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석유는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
으나 천연가스 매장량은 크게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페루의 천연가스 매장량
은 16조ft3(Tcf)로 페루 1차 에너지원 전체 매장량 중 약 54%를 차지하고 있
다. 2000년대 들어 아마존 가스전 개발이 시작되고, 특히 꾸스꼬(Cusco) 주
아마존 열대우림에 위치한 까미세아(Camisea) 가스전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
라 2010년대 들어 천연가스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증했다(그림 4-4-2 참조).
까미세아 광구는 남미 최대의 가스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SK178)가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까미세아 가스전(88광구)에서 생산을 시
작한 이래 천연가스가 페루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했다. 2017년 8월 기
준, Pluspetrol사와 Repsol사가 천연가스의 생산 중 각각 84.3%와 12%를 담
당하며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액화천연가스 생산도 95% 정도 담
당하며 주도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까미세아 가스전이 위치한 우까얄리 분지와 딸라라 분지에서 주
로 생산되며 이를 운송하기 위한 가스관으로 아구아이띠아(Aguaytia) 가스관
과 PLNG 가스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다.179) 까미세아 생산 천연가스를 액화
하여 해외로 판매하고 있는 Peru LNG180)는 국내 보급을 위한 LNG 가스운송
트럭 터미널을 2017년 9월 준공하고 가스보급 양허사업자를 통해 남부 4개 지
방과 북부 7개 지방 가정에 천연가스를 보급하게 되었다.
178) 2019년 9월 SK 이노베이션은 까미세아 가스전 88광구와 56광구의 보유 지분을 10억 5,000만 달
러(1조 2,600억 원)에 플루스페트롤(Pluspetrol)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을 셰일 유전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9) 아구아이띠아(Aguaytia) 가스관은 길이 47㎞이며 인근 발전소로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PLNG 가
스관은 길이가 408㎞에 달하며, GP 가스관의 지선으로 안데스 산맥 중턱 치킨띠르까(Chikintirca)
와 액화플랜트가 위치한 리마 남부의 빰빠 멜초리타(Pampa Melchorita)를 연결하는 가스관이다.
길이가 1,134㎞로 생산된 천연가스의 상당량을 페루 남부에 공급하기 위해 건설 중이었던 남부 가스
관은 오데브레시 사의 뇌물 스캔들로 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페루한국대사관
(2017), p. 11, http://overseas.mofa.go.kr/pe-ko/brd/m_6898/view.do?seq=1345783&s
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
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9(검색
일: 2019. 7. 14).
180) 미국 헌트오일 50%, 한국 SK 이노베이션 20%, 쉘 10%, 일본 마루베니 10% 보유. Ibid., p. 11.

234 •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페루는 천연가스의 매장 및 생산이 풍부하여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스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초기에는 주로 프로판 가스나 부탄가스
를 소비했지만 LNG 생산 증가와 함께 운송을 위한 가스관 설치에도 적극 나서
고 있어 에너지 소비구조가 점차 LNG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2) 전기에너지 수급 현황
페루 전기에너지의 50%는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가스발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
력발전 비중은 점차로 축소되고 있다. 수력발전 설비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지
만 가스발전 설비용량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림 4-4-3. 페루 발전설비용량 추이
(단위: MW)

자료: World Bank(2019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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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은 페루의 유효 전력설비용량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2017년
기준 페루의 전력설비용량은 1만 2,508MW이다. 수력발전 설비용량이
4,883MW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가스발전과 석유발전 설비용량이
각각 4,384MW(35%)과 2,699MW(2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은 바이오매스 69MW, 태양광 96MW, 풍력
243MW 등 총 408MW로 전체 설비용량의 3.3%에 그치고 있다.
페루의 전력설비용량은 2005년 4,790MW에서 2017년 1만 2,508MW로
연평균 8.3% 증가했다. 전력설비용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분야는 천연가스
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발전이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가스발전 설비
용량은 661MW에서 4,384MW로 3.7GW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력발
전과 석유발전 설비용량도 각각 1.9GW와 1.7GW가 증가했다. 특히 가스발전
설비용량은 2006년부터 2016년 동안 연평균 11.8% 증가했으나 수력발전 설
비용량은 동 기간 5% 증가에 그쳐 수력발전 비중은 2004년 76%에서 2015년
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다.181)

그림 4-4-4. 페루 원별 전력 생산 구성(2013년)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4), p. 102.

181)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8b),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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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은 2010년 23MW에서
2017년에는 408MW로 급증했다. 태양광의 경우 2013년 따끄나(Tacna) 및
모께구아(Moquegua)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어 현재 96M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고, 풍력은 2014년 4월 마르꼬나(Marcona) 풍력발전단지(32MW)
건설을 시작으로 다수의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어 현재 설비용량은 243MW
에 이르고 있다.182)
2016년까지 이어진 발전설비 확충으로 총발전량도 1995년 1만 6,880GWh
에서 2016년에는 4만 8,288GWh로 280% 이상 늘어나 연평균 5.4%의 증가
세를 기록했다.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2016년 말 기준으로 화력발전 49%, 수
력발전 47%, 풍력발전 2.18%, 태양광발전 0.5%이다.

그림 4-4-5. 페루 전력 소비량(2016년)
(단위: %)

부문
주거, 상업 및 공공

소비량(GWh)
18,039

운송

46

산업

11,382

야금 및 광업

14,672

농업 및 농산업

997

어업

254

총계

45,390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8a)에서 저자 작성.

[그림 4-4-5]에서 보듯이, 2016년 전력 소비량은 4만 5,390GWh를 기록
했다. 전력 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주거, 상업 및 공공 부문
(39.7%)이며, 광업(32%) 및 산업(25%)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력 수요는 최근 20년 동안 광산 및 산업 프로젝트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182)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8a), pp.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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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광물가격 하락과 경제성장세 둔화의 영향으
로 전력수요 증가세 또한 둔화되고 있다. 국가전력망운영위원회(COES)에 따
르면, 2017년 기준으로 페루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1만 2,508MW이나 수요량
은 6,670MW로 전력예비율이 53%에 이르고 있다.

다. 에너지 수요와 에너지 전환 전망
페루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페루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1990년대 초 약 350PJ(페타줄)183)에서 2013년에는 약 700PJ로 2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약 3.5%였
다. 페루의 에너지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페루 에너지
광업부는 중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페루의 에너지 수요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
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페루 에너지광업부의 중기 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2025년 페루의 에너
지 수요는 최소 1,321PJ 그리고 최대 1,612PJ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수요
증가폭이 가장 작은 시나리오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4.5%와 에너지 효율 개선
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경우이며, 에너지 수요 증가폭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6.5%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가정
한 시나리오이다(그림 4-4-6 참조). 2014~25년 동안 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13%에서 35%로 대폭 증가하고, 장작 등 바이오매
스의 비중은 11%에서 3~4%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4-4-3
참조).

183) 석유환산톤으로 약 836만 톤(toe)이다, 1PJ(페타줄) = 2만 3,884toe(석유환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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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페루 최종 에너지 소비 변화 추이(2013~25년, 2014년 이후는 예상치)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4), p. 11.

표 4-4-3. 페루 원별 최종소비 구성(2014~25년)
(단위: %)

2014년

2025년(GDP 4.5%)

2025년(GDP 6.5%)

전기

19

18

20

천연가스

13

35

35

디젤

28

19

18

LPG

10

12

12

모터 가솔린

8

4

4

터보

5

4

4

산업용 석유

2

0

1

석탄

3

3

3

동물 배설물

1

1

0

장작, 숯

11

4

3

총합

100

100

100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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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2011~40년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에서 2040년
페루의 최종 에너지 수요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시
나리오184)에 따르면 2010~40년 동안 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5.7% 증가하여
2040년에는 3,604PJ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185)와 세 번째186)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각각 연평균 4.8%와 3.8% 증가하여 2040년에
는 각각 2,720PJ와 2,047PJ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4-4-4 참조).

표 4-4-4. 페루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PJ)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시나리오 1

674

992

1,290

1,663

2,148

2,779

3,604

시나리오 2

671

925

1,149

1,421

1,761

2,187

2,720

시나리오 3

668

864

1,023

1,213

1,441

1,716

2,047

자료: CNPE(2010), p. 50, p. 55, p. 58.

그림 4-4-7.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추이(2014~25년)

GDP 4.5% 예상 전력생산

GDP 6.5% 예상 전력생산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4), p. 18.

184) 경제성장률이 2017~21년 6.0%, 2022~26년 5.0% 그리고 2027~40년 4.5%를 가정한 경우.
185) 경제성장률이 2017~21년 5.0%, 2022~26년 4.5% 그리고 2027~40년 4.0%를 가정한 경우.
186) 경제성장률이 2017~21년 4.5%, 2022~26년 4.0% 그리고 2027~40년 3.5%를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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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페루의 전기에너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페루의 전력 생산
량은 1990년대 초 약 1만 GWh에서 2014년에는 약 4만 2,000GWh로 연평
균 7%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석유제품 등 여타 최종 에너지보
다 전기에너지의 수요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소
비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력 생산량은 앞으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페루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전력 생산량은 2014년 약 4만
2,000GWh에서 2025년에는 9만 GWh에 이를 전망이다(그림 4-4-7 참조).
페루는 1차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전력, 액화 천연가스, 가솔린 등 대부분
의 2차 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
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
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페루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페루 정부는 풍부한 천연가스 생산을 기반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
를 석유제품 중심에서 가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2025년까지는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발전
량 기준으로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60%까지 증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페루는 지리적으로 소규모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페루 북부 해안가의 라 리베르타드
(La Libertad)과 뚬베스(Tumbes), 삐우라(Piura) 지역에서는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 협곡과 띠띠까까
(Titicaca) 호수 유역에서도 소규모 수력설비(20MW)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
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전기료가 비싼 고산지대의 작은 마을에서는 태양
광을 이용한 가정용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페루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투
자를 늘려 태양광발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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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페루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
램들을 실행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주거 및 생산 분야에 중점을 둔 에너지 효
율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농촌의 조리용 스토브를 교
체하고 전통적인 부엌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10만 개의 가정용 전기 온
수기를 태양열 온수기로 교체하고 생산 부문에서 3만 개의 비효율적인 엔진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의 중기 에너지계획에서는
주거와 공공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램프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약 사업, 산
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비효율적인 엔진 교체와 열병합 발전 등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문화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87)
요약하면, 페루 정부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 가스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대를 통한
전기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에너
지 전환을 진전시키고 있다.

2. 에너지정책
가. 에너지정책 약사
페루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의 안정
성과 균형성 달성, 에너지원의 다각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낙후
지역 전기보급 촉진,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지역별 에너지 자급자족 촉진이
다. 페루는 이를 위해 1990년대부터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를 단행하였고, 이
후 화석연료와 전력 부문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페루 에너지정책의 큰 변화가 나타나고 현행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187) CAF(2016),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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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된 것은 1992년 ｢전력양허법｣과 1993년 ｢탄화수소법｣ 제정 이후이다.
이를 통해 전력 부문 민영화 및 전력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국영 석유회사
인 페트로페루(Petroperu) 소유의 생산광구를 민간기업에 매각했다.
페루는 1992년 이래 정권의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꾸준한 친시장적 에너
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인접국인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베네
수엘라가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페루는 시장친
화적인 정책을 유지했다. 특히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해 낮은 로열티, 계약기간
장기화(석유 30년, 천연가스 40년), 에너지자원 개발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소
유권 인정, 생산물의 수출 물량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등 매우 양호한 조건을
제시하며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188)
한편 2000년대 들어서는 페루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
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2002년 ｢환경위원회신설법｣을 제정하고 2003년에는 ‘기
후변화대응국가전략’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2008년에는 환경부를 신설
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공급 믹스를 다변화할 것을 정책 목표에
포함시켰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농촌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신재생에너지원
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통해 해결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
지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법령｣189)과 ｢전력
산업활동을위한환경보호법령｣190)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2010년에는 대통령령
으로 ｢2010~40 장기 에너지정책｣을 제시했고, 2014년에는 ｢2014~25 중기 국
가에너지 계획｣을 공표하였다.
188) 페루의 에너지 친시장 정책은 1992년의 ｢전력양허법｣과 1993년의 ｢탄화수소법｣ 이외에 1999년
에너지광업부 장관령으로 공포된 ｢천연가스산업발전촉진법(040-99-EM)｣을 통해 천연가스산업
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방으로 이어졌다.
189) 페루의 법체계는 헌법, 법률(Ley), 법령(Decreto Legislativo), 대통령령(Decreto Supremo) 등으
로 구분된다. 법률(Ley)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입법령(Decreto Legislativo)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대통령령(Decreto Supremo)은 의
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다.
190) 2010년 에너지광업부령 019-2010-EM으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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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에너지정책
1) 2014~25 국가 에너지 계획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2014년 11월 ‘2014~25 국가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
다.191) 동 계획의 주요 목표는 원유와 디젤 수입 감축,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
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이다. 동 계획은 기존에 페루
정부가 추진해 왔던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따르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
스화와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
동 계획은 우선 페루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① 최종 에너지 소비
② 에너지 공급 ③ 수송 및 배급 인프라 ④ 사회적 에너지 통합 ⑤ 에너지 효율
⑥ 에너지 통합 ⑦ 기후변화 등 7개 분야에 걸쳐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
다.192) 최종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는 천연가스 비중 확대를 위한 전국 가스망
확장 등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는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한 원유 탐사 및 개발 촉진과 전기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
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수송 및 배급 인프라 분야에서는 천연가
스망과 송전망 확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에너지 통합 분
야에서는 고립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보급
률 100%를 달성하고, 사회적에너지통합펀드를 통해 농촌 지역에 건강에 무해
한 조리용 스토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
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망 확충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도 등을 제시하

191) ｢2014-2025년 국가에너지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가정에 기반하여 수립되었다. 첫째, 연평균
국가 경제성장률이 4.5%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며 좀 더 낙관적일 경우 6.5% 성장이 가능할 것이
다. 둘째, 가스를 제외한 국내 에너지 가격은 세계 에너지 가격 추세와 동일할 것이라 가정한다. 셋
째, 현재 존재하는 에너지원의 가용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 에너지광업부는 2025년까
지의 중기 에너지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화를 염두에 두
고 동 국가 에너지 계획을 구상하였다.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4), p. 10.
192) Ibid., pp.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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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에너지 통합 분야에서는 인접 국가와의 전력망 상호 연결과 협력 강화
를 제시하고 있고,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석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
지인 천연가스의 비중 확대와 에너지 효율 증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 2010~40 장기 에너지정책
2010년 페루 정부는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
한 ‘2010~40 장기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동 정책은 페루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
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보고서는 분량이 6페이지에 불과하고, 주로 페루 에너지정책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실행계획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동 장
기 에너지 계획이 제시한 9가지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매
트릭스 구축 ②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틀에서 에너지 공급 정책 추진 ③ 에너
지 공급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으로 농촌지역, 고산지역에 대한 전기 및 천연가
스의 공급을 유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④ 생산과 에너지 사용에서
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프로그램 실행 ⑤ 에너지 생산의 자급
자족 달성 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
책 수립 ⑦ 천연가스 개발, 산업, 상업 빛 운송 등의 분야에서 석유를 대체, 효
율적인 발전 추진 ⑧ 에너지 부문의 제도 강화 ⑨ 에콰도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등 장기 비전 달성에 유리한 국가들과의 에너지 통합 추진과 통합 허브로
서의 위상 정립이다.193)

193)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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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페루 2010~40 장기 에너지 계획 주요 내용
목표 1: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매트릭스
확보
• 경쟁력 있는 에너지 매트릭스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투자 정의
•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다양화-국가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기존의 탄화수소 에너지원, 재생에너
지원의 균형
• 에너지 매트릭스의 일부로 에너지 효율 통합
• 국가 발전의 기초로 효율적인 수력 발전소의 우선적 건설
• 에너지원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촉진-재래식 및 비전통적 재생에너지 사용과 생산 분산
목표 2: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틀에서 에너지 공급 정책 추진
•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경쟁 장려, 시장 집중의 최소화, 가격 형성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규제 및 법적 틀 마련
• 비용을 보상하는 가격 및 관세 정책
• 효율적인 생산, 운송 및 유통 및 투자 장려
• 국제 시장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는 메커니즘 개발
• 국영 기업의 제한적이고 효율적인 참여 : 탐사, 생산, 운송, 전송, 경쟁 시장이 달성될 때까지의
에너지 분배
목표 3: 에너지 공급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 저소득층 인구에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 해당 지역 유통회사에 의한 오지, 농촌, 도시 지역의 천연 가스 공급
• 농촌 에너지 프로그램의 결정에 지역 사회 참여 유도
• 농촌 지역의 생산적인 전기 사용 촉진
• 에너지 시장의 행위자에 사회적 책임 부여
• 안데스지역의 난방 시스템을 보장하여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자원이 적은 지역의 삶의 질 증대
• 천연가스 및 LPG 사용을 확대, 통합
목표 4: 생산과 에너지 사용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 프로그램 실행
• 정보의 투명성, 정보 보급 및 교육을 통한 에너지 효율적 사용 문화 형성
• 국가 에너지 매트릭스의 일부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량화 목표 달성
• 에너지 판매 감소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 마련, 공급 유지 프로그램에 전기 배전회사 참여 장려
• 에너지 집적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과 인센티브 활성화
•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설정
• 지능형 기술 시스템을 통해 공급 자동화 및 수요 관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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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계속
목표 5: 에너지 생산의 자급자족 달성
• 석유, 천연 가스 및 액화가스 생산을 늘리기 위한 탄화수소 탐사 활동 장려
• 탄화수소의 긍정적인 상업적 균형목표 달성
• 도시 교통수단의 디젤 사용 제한을 위한 재정정책 및 세금 제안
•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장려
• 발전 및 운송의 충분성에 도달하기 위한 경매 프로세스 유지
목표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정책 수립
• 저탄소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 제안
• 세금 부과를 통한 화석 에너지 사용 제한
• 국가 에너지 매트릭스에서 바이오매스 사용 제한
• 에너지원으로부터의 탄소 배출 완화 조치 수립
• 사용되지 않은 천연가스의 재분사 또는 사용 조절
• 국제 표준에 맞는 환경 규제 달성
목표 7: 천연가스 개발, 산업, 상업 빛 운송 등의 분야에서 석유를 대체, 효율적인 발전 추진
• 산업 및 도시, 지방 및 화물 운송 분야에서 석유에서 추출된 액체 연료를 천연가스 및 액화 석유
가스(LPG)로 대체국가의 모든 소비 부문에 천연가스를 분배하는 분산 시스템 촉진
• 간단한 발전의 천연가스 사용 제한
• 열병합 발전
•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 촉진
목표 8: 에너지 부문의 제도 강화
•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개발 및 실현
• 규제 프레임 워크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공적 상담 메커니즘 개발
• 에너지 센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 센터 및 프로젝트 은행 설립 장려
• 공공부문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업데이트 프로그램 홍보
• 에너지 부문의 공공 및/또는 프로젝트 입찰에서 투명성 정책 강화
•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행정 및 예산 독립성 보장
목표 9: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등 장기 비전 달성에 유리한 국가들과의 에너지 통합
추진과 통합 허브 위상 정립
• 국가 에너지 공급의 보안,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지역 내 국가와 에너지 통합의 이점
을 지속적으로 식별
• 필요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점진적인 시장 통합을 달성 할 수 있는 계약 체결
• 지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훈련 및 연구 프로그램 수행
자료: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0)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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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정책
페루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2008년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를 위한 ｢신
재생에너지 투자촉진법령｣의 공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법령은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함께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 전력공급이 원활
하지 않은 농촌 및 일부 지역 특히, 빈곤층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정된 것이다. 동 법령의 적용 대상은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및
20MW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이다.
한편 2011년에는 2008년 법령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령｣194)을
공포하였다. 동 대통령령에 따라 에너지광업부와 에너지광물투자관리감독청
(OSINERGMIN)195) 등 2개 기관이 각각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수립과 입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광업부는 국가 재생에너지정책을 총괄하
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규모 설정 및 중장기 프로젝트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에너지광물투자관리감독청은 입찰 실행 및 운영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96)
페루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이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 경
매 제도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에게 판매 우선권을 부여하여 계약
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경매는 매 2
년마다 실시되며, 정부는 에너지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고려하여
각 에너지원별로 참여 비율을 정한다. 경매 시 낙찰된 전력공급 가격을 낙찰일
로부터 생산 종료 시까지 인정하고 송전, 배전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하며
정부·기업 간 체결된 계약은 민법상 계약과 동일하게 보호되어 투자자에게 법
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197)
194) 대통령령(El Decreto Supermo 012-2011-EM).
195) 에너지광물투자관리감독청(Organismo Supervisor de la Inversión en Energía y Minería, OSIN
ERGMIN)은 에너지 관련 법률, 기술 규정, 요금 체계 감독 및 신재생에너지 경매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196)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2014), p. 107.
197) 주페루대사관(2017), p. 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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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정책
가.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기후변화 취약성
페루는 지난 1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인구의 감소와 사회통합,
보건, 교육 및 인프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다. 한편 급속
한 경제성장은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왔
다. 2014년을 기준으로 페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6,000만 톤으로 라
틴아메리카 6위, 세계 48위에 해당한다.

표 4-4-6. 페루 온실가스 배출량(2014년)
페루

중남미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MtCO2e)

161.8

3,940

48,892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000t)

5.37

6.3

6.9

자료: Climatewatch, Global Historical Emissions data, https://www.climatewatchdata.org/ghg-emissions
?breakBy=regions-ABSOLUTE_VALUE&gases=177&regions=WORLD%2CLAC&sectors=509&source
=42(검색일: 2019. 10. 5)에서 저자 작성.

표 4-4-7. 페루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2014년)
부문

배출량(MtCO2e)

총배출량 중 비율(%)

임업·토지이용(LULUCF)

72

44

농업

23

14

에너지

51

32

폐기물

9.5

6
4

산업공정

6.3

온실가스 총 배출량(LULUCF 제외)

89.8

온실가스 총 배출량(LULUCF 포함)

161.8

자료: Climatewatch, Global Historical Emissions data, https://www.climatewatchdata.org/data-explorer/
historical-emissions?historical-emissions-data-sources=42&historical-emissions-gases=177&histo
rical-emissions-regions=All%20Selected&historical-emissions-sectors=509&historical-emissionsstart_year=2014&page=1(검색일: 2019. 10. 5)에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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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토지이용·임업(LULUCF)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2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부문은 약 5,100만 톤으로 32%, 농업 부문이 약 2,300만 톤으로 14%
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비슷한 경제규모와 GDP를 가진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최대 배
출원이 주로 에너지 부문이라면, 페루는 토지이용·임업(LULUCF)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이 부문과 농업 부문을 합치면
9,5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페루의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경제성장을 위한 산림전용과 훼손, 재배 농작물의 변화
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4-4-8. 페루 아마존의 산림훼손 및 전용 추이
(단위: 헥타르)

자료: Ministerio del Ambiente(2015), p. 11, https://redd.unfccc.int/files/2015_submission_frel_pe ru_en.pdf
(검색일: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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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산림면적은 약 7,300만 헥타르에 달하며 국토의 60%에 해당한다.
현재 페루의 산림 전용률은 0.15%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전용
을 포함한 토지이용·임업(LULUCF) 부문이 페루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페루는 고산지대 주민에게 토지 소유권 보장을 인
센티브로 제시하며 아마존 지역 이주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로 인한 산림훼
손과 산림의 농지 전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도로 건설 및 에너지 기반시설의
확대는 산림전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페루의 토지이용·임업(LULUCF) 부
문의 문제는 생태계 악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키
고 회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데 영
향을 주고 있다.
한편 UNFCCC는 페루를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페루는 UNFCCC가 제시한 9개 기후변화 취약성 중 7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페루는 저지대 해안 지역, 건조한 땅, 홍수와 가뭄 및 사막화가 쉬운 지역,
취약한 삼림 생태계,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화석 연료의 생산 및 사용
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 도시 대기 오염이 높은 지역 및 경
제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페루의 기상이변에 따른 비상사태 중 72% 정도가 심한 가뭄이나 폭
우, 홍수와 서리 등의 기상요인에서 비롯된다. 특히 페루의 농촌지역 개발은 주
로 광산업 및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기상상태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
다. 또한 페루는 ‘엘니뇨’로 인한 주기적 기상변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198)
기후변화에 대한 페루의 취약성과 대응 수준은 ND-GAIN 지수199)를 통해
198) UNFCCC, iNDC of Peru,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
nts/Peru%20First/iNDC%20Perú%20english.pdf(검색일: 2019. 10. 3).
199) 미국 노트르담 대학에서 2013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기후변
화 취약도와 대비 수준을 종합한 지수이다. 기후변화 취약도는 UNDP의 2010년 보고서에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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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알 수 있는데, 페루는 취약도 지수가 0.426(수치가 높을수록 더 취약함)으
로 181개 국가들 중에서 88위, 대비도 지수는 0.443(높을수록 대비 정도가 높
음)으로 191개 국가들 중에서 71위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취약하고 대비
정도도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4-8. 페루 기후변화 취약도와 대비도(2017년)
기후위험지수

50.8

취약도 지수

0.426

대비도 지수

0.443

순위/국가수

72/181

순위

88/181

순위

191/71

자료: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https://gain.nd.edu/our-work/country-index/(검색일: 2019.
11. 18).

나. 기후변화정책의 변화
페루의 기후변화정책은 1990년대까지 자체적인 법령이나 전담기구 없이 에
너지정책 또는 환경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2년 ｢환경위원
회신설령(대통령령 095-2002)｣과 2003년 ｢기후변화대응국가전략령(대통령
령 086-2003)｣이 제정되어 환경과 에너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
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후 2004년 ｢국가환경관리시스템기본법｣이 제정되고, 특히 2008년에는
환경부가 신설되어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과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었다. 2009년에는 ｢국가환경정책(Política Nacional del Ambiente)｣
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국가환경정책의 실행방안인 ‘국가환경행동계획
(PLANAA 2011~21)’을 발표했다. 한편 2011년에 ｢국가재난위험관리시스템
구축법(SINAGERD, 법률 제29664호)｣이 제정되어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과 복구 활동을 위한 통합적 관리시스템도 구축되었다.200)
된 세 개의 항목, 즉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노출도, 민감도, 적응력으로 측정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력은 경제, 사회, 공공경영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된다.
200) Ministerio del Ambient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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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페루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ante el Cambio Climático)이 수립되었고, 환경부(MINAM)를 중
심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자발적감축목표(INDC) 등 국가별 기후
변화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201)

1) 자발적감축목표(INDC)
페루는 2014년 12월에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를
유치했고, 2015년에는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자발적감축목표(INDC)를 제출
했다. 페루의 INDC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온
실가스의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방안이다. 페루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기준으로 30%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중 20%는 무조건 감축목표
이고, 나머지 10%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의 조건부 감축목표이다.

표 4-4-9. 페루의 온실가스 배출량 BAU 시나리오
(단위: MtCO2e)

온실가스 배출량(LULUCF 포함)

온실가스 배출량(LULUCF 제외)

2010년

170.6

78.0

2030년

298.3

139.3

자료: UNFCCC, iNDC of Peru,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Peru%20
First/iNDC%20Perú%20english.pdf(검색일: 2019. 10. 3).

페루 환경부(MINAM)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경제부, 에너지광업부, 농림부, 교통통신부, 여성사회개발부, 생산부, 외교부,
보건부, 교육부, 주택건설부 등 각 부처의 대표와 각료회의 회장단을 포함한 다
201) 페루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의 원칙과 방향, 정책 내용은 환경부가 2014년 UNFCCC에 제출
한 ｢Primer Informe Bienal de Actualización del Perú｣와 2015년의 ｢국가자발적감축목표(iN
DC)｣, 2016년 UNFCC 3차 국가커뮤니케이션(NCs)를 위해 작성한 ｢El Perú y el Cambio Climát
ico: Tercera Comunicación Nacional del Perú｣, ｢Estrategia Nacional sobre Bosques y C
ambio Climático｣에 중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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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MC)를 설립했다. 다부문위원회는 배출량 계산과 완화 비용 추정
에 관한 전문가와의 ‘기술 및 과학적’ 대화 프로세스, 배출원 및 완화 옵션과 관
련한 부처의 대표들과 ‘기술 및 정치적’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
량을 관리하고 줄여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 방안은 관련 부문, 지역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
이용 가능한 과학적 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5개 부
문을 설정하고 각 부문에서의 적응 목표를 제시했다. 5개 부문은 물(수자원),
농업, 수산업, 임업을 포함한 삼림, 의료 부문이며, 5개의 범분야 부문(재난 위
험 관리, 탄력적인 인프라, 빈곤 및 취약한 인구를 위한 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젠더적 접근 필요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간투자의 장려)도 적응 방안에 포
함하고 있다. 페루의 INDC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계획의 내용은
[표 4-4-10]과 같다.

표 4-4-10. 페루 국가자발적감축목표(INDC)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물
공급(자원) 및
수요(사용) 포함 :
사람들의 직접적
소비, 농업 및
범위 가축, 에너지, 광업
및 산업. 물리적
및 친환경
시스템 인프라
포함

농업

수산업

산림

의료

농업 부문의 보호

수산업 부문의

산림이 제공하는

및 경제에 대한

보호와 경제에

생태계 서비스를

농업 부문의

대한 이 부문의

보호하고 가장

기여를 고려하고

기여를 고려하고

취약한 집단

가장 취약한

가장 취약한

(토착민 공동체

집단(소농 및

집단(전통적

및 소규모 산림

생계형 농민)

어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에 참여

참여 포함

어민) 참여 포함

포함

기후변화에
직면할 의료
서비스
적응력을
높이고 그
영향에
취약한
집단의
회복력 고려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변화의
중간
목표

산림 복원력을

농업 활동(농업,

맥락에서 물의

가축 및 임업)에 어업 및 양식업의

가용성을 높이는

대한 기후변화의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프로젝트를

부정적인 영향

장려

감소

취약성 감소

높이고 지역
인구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경
접근 방식으로
종합적 토지 관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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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인구
탄력성을 증대

표 4-4-10. 계속
물

농업

수산업

산림

의료

1. 재난 위험 관리
• 수문 기상 및 기후현상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할 우선순위 지정 지역의 수를 증가시킨다.
• 재난위험 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
킨다.
2. 탄력적인 공공 인프라-국가 공공 투자 시스템(SNIP)
SNIP(Sistema Nacional de Inversión Pública)의 공공 투자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방법론
교차 적 지침에 지침 요소를 통합하여 기후변화 상황에서 관련 부문들이 공공투자 활동을 수행할
부문 수 있게 한다.
/
목표

3. 빈곤과 취약한 인구 접근 – 적응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및 규제 시스템 설계에 대한 조정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포함하는 빈곤에 대비한 프로그램과 기제를 늘린다.
4. 젠더 및 문화 간 접근
• 젠더 및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에 원주민 단체의 참여를 장려
5. 적응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취약한 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이는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혁신
적인 매커니즘의 도입을 평가202)

자료: UNFCCC, iNDC of Peru, p. 9, https://www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Peru%2
0First/iNDC%20Perú%20english.pdf(검색일: 2019. 10. 3).

2) 국가개발계획과 기후변화정책
페루의 기후변화정책 체계는 정치적 합의(El Acuerdo Nacional), 국가개
발계획(Plan Estratégico de Desarrollo Nacional al 2021), 국가환경정책
(Política Nacional del Ambiente 2010-2021), 기후변화전략(Estrategia
Nacional ante el Cambio Climático)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4-9
참조).
한편 2018년 4월 17일, 페루 의회는 ｢기후변화기본법(Ley Marco sobre
Cambio Climático)｣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첫 번째 기본법
으로, 페루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의 일

202) 해당 목표는 국제기구로부터의 펀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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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라 할 수 있다.203) 2014년 페루환경부에서 제시한 기후변화전략(ENCC:
Estrategia Nacional ante el Cmbio Climático)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정책의 범주들을 단일한 기제로 통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
화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 예를 들어 탄소 포집 및 탄소 싱크의 사용
에 대한 관리 감독, 산림 조성 및 재조성, 토지 이용 변화, 지속가능한 운송시스
템과 고형 폐기물 관리, 에너지 시스템 등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기본법｣
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 상세하지는 않다. 이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방안들이 이미 2015년 페루의 INDC 및 여타 계획들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9. 페루 기후변화정책 체계

자료: Ministerio del Ambiente(2016a), p. 60.

203) El Peruano, https://busquedas.elperuano.pe/normaslegales/ley-marco-sobre-cambio
-climatico-ley-n-30754-1638161-1/(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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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전략(ERCC) 및 자발적감축목표
(INDC)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후변
화에 대한 대처의 우선적인 책임은 지역 및 지방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사항을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 모두에서 공공지출
결정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환경영향평가 프로세
스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평가에 기후위험 분석 및 취약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고 명시했다.
｢기후변화기본법｣에 따르면 페루의 INDC에 따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
치와 변화를 제안할 ‘고위기후변화위원회’ 창설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의
회에 에너지정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법이 기후변화 및 기타 환경 영향으로 인한 강제 이
동 및 임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 물론 앞으로 수자원 및 식량 안보 등의 관련 문제를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이
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
향을 받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본법은 기후금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침을 마련하
여 공공, 민간 또는 국제협력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출처의 기금
들에 대한 보다 투명한 관리, 지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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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및 개발협력 사업 동향
가. 국내외 민간투자 동향
페루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더불
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
히 페루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페루는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까지 대외 시장개방 정책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 등 경제자유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법
적, 제도적으로도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변함 없는 사유재산권 보장,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의 자유 및 안정
된 조세제도를 유지하여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2015년 비즈니스 환경지수에서
189개국 중 35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이
에 따라 페루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이 높으며 정치
적 위험도를 포함하는 국가위험도 또한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 중 상대적으
로 낮은 국가로 평가된다.
[그림 4-4-10]을 보면 페루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0년대 이후 계속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2016년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페루 주요 정
치인들의 부패 스캔들로 인한 대형 공공프로젝트의 중지 및 지연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루 투자진흥청(ProInversión)에 따르
면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64억 5,000만 달러로 2016년 이후로도
꾸준히 매년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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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0. 페루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http://www.bcrp.gob.pe/(검색일: 2019. 9. 28).

[표 4-4-11]의 부문별 투자를 보면 비금융 서비스업과 광업에 대부분의 투
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분야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도 광업에 대한 투자에 못 미치고 1차 에
너지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투자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표 4-4-11. 페루 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FDI)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6

2017

2018

광산업

1,051

1,824

2,502

비금융 서비스업

3,757

3,292

2,434

제조업

434

771

1,128

에너지 및 기타

471

752

371

금융업

861

253

27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개발
총액

164

474

26

6,739

6,860

6,488

자료: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http://www.bcrp.gob.pe/(검색일: 201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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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광산 개발 및 인프라 설비에
대해 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
감한 이유는 2017년 ‘엘니뇨’로 인한 피해복구 우선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
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루는 에너지 믹스의 다각화와 전기화, 신재
생에너지 비중의 증가 등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
한 부문의 성장 잠재력과 투자 기회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표 4-4-12]는 페루 에너지 부문의 주요 민간 투자사들이다. 주로 유럽지역
의 기업들이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스페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1992년 전력 공기업인 Electroperu를 일
부 민영화하면서 페루에 진출하기 시작해 현재는 전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표 4-4-12. 에너지 에너지부문 주요 투자기업(2011~19년)
투자사

국가

투자대상회사

ODEBRECHT LATIN FINANCE S.A.R.L. 룩셈부르크 ODEBRECHT ENERGIA DEL PERU S.A.
ICPOWERHOLDINGS(KALLPA)LIMITED

버뮤다

ECOPETROL GLOBAL ENERGY S.L.U.

스페인

INTERNATIONAL POWER S.A. (ANTES
SUEZ - TRACTEBEL S.A.)

벨기에

CERRO DEL ÁGUILA S.A.
SAMAY I S.A.
ECOPETROL DEL PERU S.A.
ENGIE ENERGÍA PERÚ S.A. (ANTES
ENERSUR S.A.)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

ENAGAS INTERNACIONAL S.L.

스페인

S.A.
GASODUCTO SUR PERUANO S.A.

ENERSIS S.A.

칠레

GENERALIMA S.A.C.

INTERCONEXIÓN ELÉCTRICA S.A.E.S.P. 콜롬비아 CONSORCIO TRANSMANTARO S.A.
EMPRESA DE ENERGÍA DE BOGOTÁ
S.A.E.S.P.
EEB PERU HOLDINGS LTD. (ANTES
AEI PERU HOLDINGS LTD.)
COBRA CONCESIONES S.L.

콜롬비아
케이먼
스페인

CONSORCIO TRANSMANTARO S.A.
CONTUGAS S.A.C.
GAS NATURAL DE LIMA Y CALLAO
S.A.
PARQUE EÓLICO TRES HERMANAS
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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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2. 계속
투자사

국가

투자대상회사

CONTOURGLOBAL LATAM S.A.

콜롬비아 ENERGIA EOLICA S.A.

PROMIGAS S.A. E.S.P.

콜롬비아

GAS NATURAL DE LIMA Y CALLAO S.A.
GASESDELPACÍFICOS.A.C.
RED ELECTRICA DEL SUR S.A.
TRANSMISORA ELECTRICA DEL SUR S.A.

RED ELECTRICA INTERNACIONAL

스페인

S.A.

TRANSMISORA ELECTRICA DEL SUR 2
S.A.
TRANSMISORA ELECTRICA DEL SUR 3
S.A.

ACS SERVICIOS, COMUNICACIONES

스페인

Y ENERGIA S.L.

PLANTA DE TRATAMIENTO DE AGUAS
RESIDUALES TABOADA S.A.

ODEBRECHT ENERGÍA S.A.

브라질

ODEBRECHT ENERGIA DEL PERU S.A.

ENAGÁS INTERNACIONAL S.L.U.

스페인

GASODUCTO SUR PERUANO S.A.

TAWA SOLAR FUND L.P.

미국

GRUPO T-SOLAR GLOBAL S.A.

스페인

PANAMERICANA SOLAR S.A.C.
TACNA SOLAR S.A.C.
GTS MAJES S.A.C
GTS REPARTICION S.A.C
PLANTA DE RESERVA FRIA DE

COBRA INSTALACIONES Y SERVICIOS
S.A.

스페인

GENERACION DE ETEN S.A.
CONCESIONARIA LINEA DE
TRANSMISIÓN CCNCM S.A.C.

CARBON LATIN AMERICA GMBH

오스트리아 ANDEAN POWER S.A.C.

PAMPUL HOLDCO S.L.

스페인

ENERGÍA RENOVABLE S.A. DE C.V.

온두라스

TRANSPORTADORA DE GAS
FONDO DE INVERSION PRIVADO AEF
TECNICAS DE DESALINIZACIÓN DE
AGUAS S.A.
ASA IBEROAMERICA S.L.
ENDESA LATINOAMERICA S.A.
(ANTES END INT SA)

PLANTA DE RESERVA FRIA DE
GENERACION DE ETEN S.A.

콜롬비아 CONTUGAS S.A.C.

INTERNACIONAL - TGI S.A. E.S.P.
I CHILE

MOQUEGUA FV S.A.C.

칠레
스페인

TERMOCHILCA S.A.C
PLANTA DE TRATAMIENTO DE AGUAS
RESIDUALES TABOADA S.A.

스페인

ABENGOA TRANSMISION SUR S.A.

스페인

GENERALIMA S.A.C.

자료: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http://www.bcrp.gob.pe/(검색일: 201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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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 에너지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동향
페루는 석유개발 분야를 포함, 석유산업 전반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
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1990년대 후지모리 정부는 1993년 ｢신석유가스
법｣204)을 제정하여 Petroperu를 민영화하고 석유분야에 외국기업 진출을 전
면 개방했다. 이후 2002년 페루 정부는 석유개발 세제개편을 통해 석유개발 촉
진 정책을 시행했는데, 2003년부터 공개입찰제를 도입하고 탐사 사업 시 납부
부가세를 생산단계에서 환급하고 로열티 인하(5~20%) 및 기술자료 무료 열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에너지광업부는 2017년 9월 가스산업 진흥과
민간투자 확대, 투자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는 ｢신석유가스법｣을 제정했다.
1999년 페루의 천연가스 개발 노력은 ｢천연가스발전촉진법(법령 27133)｣
의 제정으로 성장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 법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파이프
라인 운송 및 최종 소비를 위한 시장의 유통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페루는 석탄, 석유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페루 정부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로 현재
스페인의 Repsol, 브라질 국영기업인 Petrobras,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CNPC 등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페루 국영기업인 Petroperu와 함께
원유 생산, 정제, 천연가스 생산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 특히 CNPC는 2014년
향후 10년간 최소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고 Petrobras로부터 페
루의 3개 석유·가스 광구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기도 했다.
페루의 전력 산업은 1990년대 초까지 공기업인 Electroperu가 담당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전력회사의 부패로 1992년 ｢전력양허법｣을 발표
하고 발전, 송전, 배전 시장으로 분리하여 전력 인프라를 정비하고 일부를 민영
204) ｢신석유가스법(법령 제 2621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계약은 Petroperu가 관장하며
계약서명은 에너지광업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서명 후 대법원 승인을 받는다. 계약자는 생산물 자
유처분 권리를 보유하며 계약기간은 석유 30년, 가스 40년, 탐사는 7년이다. 세금 안정성을 보장하
며 법인 소득세는 30%로 한다. 계약자는 국제 중재권을 보유한다. 경쟁시장 제도를 도입하며 연료가
격을 자율화한다. 종전 법 규정을 간소화하고 통일한다. 주페루대사관(2017), p. 13,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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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했다. 또한 2006년에는 ｢전력양허법｣을 보완하기 위해 ｢효율적인 발전개발
법｣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효율적인 발전을 보장하여 가격 변동성과 정전 기
간에 대한 전기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전기 요금을 보장하여 ‘보조 시스템’과 ‘보장 시스
템’ 등 두 개의 새로운 시스템 유형을 설정하였다.
민영화 이후 전력 부문의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총 93개의 전력회사(발전부문 54개, 송전부문 16
개, 배전부문 23개)가 운영 중에 있다. 2017년 7월 기준 6개의 발전 기업이 페
루 전체 전력생산의 63.3%를 담당하고 있으며 Electroperu(수력 1개, 화력 1
개를 통해 615GWh 생산) 이외에 ENGIE(민간)가 8개(화력 6개, 수력 2개) 발
전소를 통해 718GWh를, Enel Gen Peru(합작)가 486GWh, Fenix Power
(민간)사가 409GWh를 생산하고 있다.

2) 신재생에너지 분야
페루는 2008년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법령｣과 2011년 ｢신재생에너지 투
자촉진령｣ 제정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이후 33개
의 태양광, 풍력, 소규모 수력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설되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MW 미만에서 602MW로 증가했다. 현재 35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며 태양광과 풍력 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페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주로 에너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재까지 총 세 번의 경매가 실시되었는데, 2009년 첫 번째 경매가 시작된 이래
2016년까지 매년 평균 3억 8,9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태양광과 풍
력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는 모두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졌고, 투자액은 각각
7억 5,400만 달러와 8억 4,1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페루의 태양광 발전 투자 기회는 대규모 그리드 연결 프로젝트, 광업 및 산업
의 오프 그리드 프로젝트 그리고 농촌의 전력화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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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 다양하다. 또한 페루 정부는 풍력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적인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대규모 그리드 연결 풍력 단지이다.205) 한편 수력
은 페루의 주요 전기에너지 공급원이고 안데스 산맥의 지형을 이용한 중․소규
모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산 마르틴(San Martin) 주
의 비아보(Biavo)강에 302MW(최저 230MW) 수력발전소를 2021년 착공하
는 것을 목표로 환경평가가 진행 중이다. 투자 규모는 6억 2,000만 달러이며
사업주는 Generation Electrica Rio Biavo206)이다. 완공 후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시스템(SEIN)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페루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직접적인 에너지 생산보다는 태양광 및 수력, 풍력 발전과 관련된 인
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및 수력 발전의 그리드 연결 분야, 농촌지역의
전력화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활성
화 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개발협력 사업 지원 동향
페루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집중되어 있다. 페루는 아마
존 저지대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태평양을 끼고 있어 동식물 생태 다양성이 높
은 국가이고 ‘엘니뇨’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이다. 따
라서 아마존 습지 보호나 동식물 생태 다양성 확보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선
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저탄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 프로
그램에 대한 국제기구나 외국의 지원이 라틴아메리카 어떤 국가보다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205) Enertek Global(2018), p. 20.
206) 오스트리아 IPP업체인 RP Global이 페루에 설립한 SP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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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부는 기후변화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을 ‘기후특정자금’ 조달과 ‘기
후자금’ 조달로 나누고 있는데 각각 저탄소 개발과 관련한 자금과 직간접적 목
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정책을 위한 자금이다. 2005년부터 2013년 동안
총 12억 4,500만 달러가 기후변화 관리에 할당되었고 이 중 9억 6,200만 달러
는 이미 실행된 기금이며 2억 8,800만 달러는 2013년에 합의된 자금 조달 약
정에 해당된다. 페루의 기후변화 관련 자금 주요 조달원은 다자개발은행을 통
한 대출자금, 기부금, 부속서 II(Annex II) 국가들과의 양자협력 및 페루 공공
부문과의 국제협력이다. 다국적 개발은행이 5억 2,600만 달러, Annex II 국가
는 4억 3,4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페루 공공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1억
8,590만 달러를 조달했다. [그림 4-4-11]은 2005~13년 페루의 기후변화 관
리를 위한 자금 조달원을 보여준다.

그림 4-4-11. 페루 기후변화 관련 재원 구성(2005~13년)

자료: Ministerio del Ambiente(2016a), p. 220.

특히 국제개발협력과 관련, 다자간 기금의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세계환
경기금(GEF),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녹색기후기금
(GCF) 등의 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민간 또는 공공-민간부문이 기후변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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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다자개발은행의 자원은 주로 미주개발은행(IDB)와
세계은행(WB),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부속서 II 국가의 기여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또는 일본국제협력
기구(JIC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원조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기타 민간부문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6년 3차 국가커뮤니케이션에서
보고된 페루 환경부의 보고서207)에 따르면, 무상공적개발원조 및 양허성 차관
을 통해 2014년에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 또는 실행 예정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사업 규모는 약 200여 건에 이르며 11억 달러 이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발협력기금과 사업들이 지원,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1차 격년보고서(Primer Informe Bienal de
Actualización)와 3차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작성 및 온
실가스 배출 인벤토리에 지출된 26만 7,000달러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기후변
화 적응이 아닌 완화(감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4-13. 페루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지원 유형과 규모(2014년)
다자간 개발협력 -Ⅰ
공여기관

내용
UNFCCC 보고서

GEF

지원금액(달러)

건수

266,000

2건
11건

기후변화 완화

56,092,465

UNDP

기후변화 완화

2,934,056

5건

FAO

지속적인 삼림 관리

3,500,497

1건

CAF

기후변화 영향 연구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IDB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기후변화 완화

유럽위원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REDD

8,220,635

4건

WB

REDD+

50,000

1건

국제열대우림기구

Ucayali 지역 보존

415,384

1건

207) Ministerio del Ambiente(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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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0

3건

452,344,734

15건

표 4-4-13. 계속
양자간(부속서 II 국가 및 기타 선진국) 개발협력208) -Ⅱ
보조금
국가 및 공여기관

내용

지원금액(달러)

건수

미국 USAID

기후변화 완화

50,499,699

6건

기후변화 완화

4,162,588

1건

기후변화 완화

3,029,117

1건

COSUDE,209) CIFF,210)
CDKN211)
스위스 COSUDE
독일

삼림보호 및 자원관리

2,600,000

1건

KFW개발은행

REDD+ 및 지속가능한 발전

43,290,000

4건

Alto Mayo 삼림보호

7,076,782

1건

온실가스 감축

59,451,500

3건

Consevation
International Foundation
독일 GIZ
노르웨이 NOAK-NEFCO

NAMA 실행

2,410,200

1건

스위스 SECO

Chiclayo 고형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18,890,200

1건

한국

Antonio Raimondi 국립생태공원 프로젝트

5,600,000

1건

REDD+

2,300,000

1건

FCPF212)

삼림 훼손 방지, 온실가스 감축

3,800,000

1건

Moore Foundation

온실가스 배출 감축 REDD

2,000,000

1건

독일 IUCN

온실가스 감축 및 REDD+

7,280,000

1건

미국, Exelon, Moore
Foundation, USAID

일본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 완화

10,836,175

3건

노르웨이

삼림 유지

300,000,000

1건

노르웨이 NORAD

REDD, REDD+

2,518,620

2건

월트 디즈니

Alto Mayo 삼림 훼손 방지

1,986,432

1건

양허성 차관
KFW 개발은행

우선 지역의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 프로그램

65,000,000

1건

일본 JICA

고형폐기물 관리, 열대림 보존 프로그램

106,000,000

2건

30,000,000

1건

해외개발원조
KFW개발은행

삼림 보존 프로그램
국가 기여금 - Ⅲ

특정지원금

보고서, 교육 프로그램

1,128,200

3건

간접공동기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효율화 프로젝트들

54,598,034

7건

66,778,018

5건

지역개발은행을 포함한 다자간 금융기구 원조 - Ⅳ
WB, IDB 등

기후변화 완화

자료: Ministerio del Ambiente(2016a)에서 저자 작성.

208) 총 건수는 1143건이며 482,096,884달러이다. 이 표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만 포함했다.
209)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제4장 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정책과 진출 여건 • 267

[표 4-4-13]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원 및 지원유형이 매우 다양
함을 알 수 있다. 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원조를 모두 포함시켜 분류해도 부속서
Ⅱ국가들과 기타 선진국을 포함한 양자간 원조(지원유형 Ⅱ)가 총 금액 약 6억
8,309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공적 원조기관
뿐만 아니라 NGO, 재단 등의 개발협력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분야별로는 크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조 금액이 큰 사업을 보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삼림훼손 방지 및 보존, 고형폐기물 처리
등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녹색기후기금(GCF)은 2015년 페루환경보호기금(Profonanpe)를
이행기구로 하여 페루 습지 기후적응력 강화사업을 승인하였다. 이 사업은 한
국이 제안한 에너지신산업 모델이 GCF 사업으로 최초로 승인된 사례이다. 한
국국제협력단(KOICA)은 180만 달러를 무상원조(증여)로 지원하여 마라뇽
(Marañón) 및 파스타사(Pastaza)강 유역 습지를 보호하고, 과일 가공공장 등
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에너
지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
모는 1,157만 달러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실행되는 것이 원안이었으
나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어 2018년 사업
에 착수했다.213) 이후에도 리마시 근교 쓰레기 매립장에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 사업을 GCF에 제출하여
210)
211)
212)
213)

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
Climate and development alliance
Forest Carbon Paartnership Faculity
Profonanpe 방문을 통해 사업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 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사업 실행 지역이 100
여 개의 지역 커뮤니티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들과 관련하여 이들 커뮤니티 간에 이해 충
돌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업 설명 및 진행 과정을 설득해야 하는 현실
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따라서 2018년에서야 사업지역 행정구인 Roreto 주 정부와 MOU를
체결했다. 한국 KOICA의 180만 달러 중 아직까지 지출된 내역은 없다(페루 Profonanpe GCF사
업 담당자 인터뷰, 2019.7.24., 페루 리마/리마 KOICA GCF사업 담당자 인터뷰, 2019. 7. 22, 페
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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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았으나 이행기구인 CAF와 리마시의 이행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5. 요약 및 소결
페루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만 아직까지 에너지 믹스의 다각화가 부족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온
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페루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노력을 강화
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 완
화와 적응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페루의 에너지 전환은 현재도 진행 중이나, 풍부한 천연가스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와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
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새롭게 착수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규모는 기존 화
력 발전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장
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조
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페루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
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한 완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원을 들이고 있다. 또한 페루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
의 개발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발
협력 분야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개발협력 분야의
사업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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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안데스 4개국 비교분석
1. 에너지 시장구조
본 연구의 대상인 안데스 4개국은 모두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
다. 안데스 4개국 중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콜롬비
아이고 그 뒤를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가 잇고 있다. 페루를 제외한 3개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며, 페루 또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이라 볼
수 있다. 1차 에너지원별 수출입을 살펴보면 콜롬비아는 석탄과 석유를, 에콰
도르는 석유를, 볼리비아와 페루는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안데스 4
개국은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
양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믹스 다각화의 잠재력이 큰 국가들
이다.

표 4-5-1. 안데스 4개국 에너지 생산/수출입/소비 비교
(단위: Ktoe)

1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

합계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생산
139,043
32,382
24,231
30,738
22,580
11,268
3,732
29,667
161,623
43,650
27,963
60,405

수출
103,959
19,522
16,541
327
4,942
3,175
455
11,681
108,901
22,697
16,996
12,008

수입
12
3
0
6,674
2,828
6,371
1,157
5,984
2,840
6,374
1,157
12,658

주: 볼리비아는 2014년 기준, 나머지 3개국은 2017년 기준.
자료: 4장 국가별 자료에 의거,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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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45,063
12,830
7,634
3,123
20,881
13,872
1,494
24,676
65,944
26,702
9,128
27,799

소비
11,202
557
2,468
2,923
19,385
12,045
4,111
17,306
30,587
12,602
6,579
20,229

한편 최종 에너지의 경우 4개국 모두 최종 에너지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국내 정제능력이 부족하여 석유제품 중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와 페루는 가솔린과 디젤의
공급량 중 일부를 수입하는 반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경우, 안데스 4개국의 발전설비용량은 콜롬비아 1만 7,720MW,
페루 1만 2,508MW, 에콰도르 8,677MW, 볼리비아 2,610MW 순이며, 전력
생산량은 콜롬비아 7만 8,972GWh, 페루 4만 8,288GWh, 에콰도르 2만
8,051GWh, 볼리비아 8,821GWh이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는 전력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 특히 수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수력발전 비중은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콜롬비아 69%, 에콰도르 58%, 페루 39%, 볼리비아
27% 순이며, 전력생산량 기준으로는 콜롬비아 78%, 에콰도르 72%, 페루
51%, 볼리비아 21%이다(표 4-5-2 참고).

표 4-5-2. 안데스 4개국 발전원별 전기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교
(단위: MW, %)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2018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2017년)

12,258

69.2

5,017

710

석탄

1,727

9.7

석유

1,549

8.7

가스

1,703

11.4

소계

수력

화력

신재생

58.4

3,405

39.2

1,866

27.2

71.5

4,883

39

134

1.1

2,699

21.5

4,384

35

4,979

29.8

7,217

57.6

바이오매스

146

0.82

144

1.7

69

0.6

태양광

10

0.06

27.6

0.3

96

0.8

풍력

18

0.10

21

0.2

243

1.9

7.3

0.1

바이오가스
소계
총 유효 발전설비용량

174

0.98

192.6

2.2

17,720

100

8,677

100

34

2,610

1.3

408

3.3

100 12,508

100

자료: 4장 국가별 자료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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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안데스 4개국 원별 발전설비용량 비교

자료: 4장 국가별 자료에 의거하여 저자 작성.

한편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비중)은
페루가 408MW(3.8%)로 가장 크고, 에콰도르 193MW(2.2%), 콜롬비아
174MW(0.98%), 볼리비아 34MW(1.3%) 순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페루 3.3%, 에콰도르 2.0%, 콜롬비아 1.8%, 볼리비아
1.4% 등으로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데스 4개국 모두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농촌 지역의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데스 4개국은 모두 국토 면적이 광활하고 험준한
산악과 열대우림으로 이루어진 비전력망 지역이 많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전력보급률 확대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이 활발하
게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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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정책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에너지 수출국들이다. 따라서 안
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 보장, 즉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보다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 방
안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국가와 민간 중 누가 에너지 부문을 주
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놓고 치열한 이념 대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에너
지정책의 기조도 변화를 거듭해 왔다. 콜롬비아와 페루는 1990년대 이후 민간
주도의 에너지 개발 정책을 지속해 왔고,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2000년대 들
어 국가 주도의 에너지 개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라는 새
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에
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안데스 4개국 모두 국가와 민간의 주도권에 관
한 이념과 상관없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에너지
자원 부존 현황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안데스 4개국 중 가장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콜롬비아 정부의 최근 에너지정책은 2015년 수립된 ｢국가에너
지계획 2050」과 2019년 법률로 제정된 이반 두께 정부의 「국가발전계획
(2018~22)｣에 제시되어 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정책의 기조는 석유, 천연가
스 등 전통적 에너지원 개발 활성화에서 풍력, 태양광 등 비전통적 신재생에너
지 개발 활성화로 바뀌었다. 또한 이반 두께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작성을
위해 20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기구인 ‘에너지 전환 미션’을 출범시
켰으며, 2022년까지 최소 1,500M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
전설비용량을 확충하고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와 지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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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
에콰도르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레노 정부는
‘2017~21 국가개발계획’에서 에너지 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
표로 에너지구조의 다각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8~27년 전력종합계획’
을 통해 풍력, 태양광 등 발전부문을 비롯한 송배전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
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제정한 ｢생산장려, 투자유치, 고용창출, 재정
안정 및 균형에 관한 법｣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기술,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에너지 전환보다는 에너지 보급률 확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2006~11 국가개발계획’과 신헌법은 ‘품위 있는 볼리비
아’와 ‘생산적인 볼리비아’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으로써 전력과 가스 보급의 확
대, 천연가스 및 전력 부문 국유화를 강조하고 있다. 모랄레스 집권 2기 중반에
발표된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남미 최빈국인 볼리비아는 전력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수력과 신재생에너
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절전형 전구 교체 프로그램 등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페루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25 국가에너지계
획’은 원유와 디젤 수입 감축, 에너지 소비구조의 가스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10~40 장기 에너
지정책’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
화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요약하면,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정책은 모두 수력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와 에너
지 효율화 등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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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3. 안데스 4개국 주요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

에너지계획

• 국가에너지계획 2050
• 국가발전계획 2018~22
• 에너지 전환
• 전력 시장 현대화와 혁신 장려, 경쟁 촉진, 규제 개혁, 전력보급률 확대

콜롬비아

정책목표

• 광물·에너지 분야의 성장동력 역할 강화와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원의 다변화, 공급 안정성 보장 강화, 국
제협력 강화
• 광물에너지부(MME)

주요 기관

- 석유개발청(ANH), 광물청(ANM), 광물·에너지기획단(UPME), 에너지가스
규제위원회(CREG), 비전력망지역에너지기획단(IPSE), 지질연구소(SGC)

에너지계획
에콰도르

• 2017~21 국가개발계획
• 2018~27 전력종합계획
• 에너지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정책목표

• 민간 주도의 비전통적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전력생산 구조 다변화
• 에너지 효율 제고

주요 기관

• 에너지비재생천연자원부

에너지계획

• 경제사회개발계획 2016~20
•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

정책목표
볼리비아

• 국가가 주도하는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보편적인 분배를 통한 포용적 경제
성장
• 탄화수소정책: 탄화수소부(MAE), 탄화수소국가청(ANH), 국영석유공사
(YPFB)

주요 기관

• 전력·리튬정책: 에너지부(ME), 전기 재정 및 사회적 통제청(AE), 국영전
기공사(ENDE), 국영리튬공사(YLB), 국가전력거래소(CNDC)
• 광업정책: 광업부(MMM), 국영광업공사(COMIBOL)

에너지계획

• 2014~25 국가에너지계획
• 2010~40 국가에너지계획
•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에너지 공급과 수요 관리
• 에너지 효율화

페루

정책목표

• 전기 보급의 100% 달성을 통한 사회적 에너지 통합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 믹스의 다각화
•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을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
•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주요 기관

• 에너지광업부(MINEM), 에너지효율국, 에너지광물투자관리감독청
(OSIGNERMIN), 전국계통운영위원회(COES-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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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정책
2014년 기준 안데스 4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7,390만 톤으로 전 세
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7%에 불과하다(표 4-5-7 참조). 안데스 4개국 가운
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였고, 가장 적은 국가는 에콰
도르였다.
그러나 GDP 100만 달러당 온실가스배출량을 나타내는 배출 집약도로 비교해
보면, 콜롬비아는 520tCO2e로 네 국가 가운에 유일하게 세계 평균 673tCO2e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볼리비아의 탄소집약도는 5,500tCO2e로 집
계되어 세계 평균보다 8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고, 페루(900tCO2e)와 에
콰도르(1,100tCO2e)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여 탄소 함
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콜롬비아는 3.9톤, 페루는 5.4톤, 에콰도
르는 5.9톤으로 세계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볼리비아는 13톤으로 세
계 평균 6.9톤의 2배에 달해 인구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볼리비아가 경제 규모와 인구대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이유
는 일차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공급 믹스와 관
련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구도의 차이에서도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다.

표 4-5-4. 안데스 4개국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14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집약도

단위
MtCO2e
tCO2e
tCO2e/백만
달러

콜롬비아
183.3
3.9

에콰도르
95.0
5.9

볼리비아
133.8
13.0

페루
161.8
5.4

세계
48,892
6.9

540

1,100

5,500

900

673

주: 토지이용·임업(LULUCF) 포함 수치임.
자료: WRI의 CAIT, ClimateWatch, Climatewatchdata.org(검색일: 2019. 11. 3)에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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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4개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세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반면,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문은 토지이용·임업으
로 각각 전체 배출량의 64.3%와 44.5%를 차지했다. 농업과 토지이용·임업을
합친 농림업·기타토지이용(AFOLU) 부분의 배출 비중(배출량)을 살펴보면 볼
리비아가 81.5%(109MtCO2e)로 가장 컸고, 이어 페루 58.7% (95MtCO2e),
에콰도르 49.5%(47MtCO2e), 콜롬비아 40.4%(74MtCO2e) 순으로 비중이
컸다. 콜롬비아는 안데스 4개 국가들 가운데 AFOLU 부문의 비중이 가장 작았
지만 세계 여타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AFOLU의 일반적 비중이 17.1%
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안데스 4개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14년 기준)
(단위: MtCO2e, %)

콜롬비아
배출량

비중

에콰도르
배출량

비중

볼리비아
배출량

비중

페루

세계(GtCO2e)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에너지

89

48.6

42

44.2

21

15.7

51

31.5

36.0

73.3

산업공정

8.3

4.5

3.8

4.0

1.8

1.3

6.3

3.9

3.2

6.5

농업

54

29.5

13

13.7

23

17.2

23

14.2

5.2

10.6

폐기물

12

6.5

2.2

2.3

2

1.5

9.5

5.9

1.5

3.1

20

10.9

34

35.8

86

64.3

72

44.5

3.2

6.5

183.3

100

95

100

133.8

100

161.8

100

48.9

100

토지이용·임업
(LULUCF)
합계

자료: WRI의 CAIT, ClimateWatch, Climatewatchdata.org(검색일: 2019. 11. 3)에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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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6. 남아메리카 산림 분포와 관리 현황(1990~2000년)
1990~2000년

토지면적

산림면적

토지면적에서 산림

(천 헥타르)

(천 헥타르)

비중(%)

브라질

845,651

543,905

64.3

-0.4

페루

128,000

64,575

50.9

-0.4

볼리비아

108,438

53,068

48.9

-0.3

콜롬비아

103,871

49.601

47.8

-0.4

베네수엘라

88,206

49,506

56.1

-0.4

파라과이

39,730

23,372

58.8

-0.5

에콰도르

27,684

10,557

38.1

-1.2

가이아나

21,498

16,879

78.5

-0.3

수리남

15,600

14,113

90.5

n.s.

프랑스령 기아나

8,815

7,926

89.9

n.s.

국가명

산림면적
변화율(%)

남아메리카 합계

1,754,741

885,618

50.5

-0.4

세계 합계

13,063,900

3,869,455

29.6

-0.2

자료: FAO, chapter 43, Tropical South America, http://www.fao.org/3/y1997e/y1997e1c.htm#:~:targetText=
The%20tropical%20South%20America%20subregion,Orinoco%20and%20Paran%C3%A1%20watershed
%20complex(검색일: 2019. 11. 3).

안데스 4개 국가들에서 AFOLU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들로는 ① 농림업 부문에서 가축의 분뇨 등
축산업 관련 온실가스가 높기 때문이고 ② 경제 성장과 더불어 목초지 확대와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루, 볼리비
아, 콜롬비아는 브라질에 이어 아마존 열대우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국
가들로서 목초지 확대 및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
며, 이는 이 국가들의 AFOLU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표 4-5-9와 그림 4-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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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아마존 국가(브라질 제외) 산림훼손 면적 누계(2004~12년)

자료: O’ECO/Infoamazonia 통계, Mongabay.com에서 인용, https://news.mongabay.com/2013/06/deforestati
on-rates-for-amazon-countries-outside-brazil/(검색일: 2019. 11. 3).

기후변화 취약성에 있어 안데스 4개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취약
성을 보였다. GermanWatch의 기후변화위험지수(CRI)에 따르면 1998년부
터 2017년까지 평균치를 추정해 볼 때,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조사 대상 181개국 가운데 각각 31번째, 45번째, 49번째, 96번째로 기후변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연평균 경제적 손실 규모
는 콜롬비아 6억 2,000만 달러, 페루 4억 3,000만 달러, 볼리비아 2억 1,000
만 달러, 에콰도르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며, 해당 국가들의 연간
GDP 규모에 비교해 볼 때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였고, 이어 콜
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순이었다(표 4-5-7 참조).
CRI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주된 위험요인으로 하여 피해 정도를 측
정한다면,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ND-GAIN 지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노출도와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ND-GAIN 지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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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후변화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대응
력에 있어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조사 대상 181개국 가운데 각각 127위와
110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머물렀고, 페루와 콜롬비아는 각각 72위와 76위
를 차지해 중위권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표 4-5-8 참조).

표 4-5-7. 안데스 4개국 기후변화위험지수 비교(2017년)
CRI 순위*

국가

CRI 점수

(높을수록 양호함)

손실규모

손실규모

(백만 달러

(GDP 비율,

PPP, 연평균)

연평균)

콜롬비아

49

58.17

628.877

0.128

에콰도르

96

90.67

101.452

0.071

페루

45

56.83

433.020

0.161

볼리비아

31

48.33

210.270

0.337

주: * 전체 181개국 중 순위.
자료: GERMANWATCH(2019), Table 5, p. 32.

표 4-5-8. 안데스 4개국 글로벌 적응지수 비교(2014년)
ND-GAIN 지수*
(높을수록 양호함)
순위
볼리비아

127위

점수

취약성(낮을수록 양호함)
노출도

40.3

0.448

민감도
0.355

적응력
0.596

대응력(높을수록 양호함)
경제
0.240

공공경영
0.352

사회
0.208

페루

72위

50.8

0.457

0.293

0.530

0.544

0.462

0.322

콜롬비아

76위

50.7

0.501

0.195

0.468

0.442

0.450

0.313

에콰도르

110위

44.7

0.532

0.329

0.479

0.348

0.384

0.287

주: * 전체 181개국 중 순위.
자료: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https://gain.nd.edu/our-work/country-index/rankings/(검색일:
2019. 10. 3)를 근거로 저자 재구성.

국가별 ND-GAIN 세부 항목의 지수를 비교해 보면, 페루는 경제, 공공경영,
사회 부문 전반에서 가장 대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볼리비아는 세 부
문 전반에 걸쳐 대응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성에 있어서는 생태
환경과 인간 거주환경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을 보였지
만 재난대비 체제, 위생시설 구축, 농업 생산력 등에서의 대응 능력은 다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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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볼리비아는 기
후변화 노출도는 낮았지만 수자원, 의료, 기간시설 구축 등의 부족으로 인해 환
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약하
면, 안데스 4개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지만, 기간시설 구축 및 정치적/사회적 체제의 효율성 등 대응 능력에 있어서
는 국가간 주목할 만한 격차가 존재했다.
한편 안데스 4개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유
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
회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안데스 4개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을 담고 있는 자발적감축목표
(INDC)를 2015년 모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콜롬비아와 페루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감축량을 제
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양국 모두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배
출량 대비 30% 감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에콰도르는 부문별 행동에 근거해 온실가스 배출을 20.4~25% 감축하
겠다고 제시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수반될 경우에는 37.5~45.8%까지 감
축하겠다고 설정했다. 특히 적응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
하고 산림 벌채율 제로 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가장 취약한 도시의 50%에서
적응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볼리비아는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한 여타 국가들과 달리 특정
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물, 에너지, 산림 및 농업 세 개 부문의 실행 계
획과 정책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볼리비아는 에너지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79~81%까지 증대하고, 2010년까지 불법 산림벌채를 근절하
며, 2030년까지 산림 및 재식림 면적을 450~600만 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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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9]에서 볼 수 있듯이 안데스 4개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전담기관을 설치했으며, 정부 예산
이외에도 자체적인 환경기금을 설립해 다양한 재원의 조달과 통합적 관리를 시
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도들은 산림훼손 방지와 식목 및 저탄소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
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아마존 보호지역 통합 관리, 스마트 가축 관리, 불법
산림벌채 근절, 재난위험 관리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표 4-5-9. 안데스 4개국 기후변화정책 주관부처와 자체 기금
콜롬비아
주무기관

국가기후변화시스템(SISCLIMA, Sistema Nacional de Cambio Climático): 환경지
속발전부가 주도하는 민관 협력 기구

재원조달 기관 기후금융위원회(Comité de Gestión Financiera)
자체 기금

정부 예산 및 적응기금(Fondo de Adaptación)
에콰도르

주무기관

범부처기후변화위원회(CICC, el Comité Interinstitucional de Cambio Climático):
환경부(MAE)가 주도하는 범부처 조직

재원조달 기관 환경부
자체 기금

지속가능환경투자기금(Fondo de Inversión Ambiental Sostenible)
볼리비아

주무기관

환경차관부 소속 대지(大地)다민족청(APMT, Autoridad Plurinacional de la Madre
Tierra)

재원조달 기관 공공투자 및 외부자금차관부(VIPFE)
자체 기금

정부 예산 및 대지(大地)다민족기금(FPMT, Fondo Plurinacional de la Madre
Tierra)
페루

주무기관

다부문위원회(MC):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대표와 각료회의 회장단으로 구성

재원조달 기관 재정경제부(MEF) 및 국가개발은행(Banco Nacional de Desarrollo)
자체 기금

정부 예산 및 국가환경기금(FONAM, Fondo Nacional del Ambiente)

자료: 국가별 주요 부처 홈페이지 정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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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민간투자 및 개발협력 사업 동향
안데스 4개 국가들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
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표 4-5-10 참조).

표 4-5-10. 안데스 4개국 재생에너지정책 비교(2015년 기준)
정책 분류

국가 정책

재정
인센티브

정책 세부 내용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O

O

O

O

재생에너지 관련 법/프로그램 수립

O

O

태양광 전력법/프로그램 수립

O

지열에너지 관련 법/프로그램 수립

O

바이오매스 관련 법/프로그램 수립

O

바이오연료 관련 법/프로그램 수립

O

부가가치세 면제

O

연료세 면제

O

소득세 면제

O

O

수입/수출 재정 혜택

O

O

O

O
만료/중단

지방세 면제

O

만료/중단
만료/중단

가속 감가상각

O

O

기타 재정 지원

O

O

우선/전용 송전

O

그리드

그리드 액세스

O

O

접근성

우선 분배(preferential dispatch)

O

O

기타 혜택

O

경매

O

발전차액지원제도(FIT)

O
O
만료/중단

예정

O

프리미엄

O

제도적

할당(쿼터)

O

장치

복합공정(hybrid)

O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O

에탄올 혼입 규정

O

O

O

바이오디젤 혼입 규정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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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10. 계속
정책 분류

정책 세부 내용

콜롬비아

환 헷징

재정 조달

전용 기금(dedicated fund)

O

적합 기금(eligible fund)

O

에콰도르

볼리비아

O

O

O

O

사전투자 지원

O

직접 자금(direct funding)

O

O

기타

O
O

국산부품 사용요건
특별 환경규제

O

O

O
예정

식량/바이오에너지 연계
사회적 요건

O
O

재생에너지 사회적 주택
재생에너지를 통한 농촌 전력보급사업

페루

O
O

O

자료: IRENA(2016), pp. 68-69.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설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
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콜롬비아는 전력부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전력공급권(Cargo
por Confiabilidad)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4년 ｢재생에너지법(법률 제
1715호)｣을 제정해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전력공급권 입찰과 전력수급계약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부문에 13~18억 달러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에콰도르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면제,
수입/수출 관세 혜택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드 액세스와
우선 분배 제도 도입을 통해 그리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2013년에는 기존 일부 배전기업들이 추진하던 스마트 미터(smart-metering)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REDIE)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8년 기준 약 5만 대의 스마트 미터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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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경우 안데스 여타 국가들에 비교해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이 아직 미비한 단계로 파악된다. 볼리비아는 2016년 기준 여전
히 73%에 머물고 있는 농촌 지역 전력보급률을 2025년까지 전면 보편화한다
는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해외 민간기업들의 참여율이 아
직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며,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 스페인의 TSK 등 현
재 볼리비아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 기업들은 공적원조사업의
민간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
도 구축이 필요하다.
페루는 콜롬비아와 더불어 안데스 4개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신재생에
너지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온 국가이다. 페루 정부는 2008년 ｢투자촉진
법(법령 제1002호)｣을 공포하고, 2011년 ｢신재생에너지발전법(최고법령
012-2011-EM)｣을 발효해 신재생에너지 공개 입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 2018년 완료된 에너지 경매 프로젝트를 포함해 2008년부터 2017년까
지 10년간 총 7억 9,700만 달러가 태양광 프로젝트에 투자되었고, 이 중 5억
9,900만 달러가 에너지 경매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2억 달러가 농촌 전력
화에 투자되었다. 2009년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첫 번째 경매가 시작된 이
래 2016년까지 매년 평균 3억 8,900만 달러의 투자가 실현되었고, 태양광 및
풍력에서의 민간투자는 외국 기업이 100%를 차지했다. 반면, 소규모 수력 부
문과 바이오매스 부문의 투자는 주로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안데스 4개국은 세계은행 기준 중소득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으로 분류된다. 2017년 기준, 볼리비아에 대한 ODA 규모는 10억 976
만 달러로 4개국 가운데 가장 컸고, 이어 콜롬비아(9억 3,354만 달러), 페루(5
억 7,766만 달러), 에콰도르(2억 6,164만 달러) 순으로 집계되었다. 공적원조
공여기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볼리비아는 다자원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총 ODA 지원액의 65.4%가 다자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여타 3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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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양자원조의 비중이 컸고, 콜롬비아는 총 ODA 지원액의 88.1%, 에콰도
르는 64.3%, 페루는 74.4%가 양자원조였다(표 4-5-11 참조).

표 4-5-11. 안데스 4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비교(2017년)
(단위: 백만 달러)

콜롬비아
DAC 회원국

810.75

에콰도르
167.99

볼리비아
349.10

페루
425.38

DAC 비회원국

11.88

0.31

0.09

4.59

다자기구

110.91

93.34

660.57

147.68

총계

933.54

261.64

1009.76

577.66

자료: OECD QWIDS Database, https://stats.oecd.org/qwids/(검색일: 2019. 11. 9).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감축 및 적응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도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UNFCCC에 제출한 격년갱신보고서
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수원 규모는 전체 ODA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5~17년 동안 콜롬비아에서는 연평균 24건, 2억 달
러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시행되었다. 에콰도르의 기후변화관
련 개발협력 사업 규모는 2011~15년 동안 67건, 약 7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 건설을 위한 중국의 유상차관 등을 제외한 무상 개발협력 사
업 규모는 연평균 약 10건, 1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 볼리비아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와 환경 부문 개발협력 사업 규모
는 전체 ODA의 약 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원조는
38건 4,000만 달러였다. 볼리비아는 UNFCCC에 격년갱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소규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페루에서도
기후변화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5~13년 동안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
업이 진행되었고, 양자협력보다 다자협력 사업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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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1.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2.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3.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협력방안

1.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가. 세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개별 국가가 처한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가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이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력적인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
한 개발협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FCC의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UNFCCC 재정상설위원회(SCF: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가
기후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발간한 격년평가보고서(BA: 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Flows Report)214)에 따
르면, 2015년과 2016년 세계 기후금융215) 규모는 각각 3,209억 달러와
2,69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UNFCCC 당사국총회,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은 선진국(부속서 1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비부속서 1 국가)들
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계 기후금융 규모
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민

214) UNFCCC, Presentation on the ke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2018 BA,
215) 여기서 기후금융이란 개도국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민간 및 대안적
재원을 마련하여 이루어지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금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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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민간기업의 투자가 급
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국제기구 그리고 다자기금 등 공
공부문이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공재원은 2015~16
년 동안 연평균 580억 달러 수준으로 선진국들이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 활동 지원을 위한 기후금
융 공공재원 규모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015~16년 동안 지원된 공공재
원 약 580억 달러 중 선진국의 양자개발협력기구 지원규모는 317억 달러, 다
자개발금융기구(MDB)의 지원규모가 244억 달러, 그리고 GCF 등 다자기후기
금의 지원규모는 19억 달러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활
동에 대한 지원 비중이 21~29%, 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79%, 혼
합 부문에 대한 지원 활동이 나머지 17~21%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재원도 기
후변화 적응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표 5-1. 공공재원 기후금융 지원 현황(2015~16년)
(단위: 십억 달러, %)

지원분야

연평균
지원액
다자기금
양자 기후금융
MDB 기후금융

1.9
31.7
24.4

적응
25%
29%
21%

감축
53%
50%
79%

지원수단

REDD+
5%
-

혼합
17%
21%
-

무상
51%
47%
9%

유상
44%
52%
74%

기타
5%
<1%
17%

자료: UNFCCC SCF(2018), “Summary and recommendations by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on the
2018 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Flows,” p. 8.

한편 UNFCC 체제의 재정 메커니즘 운영기관인 녹색기후기금(GCF)은 선
진국들의 출연 약속 불이행으로 초기 재원조성 기간(2015~18년) 동안 102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그쳤고, 재원 부족으로 개도국 기후금융 지원규모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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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GCF는 2019년 3월까지 총 102건의 사업을 승인해
개도국에 약 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아프리
카(21억 3,000만 달러), 아시아·태평양(15억 5,000만 달러), 라틴아메리카
(11억 1,000만 달러), 동유럽(2억 5,000만 달러) 순이다.

나.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안데스 4개국은 모두 에너지 순수출국이다. 또한 이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을 상
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
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
유롭다. 또한 이 국가들은 엘니뇨와 같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등 기후변
화에 취약하고 피해규모도 크다.
그럼에도 안데스 국가들은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서명 이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
표를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
다. 특히 화석연료 순수출국들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
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안데스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위기대응 활동에 대
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민간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선진국의 재정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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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재정지원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며, 이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에 대해 공적개발 원조사업으로 신재생에
너지 개발이나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현황
우리나라와 안데스 4개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다. 우리나라와 안데스 국가들 간의 무역과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안데스 4개국
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진행되는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 진출은 상
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주로 석유, 천연
가스 등 전통적 화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분투자였으며, 전력 부문에서도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
전소 프로젝트의 건설이나 정유공장 설계와 같은 전통적 에너지 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었다.
한편 안데스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더불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진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 실적은 아직 없다. 이는 안데스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발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의 이들 국가의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 부족 등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
자도 사실상 거의 없다. 이 역시 안데스 국가들은 에너지신산업이 태동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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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아직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ODA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사업 숫자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
만,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 개선을 위한 에너
지신산업 분야에서 아직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고, 이들 국가의 시장 규
모도 작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는 ODA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에 참여
하여 사업 실적을 쌓고, 현지 주요 관련 기관과 핵심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구
축해 나간다면 향후 우리 기업의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 기회는 많아질 것이다.
우리 기업이 안데스 국가들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기업이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안데스 국가들에 대한 현지 진출도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우리 기업의 안
데스 국가 현지 진출과 개발협력 사업 동향은 다음과 같다.

가. 민간기업 진출 현황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26억
4,000만 달러, 직접투자 규모는 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수
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콜롬비아이며, 직접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페루
이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국별로는 페루, 볼리
비아 2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콜롬비아, 에콰도르 2개국과의 교역에서는 흑
자를 보이고 있다(표 5-2 참조). 한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페루 2개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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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실적은 약 20
억 달러에 이른다. 국별 수주실적은 콜롬비아 4억 4,000만 달러, 페루 1억
9,000만 달러, 에콰도르 4억 8,000만 달러, 볼리비아 8억 8,000만 달러를 기
록했다. 콜롬비아의 대표적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의 베요 하수처리 설비와 현대
엔지니어링의 떼르모따사헤로 석탄화력발전소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떼르모노
르떼 이중연료엔진발전소 등이다. 페루의 대표적 프로젝트는 SK의 까미세아
가스전 개발사업, 포스코건설의 모옌도 가스화력발전소, 칼파 복합화력발전소
그리고 칠까우노 복합화력발전소 등이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SK건설의
에스메랄다 정유공장 개선사업, 한솔EME의 산토도밍고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업, 도화엔지니어링의 갈라파고스 태양광사업, LS산전의 산그레고리오 변전
소 증설사업 등이다. 볼리비아의 대표적 프로젝트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불로불
로 비료 플랜트와 LH의 산타크루스 신도시 개발 컨설팅 사업이 있다. 이 중 에
콰도르의 산토도밍고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 갈라파고스 태양광 사업 등
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표 5-2. 안데스 4개국과의 국가별 무역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국가별
콜롬비아
페루

2014
수출
1,509

2015

수입

수출

607

1,128

1,391 1,432

1,217

2016

수입
323

수출

2017

수입

853

432

1,135 1,154

1,294

수출
813

2018

수입

수출

수입

651

1,011

834

913 2,132

802

2,474

에콰도르

811

342

641

245

434

94

608

127

781

116

볼리비아

129

299

90

244

66

393

65

432

48

589

자료: 한국무역협회, SITC에 의한 무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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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안데스 4개국과의 국가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누계

콜롬비아

60,664

19,250

12,264

3,512

10

3,838

99,539

페루

268,369

403,091

284,185

287,191

100,016

266,410

1,609,263

볼리비아

220

289

400

73,234

50,000

18

124,161

에콰도르

1,558

5,027

4,698

25

6,038

55

17,401

330,812

427,658

301,546

363,962

156,064

270,321

1,850,363

합계

자료: 수출입은행.

한편 안데스 4개국에 현지법인이나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여 운영 중인 우리
나라 주요기업은 약 40여 개에 불과하다. 콜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약
20여 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페루와 에콰도르에는 각각 10여 개와 8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볼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
일하다. 업종별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사실상 전무하며 무역에 종사
하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고, 광업, 수산업, 건설업 등에 일부 기업이 진출해 있
다. 광업과 수산업은 주로 페루에 진출해 있고, 건설업은 콜롬비아, 페루, 에콰
도르 등에 소수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콜롬비아에는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포스코대우 등 종합상사, 삼성전자,
LG전자, LG CNS, 삼성 SDS 등 ICT 기업, TGL, 범한 판토스, OTIS 등 물류
기업, 현대자동차,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회사, 현
대건설, 네네카 등 건설회사 등 다수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나, 제조업은 전무하
다. 에콰도르에는 SK건설, LS산전, 한솔EME, 청해종합기술공사, 건화 등이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해 수처리, 석유화학, 인프라 건설, 송배전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페루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대우, 고려아연,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과 석유공사 그리고 수산업 및 수산물 가
공 등에 종사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트레이딩에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
업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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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협력 현황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87~2017년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안데스 4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
조 규모는 5억 1,130만 달러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개발협력 중점
국이 아닌 에콰도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누계가 1억 6,920만 달러로 가장 크
며, 여타 3개국은 1억~1억 2,000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
로는 안데스 4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7,550만 달러를 기록했고, 에
콰도르가 가장 규모가 크고 콜롬비아는 가장 규모가 작았다(표 5-4 참조).

표 5-4. 안데스 4개국과의 국가별 ODA 지원 현황
(총 지출 기준, 단위: 백만 달러)

198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볼리비아

26.4

1.8

1.7

1.9

6.0

에콰도르

19.8

콜롬비아

5.2

1.4

페루

34.9

합계

86.2

7.9 17.2

3.3

4.5

16.9

23.4

20.6

7.0

8.2

5.4

21.6

7.0

6.4

6.8

9.3

13.5

19.5

33.7

44.0

누계

20.6

18.3

18.7 120.5

10.3

11.6

24.1

34.7

169.2

20.0

15.1

12.7

9.0

105.5

9.6

9.3

9.9

10.0

13.0

116.2

59.7

56.8

57.3

65.1

75.5

511.3

자료: ODAKorea.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지
원규모는 누계 기준으로 1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유상 EDCF 사업은 ICT
교육역량강화사업(3,000만 달러)과 ICT R&D 센터 건립사업(1,000만 달러)
등 2개 사업이 있었으나, ICT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완료되었고 ICT R&D 센터
건립사업은 취소되었다. 무상 사업은 KOICA가 전체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주관 KSP 사업과 각 부처 국제개발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KSP 사업은 양자 KSP 8건,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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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 KSP 6건 등 총 14건의 사
업이 추진되었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대상국은 아니지만 우호적인 수원 태
도로 중남미 국가 중 대표적인 개발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17년 기간 에콰도르의 5대 원조국(donor)으로 그 비중
은 7.5%에 달했다. 한국의 ODA 통계에 따르면 대에콰도르 유무상 원조규모
는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 중 유상 EDCF가 전체 원조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유상 EDCF 사업으로는 산토도밍고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있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ODA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한국기업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MDB 자금으로 진행된 발트라(Baltra)
섬 풍력발전소(유니슨), 우리나라 ODA 자금으로 진행된 산타크루스(Santa
Cruz) 섬 태양광발전소(Bj파워, 대성 등)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에콰도르 에너지부와 2018~20년에 걸쳐 갈라파고스 제도의 마이크로 그리드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KSP 사
업 추진이 활발한 국가 중의 하나다. 2011년 이후 7개의 KSP 사업이 추진되었
으며 이 중 2개는 IDB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이다.
볼리비아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2017년 누계 기준 지원실적은
1억 2,540만 달러이다. 이 중 유상 EDCF가 5,924만 달러, 무상원조가 6,616
만 달러로 각각 47%와 53%를 차지한다.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지원분야
는 보건,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4개 분야이다. 교통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은 주
로 유상 EDCF로 지원되고, 보건과 농림수산 부문에 대한 지원은 무상원조가
지원했다. 교통 부문에서 현대산업개발, 도화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 등
이 시행사로 건설사업에 참여했고, 농업 및 지역 개발 부문에서는 (주)정림건
축, 대정엔지니어링, 농목축임업혁신연구소 등이 시행사로 참여했으며, 보건
의료 부문에서는 메디라인메디칼, (주)미르팜, (주)이지메디컴, (주)명승건축,
(주)토펙엔지니어링, (주)신우엔지니어링 등이 시행사로 참여했다. 2019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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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도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방안, 공항 운영체계 개선, 스마트 수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
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업, 교통, 의료 부문 등을 중심으로 다양
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한국 측 시행사에 대한 신규 수요는 지속적으로 생
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SP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4개이며, 완료
사업은 총 2개이다. 이 중 1개는 IDB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이다.
페루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이며, 2017년 누계 기준 지원실적은 1억
1,62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페루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는 모두 무상원조
이며 유상 EDCF 사업은 전무하다.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지원분야는 보
건, 공공행정, 환경, 교통 등이며,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 대한 ODA 사업이 활
발하다. 우리나라는 페루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기후변화
관측 시스템 구축사업, 열대우림 지역의 산림 보존 및 기후변화 완화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KOICA는 GCF와 공동으로 아마존 지역(로레토
주 및 아마소니아 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KSP 사업은 총 13개가 추진되었고, 양자 KSP가 8개 IDB 및 CAF와의 공동컨
설팅 사업이 5개이다.

3.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분야 협력방안
우리 기업은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 민간투자와 개발협
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기업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분
야는 페루의 천연가스 개발과 콜롬비아와 페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 주로
전통적 에너지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였다. 에너지신산업 부문의 진출은 에콰도
르의 태양광 발전, 볼리비아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 등이 있고, 주로 우리나라가
재원을 제공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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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전통적 에너지산업 부
문에서는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회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특
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사업
수주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사업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안데스 국가들의 에너지신산업 분
야에 대한 민간투자나 개발협력 사업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이 안데스 국가들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안데스 국가들과 에너지신산업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
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과 협력 프레임워크이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재원지원 방안과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의 협력방안으로 구분하여 한국-안데스 4개국 협력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원 지원 방안
1) 우리나라 ODA 자금을 활용한 선투자 지원
무엇보다 재원이 가장 중요하다. 재원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상업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민간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업성만 충분하다면 수출신용기관이나 상업
금융기관의 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섬이나 산간벽지의 전력보급을 위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스마트 그리드와 같이 공공재의 성격이 크고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부문의 사업은 공공재원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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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원하는 기후금융(민간재원과 공공재원)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우리나라
의 ODA 지원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은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민
간재원은 상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선진국 개발협력기
관과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관 그리고 GCF 등 다자기금이 지원하는 공
공재원도 우량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우량사업이란 사업계획
이 충실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 완료 시 기대되는 효과가 큰 사업을 의
미한다.
따라서 기후금융 공공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수립
되어야 하지만, 개도국은 사업계획 수립 역량도 결여되어 있거나 이를 위한 재
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선진국과 국
제기구가 재원을 제공하는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신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사업 준비를 지원하는 선투자(Preinversion)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러한 선투자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일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의 개발협력기금+국제기구+해외민간기금을 연계하는 기금
조성
중남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일본이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시장
진출을 위해 조성한 기금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국제협력기구인 JICA는 2014년부터 국제금융기구 및 선진국 금융
기관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기금(MGM Sustainable Energy Fund
LP)을 조성해 일본기업의 라틴아메리카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해결하고 라
틴아메리카의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본은 태양광 패널, 공

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 299

조 설비 등 에너지 저장 및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는 채널로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호 기금(MGM Sustainable Energy Fund L.P.)은 2014년 11월에 출범
했다. 투자 기간 10년인 1호 기금에는 JICA 이외에 IDB 산하 다자투자기금
(MIF), 지구환경기금(GEF), 유럽투자은행(EIB), 글로벌에너지효율·재생에너
지기금(GEEREF), 독일개발공사(DEG)가 총 5,000만 달러를 출자했는데, 그
중에서 일본은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1호 기금에 이어 2019년 3월에는 2
호 기금(MGM Sustainable Energy Fund L.P. II)이 조성되었다. 2호 기금에
일본(JICA)은 1호 기금보다 3배 많은 3,000만 달러를 출자했다. 이 기금에는
유럽투자은행(EIB), 글로벌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기금(GEEREF), 네덜란드
금융개발공사(FMO), IDB Lab이 참여했다.

그림 5-1. 일본의 국제기구/민간기금 협력 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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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는 이 같은 기금 조성 이외에 IDB와 협조융자 사업을 통해 중남미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은 중남미 및 카리브지
역에서 기후변화 감축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
해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협조융자(CORE: Co-financing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10억 달러였
던 협조융자 규모는 2016년 3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일본은 CORE 프로그램
확대를 토대로 2016년부터 일본고품질인프라이니셔티브(JQI: Japan Quality
Infrastructure Initiative)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중남미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시장 진출
을 위한 다각적인 기금 조성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1) 지역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협력프로그램 개발 운영
중남미 국가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시 양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유로-솔라 프로그램(Euro-Solar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계획되어 2007년부터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소요된 대부분의 예산은 EU가 부담했다. 2007~13년 기간
총 3,637만 유로가 소요되었는데, 그중 EU가 2,870만 유로를 책임졌다. 나머
지 742만 유로는 중남미 8개국에서 부담했으며 기술적 자문을 맡은 스페인의
재생에너지연구원(ITER)이 24만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8개국의 600개 농촌 커뮤니티216)에 3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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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유로-솔라(Euro-Solar) 키트가 설치되었다. 첫 번째 요소는 발전시
설이다. 70%의 농촌 커뮤니티에 50㎡급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30% 커뮤니티에는 태양광에다 풍력 터빈이 보완된 발전시설이 공급되었다. 두
번째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시설이다. 오지 지역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수단
으로 커뮤니티당 5대의 랩톱, 1대의 프로젝터, 복합기(프린터, 스캔, 팩스 기능
보유), 위성 안테나, 위성 혹은 와이파이 연결 모뎀 등이 제공되었다. 세 번째
요소는 보건시설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기초적인 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었
다. 먼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정수기가 보급되었으며, 의료용 목적으로 냉
장고가 공급되었다. 특히 전력공급으로 냉장고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적정한 온
도에서 백신, 혈청, 의약품 등의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수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공조하에 EU가 직접적으로 관
리했다. 각종 장비 설치는 EU 대표단이 직접 관리했으며 기술적 지원은 EU와
계약을 맺은 스페인 기업인 Gas Natural Fenosa가 맡았다. 각 수혜국에는 이
프로그램의 추진을 담당하는 국별 조정기구(NCC: National Coordination
Cell)가 설치되었는데, 이 조직은 프로그램 종료 후 해체되었다. NCC는 이 프
로그램의 수혜국 주무부처인 에너지부 내에 두었다.
이 프로그램에 힘입어 중남미 8개국의 600개 농촌 커뮤니티에서 30만 명 이
상의 사람들이 전기 사용은 물론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의료용 냉장고 사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이 연결된 3,000대의 컴퓨터가 제공되었으며 500개의 위성 안테
나, 2,500㎡의 태양광 패널, 7,200개의 겔전지가 공급되었다.

216) 에콰도르의 경우 전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과야스(Guayas), 오렐야나
(Orellana), 수쿰비오스(Sucumbios), 나포(Napo), 파스타사(Pastaza), 모로나 산티아고(Moron
a Santiago) 등 91개 고립지역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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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Eu-Solar 프로그램의 운영 메커니즘

자료: OLADE(2011), p. 82.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보
건·IT 서비스 제공, 사회 및 생산 활동 지원 등과 연계해 통합적인 지원 모델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커뮤니티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 개선,
냉장고를 갖춘 보건센터 설립으로 어린이들의 백신 접근 보장 등의 종합적인
개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프
로그램 추진과정에서 중남미 8개 참여국간의 경험 및 지식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자발적인 발전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향후 우리나라도 중남미에서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 확산 효
과 제고를 위해서 EU가 추진한 지역 차원의 협력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남미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은 양자사업
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 구상 시 중남미에너지기구
(OLADE), IDB, 중남미개발은행(CAF),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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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나 개발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구는 자금지원의 창
구는 물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로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2)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활용
중남미에는 다양한 지역기구가 있다. 그중에서 에콰도르 키토에 위치한 중
남미에너지기구(OLADE)는 에너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역기구다. OLADE
는 중남미·카리브 27개 국가들이 1973년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공동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역내 다자간
에너지협의체다.
중남미 에너지 싱크탱크로서 OLADE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와 OLADE간의 협력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다. OLADE와의 협력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중미 순방을 계기로 한국
의 에너지정책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이 OLADE와 에너지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09년부터는 우리 청년들의 견문 확대, 국제기구 진출 지
원, 중남미 전문가 양성을 위해 OLADE 사무국에 매년 인턴을 파견해 오고 있
다. 2011년에는 IDB에 출연한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OLADE가 추진
중인 중남미·카리브 전력 배전 시스템 강화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향후 중남미와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OLADE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OLADE의 옵서버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옵서버 가입을 통해
보다 공식적으로 양자간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이 같은 제
도적 기반 구축을 토대로 OLADE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중남미 각국의 에너지개발 계획, 에너
지효율 제고 계획, 스마트 그리드 보급 계획 등의 작성 과정에 OLADE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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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해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OLADE와 공동으
로 에너지관련 분야에서 중남미 각국의 인력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공동
으로 개발해 추진할 수도 있다.

3) 재생에너지분야 협력 플랫폼으로 태평양동맹 활용
한·중남미간 재생에너지 협력의 플랫폼으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의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태평양동맹 회원국과
기후변화, 환경, 재생에너지 등 신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창구로 2019년 9월 개
시된 한·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로 구성된 결성
된 경제통합체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더불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지
역통합체다. 태평양동맹은 2017년 6월부터 외연적 확장을 위해 준회원국 제
도를 도입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태평양동맹간 준회원국 가입 협상은 멕시코와의 실질적 FTA 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지나치게 멕시코와 FTA
협상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본 협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의 의의가 간과되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은 양자 FTA를 현대화하고 환경, 젠
더, 노동, 중소기업 등 보다 혁신적인 규범을 포괄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 실제로 현재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싱가포르 등은 ‘포용적 FTA’라는 브랜드하에 젠더, 노동, 중소기업, 지적
재산권 등 포괄적이며 혁신적 이슈를 협상에 포함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번 태평양동맹과 준회원 가입 협상을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분
석대상국이자 태평양동맹의 주요 회원국인 페루, 콜롬비아는 기후변화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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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에 대응한 정책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환경,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신협력 협상의제로 선정해 적극 논의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준회원국 협정 챕터에 이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시켜 향후 이들 국가와 협력의 토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8년 우리나라의 주도로 출범한 ‘한·태평양동맹 재무장관 협의
체(이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는 한·태평양동맹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양
지역간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8년 10월 출범했다. 이를 위한 주요 협력분야로 ICT, 인프라, 기후금융,
인적자원개발, 경제정책 경험 공유 등 5개 분야가 제시되었다. IDB도 동 협의
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태평양동맹간 협력
이 강화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동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217) 당초 2019년 3월 IDB 연차 총회를 계기로
‘제1차 한·태평양동맹 재무장관 협의체’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차 총회 개최
가 무산되면서 1차 회의 개최도 연기되었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한국과 태평양동맹 회원국간에 구성된 최고위급의 정례
협력채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재무장관급의 최상위급 협의채널인 만큼
본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향후 실행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본 협의채
널에서는 IDB가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기술적인 자문은 물론 금
융지원을 받기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협의채널을 태평양동맹 회
원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본 협의채널의 5대 이슈 중의 하나가 기후금융인 바, 기후변화, 환경,
재생에너지 등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플랫폼으
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17) 기획재정부(2018), 「한-태평양동맹(PA) 재무장관 회의’ 개최」, 보도자료(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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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그리드 분야 협력방안
중남미는 스마트 미터, 에너지 저장능력 등 스마트 그리드 활용 면에서 다른
개도권 지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남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스마트 그리드분야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이유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
의 평균 전력보급률은 전 세계 평균은 물론 개도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이다. 이에 따라 중남미에서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보다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
심이 높다. 이 같은 발전 잠재력에 힘입어 향후 5년간(2019~24년) 중남미 스
마트 그리드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21.1%에 달할 전망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4개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페루가 이 분야에서 단연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지만,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잠재력도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에콰도르의 경우 시장규모는 작지만 중남미 국가 중
에서 선도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스마트 그리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
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b)는, 한국기
업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 해외진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
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상국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자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자의 부품공급사로 진출하는 모델이다. 둘째, 국제적 표준
의 기술을 가진 한국기업과 해외 유력기업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외시
장에 진출하는 기술협력형 진출 모델이다. 이 경우 국내기업과 해외 유력기업
간의 파트너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2차 벤더형 진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초기 해외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의 진출 모델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된다. 발주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자재를 납품하고 이를 통해 레퍼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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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 향후 발주처를 대상으로 기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
이다.218)

그림 5-3.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분야 해외진출 모델
(단위: 백만 달러)

한전 컨소시엄 진출 모델

기술협력형 사업추진 모델

2차벤더 진출 모델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b), pp. 119~120.

2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b),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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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별 협력방안
1) 콜롬비아
가) 전력공급권 입찰과 신재생에너지 경매 참여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은 민간투자와 개발협
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와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콜롬비아의 전력공급권 입찰과 신재생에너지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콜롬비아 에너지시장 진
출은 전력공급권 입찰에 참여하는 전력회사들의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는 EPC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은 2012년에 콜
롬비아 민간 발전회사인 떼로모따사헤로(Termotasajero S.A.)와 총 사업비 3
억 달러, 16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완공하였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에 콜롬비아 민간 발전회사인 악
시아(AXIA)로부터 8,060만 달러, 93M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와 디젤
유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떼르모노르떼(Termonorte) 엔진발전소 건설을
수주하여 2018년에 완공하였다. 현대중공업은 떼르모노르떼 발전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콜롬비아에 총 5개소, 123MW 규모의 엔진 발전소를 건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발전회사가 콜롬비아 전력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없다. 콜롬비아는 에너지 부문의 자유화 정책에 따라 다수의 외국계 민간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발전설비용량 확충을 위해 2006년부터 전
력공급권(Cargo por Confiabilidad)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력시장에서 발
전회사와 판매회사가 장기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는 경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는 2019년 9월에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전력수급계
약 입찰을 실시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13~18억 달러의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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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고 설비용량도 약 1,500MW의 증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력공급권 입찰과 신재생에너지 경매는 발전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하고 투자 손실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019년 2월과 10월에
전력공급권 입찰과 신재생에너지 경매가 이루어졌으나, 이투앙고 수력발전소
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조만간 새로운 전력공급권 입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 콜롬비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2021년
이후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경매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콜롬비아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관 기관 및
현지에 기진출한 민간회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전 투자를 실시해야
만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전력공
급권 입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진출 유망분야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
지 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 비전력망 지역의 농촌 태양광 개발협력 사업 추진
콜롬비아는 국토 면적이 넓고, 안데스 산악지역과 아마존 열대우림지역 그
리고 야노스 사바나지역 등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전력망은 전체 국토의 48%에만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 52%는 국
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비전력망 지역이다. 콜롬비아는 전력보급률이 98%
에 이르고 있지만,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47만 가구 약 120만 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전력보급률 100% 달성과 고립된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디젤 발전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
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를 위해 3개의 기금
(FAER, FAZNI, PRONE)을 설치하고 전력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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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력망 지역의 전력보급 사업은 광물에너지부 산하의 비전력망지역에너지
기획단(IPSE)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에 IPSE와 전력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한국전력공
사는 IPSE 이외에도 콜롬비아 스마트 그리드 협회(Colombia Intelligente)와
도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와 공동으로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IPSE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우리나라와 공
동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219)
한편 우리나라는 EDCF 사업으로 온두라스 농촌 태양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EDCF가 4,500만 달러를 지원한 온두라스 농촌 태양광 사업
은 전력이 보급되지 않은 온두라스 서부 6개 주 농촌 지역의 1만 9천여 가구 및
학교,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1,700KW 규모의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
비를 구축했다. 우리나라 EDCF는 니카라과 농촌 태양광 사업 1차와 2차 사업
에 대해 각각 3,300만 달러와 2,700만 달러를 승인했고,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은 각각 동부 3개 주 164개 농촌 마을과 리오산후안
주 153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1,620KW와 2,070KW 규모의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콜롬비아에서도 IPSE와 공동으로 소규모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나라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
대로 이후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진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기관과 IPSE와의 협의를 통해 후보사업을 발굴하
고 IPSE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19) 콜롬비아 IPSE 관계자 인터뷰(2019. 7. 9, 콜롬비아 보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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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CF 인증기관인 국토개발금융공사(FINDETER)와의 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는 일반적으로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비중이 각각 70%와
3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은 양자협력과 다
자협력 비율이 각각 55%와 45% 수준으로 다자원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서 일반 ODA사업보다 다자기금
과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지
원하는 다국가지원 사업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전체 ODA 사업 중 다자원조 비중이 약 10% 수준이지만,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은 다자원조 비중이 약 40%로 매우 크다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콜롬비아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GCF 등 다자기금과 IDB, CAF 등 다자개발은행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체계의 재
정 메커니즘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다자기금인 GCF가 재원을 제공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GCF는 과거 GEF와 달리 국제기구 이외에도 국가기구 등 다수의 이행
기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콜롬비아의 국토개발금융공사
(FINDETER)가 GCF 이행기구로 인증을 받았다. 콜롬비아의 유일한 GCF 이
행기구인 FINDETER는 향후 GCF 재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사
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220)
한편 GCF는 재원이 부족하여 다양한 국제개발협력기구와 재원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발협력기구와
FINDETER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유망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GCF 재원과 우
리나라 개발협력 재원을 이용해 협조융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콜롬
비아의 기후변화 관련 에너지 부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컨설턴트로 선정되는 것은 쉽지
220) 콜롬비아 FINDETER 관계자 인터뷰(2019. 7. 10, 콜롬비아 보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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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와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GCF와 재
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보
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개발협력기관과 FINDETER의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그다음 유망 후보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본 사업 투자재원보다 본 사업 준
비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조사 등 선투자에 소요되는 투자재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INDETER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유망 후보사업 발굴 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본 사업 투자에는 GCF 재원
과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발한다면, 사업
준비 단계부터 참여한 우리나라 기업의 본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는 유효
한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2) 에콰도르
가) 한국의 ODA 제3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에콰도르 선정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개도국 중 24개국을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
정해 이들 국가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볼리비아, 콜롬
비아, 페루, 파라과이 4개국이 중점협력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조만간 우리나라는 ODA 제3기 중점협력국(2021∼25)을 선정해야 한다.
기존 4개 중점협력국 중 콜롬비아는 OECD 회원국인데다 소득수준도 높아 교
체될 가능성이 크다.
중남미 차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원조
태도(수용성), 그간의 수원 성과, 수원 사례의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 313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차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가장 유력한 후보국 중의 하
나가 에콰도르이다. 먼저 에콰도르는 중남미 수원국 중에서 수원 태도가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에콰도르는 다른 개도권 국가와 달리 원
조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 원조 성과가 높다는 평가다. 또한 에콰도르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플랫폼으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다. 수원국으로서 에콰도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장점에
비추어 볼 때 차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에콰도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콰도르가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될 경우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
던 재생에너지분야 지원 사업 등 대에콰도르 원조사업이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틀 속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나) 재생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채널로 한・에콰도르 산업협력위
회 설립 운영
에콰도르 정부는 2008년 헌법 제정을 통해 국가개발계획 수립과 추진을 명
문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3차(2009~13, 2103~17, 2017~21)에 걸쳐 국가개
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에콰도르 국가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석유
산업에 편중된 산업의 다각화와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레
노 대통령도 5대 핵심정책의 하나로 산업고도화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에콰도르는 중남미 국가 중에
서 한국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이 같은 에
콰도르의 산업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양자 간 협력방안 수립 시 보다 체
계적이며 포괄적인 산업협력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채널의
일환으로 ‘한·에콰도르산업협력위원회’를 설립해 정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과 포괄적
산업협력을 논의하고 발굴하는 채널로 산업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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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높은 에콰도르의 수요를 반
영하여 양자 간 산업협력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자간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채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5월 국무총리 순방 이후 에콰도르는 한국
과 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협력위
원회를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기업의 진출방안을
강구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의 돌파구를 위한 창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에
콰도르는 양자간 SECA에 기술이전 등 산업협력 조항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등 산업협력 방안의 논의를 SECA 협상에서가 아니라 산업협
력위윈회의 장으로 가져와 논의할 경우 SECA 협상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에콰도르의 에너지효율제고 계획 수립 지원
에콰도르는 다른 개도권 국가에 비해 전력보급률이 앞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다른 개
도권 국가에 비해 에너지효율 개선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에콰도르의 정부의
높은 관심은 2019년 ｢에너지효율제고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현재 에콰도르 정부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은 전기화다. 에콰
도르 경제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변화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또한 에콰도르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스마트 그리드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
적이며 정교한 실천계획의 마련이 중요하다. 에콰도르 정부는 ｢전기에너지공
공서비스법｣ 제13조에 따라 에너지효율관련 주무부처는 매 10년 단위로 국가
에너지효율계획(PLANEE: Plan Nacional de Eficiencia Energetica)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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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수요를 고려해 KSP나 ODA 사업의 일환으로 에콰도르의 에너
지효율 제고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
획 수립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 부문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 추진 시 중남미 에너지부문의 대
표적인 싱크탱크인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와의 공동연구도 유용할 것으
로 보인다.

라) 갈라파고스 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안 추진
갈라파고스는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해 생물 다양
성의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유네스코는 1978년에 갈
라파고스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갈라파고스는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해 에콰도르
정부는 2007년 갈라파고스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2020년까지 제로화하겠다
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화석연료 제로화 계획은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
된다. 먼저 디젤을 사용한 전력생산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를 활용한 재
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둘째, 점진적으로 디젤엔진 차량을 바이오연료
엔진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도입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는 것
이다. 셋째, 점진적으로 어선과 관광선의 엔진을 바이오연료 엔진으로 전환하
는 것이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당초 목표했
던 화석연료 제로화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20 갈라파고스 계
획(2015~20 Galapagos Plan)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의 85%가 여전히 디젤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에 반해 태양광, 풍력, 식물유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화석연료 제로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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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기를 2026년까지로 연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목표조차도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원조국에 비해 가장 적극적으로 갈라파고스의 탈탄소
화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
에 참여해 갈라파고스의 화석연료 제로화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 추가적
으로 마이크로 그리드(Microgri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계통망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
장장치(ESS)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체계이다. 또한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추
가적으로 갈라파고스 산타크루스 섬을 운행하는 디젤연료 보트를 전기보트로
교체하는 사업을 한국정부에 요청해 오고 있다.221)

글상자 3. 갈라파고스 군도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계통망 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전력부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마이크
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에콰도르 본토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태평양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 크리스토발
섬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적
개발원조 사업은 증여성(Grant) 무상원조자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개발원조 예산 70억 원
(계획)이 투입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력계통망 구축뿐 아니라 태양광 전지판 등 발전설비 보급도
포함하고 있다.
자료: KIAT(2018), 「에콰도르 신재생에너지전력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MOU 체결」(2018. 8. 24).

현재 에콰도르 정부의 청정에너지 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러
한 정책 의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 갈라파고스 군도이다. 에콰도르에서 갈
라파고스 군도는 청정에너지 국가 전략 추진의 상징성이 높은 곳이다. 꼬레아
대통령 시절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탈탄소화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
했으나 개발자금 도입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었다. 현 모레노 정부
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상징성이 높은 갈라파고스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개발
221) 에콰도르 KOICA 관계자 인터뷰(2019. 8. 2, 에콰도르 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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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포석이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지구 생물다양성의 최후 보루’로 상징성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은 향후 중남미 인근
국가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시 및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원조국에 비해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풍
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갈라파고스 군도를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
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라파고스의 탈탄소화 사
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갈라파고스에서 우리나라의 협력은 에콰도르
정부의 산발적인 개발협력 요청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앞으로도 갈라파고스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에콰도
르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갈라파고스를 중
남미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선
제적으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안하고 이
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 중남미 전기차 진출의 교두보 활용
에콰도르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풍부한 전기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기화 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에콰도르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화 정책의 핵심 사업은 전기차 보급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중남미 국가 중
에서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에콰도르에서 전기차 보급은 초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와 지자체의 전기차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전기차 판매는 130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에콰도르에서 전기차 보
급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에콰도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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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모든 신규 대중교통 차량 교체 시 전기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간 전기차 분야에서 협력은 2016년 3월 한·에콰도르 EDCF 정책협의
회에서 전기차 관련 협력방안이 논의되면서 본격 시발되었다. 당시 에콰도르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7,000~1만 2,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
차 조립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히고 한국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 한국 정부
는 중남미 전기차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에콰도르의 협
력요청을 수용했다. 이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의향서가 체결되었다. 이 의향서에 기초해 2017년 8월 한전을 주축으로
PNE시스템즈, 에버온, 비긴WM 등이 공동으로 3개 도시에서 사업타당성 조
사를 실시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키토 등 3개 도시 고속도로의 91개
지점에서 공공용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설계가 완료되었다. 한국 정부는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충전 인프라 표준규격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정부는 3,000만 달러 규모의 EDCF 차관도 확보하였다.222) 그러나
동 사업은 이후 에콰도르 내 정치적 이유로 실행이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동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여 양국간 전기차 부문에서의 협력 모
멘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에콰도르의 전기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의 사업기회도 클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기업들은 현지 배전회사와 협력하여 전기차 급속충전소
를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향후 전기충전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에콰도르가 제공하는 전기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
기차, 충전기, 과금시스템, 전력관리 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야에서 개발기업들
이 각개약진 형식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패키지로 묶어 진출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지 전문가의 제언이다.223)
222) 에너지신문(2016), 「한전, 에콰도르 전기차 충전시장 잡는다」(2016. 3. 11).
223) KOTRA(2019), 「에콰도르 전기차 충전기 시장동향」(8. 27), https://news.kotra.or.kr › user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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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볼리비아
가) 지속적 개발협력 추진
한국의 볼리비아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는 2012년 국가협력전략(CPS) 1기
시행에 따라 시작되었다. 한국은 1965년 볼리비아와 수교한 바 있지만 1998
년 12월 IMF 위기로 주볼리비아 한국대사관 폐쇄를 결정하였고224), 이후
2008년 7월 공관을 재개관했다. 그 결과 약 10여 년간 양국간 외교관계에 공
백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한국은 공관 재개관 이듬해인 2009년 볼리비아를 중
남미에서 최초의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며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내보였
고, 이후 2012~15년 CPS 1기, 2016~19년 CPS 2기 사업을 시행해 볼리비아
에 대한 집중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ODA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볼리비아 원조는 대중남미 원조금 총액의
15.1%에 해당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재 한국은 볼리비아에서 6번째
규모의 원조 공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볼리비아 원조는 비단 양적 규모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원조효과
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으로 엘알또 한국병원과 바네가스 교량 공사를 들 수 있다. 엘알또 한국병원은
1995년 설립된 이후 KOICA를 통한 3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기술협력과 지원
을 통해 현재는 자체적인 수입만으로 인력 및 기자재 확충이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바네가스 교량 공사는 EDCF를 통한
사업으로 총 4,106만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대산업개발과 도화엔지니
어링이 시행사로 참여했다. 총 1,440미터 길이로 볼리비아 최장 다리인 바네
otranews › album › globalBbsDataAllView(검색일: 2019. 9. 5).
224) 1998년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정부조직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총 145개 재외 공관에 대
한 폐쇄 및 통합 정책을 취했다. 해당 조치로 중남미에서 폐쇄되었던 공관들은 총 4개로 주볼리비아
대사관(1999년 폐쇄 후 2008년 재개설), 주니카라과 대사관(1990년 폐쇄 후 2007년 재개설), 주우
루과이 대사관(1998년 폐쇄 후 2002년 재개설), 주트리니다드 토바고 대사관(1999년 폐쇄 후 200
8년 재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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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교량은 그란데강 이동 시간을 최소 2시간에서 불과 몇 분으로 단축시켜
볼리비아 북동부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CPS 1기와
2기 시행을 통해 중점 협력 분야인 교통, 농업(지역개발), 보건의료 부문의 다
양한 사업들과 그 밖에 초청 연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및 정책자
문 등의 활동을 실시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활발한 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볼리비아에서 원조의 경
험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주요 원조 공여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
었다. 한국의 대볼리비아 개발원조는 원조를 통한 수원국의 발전 수요 충족, 보
다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양국간 신뢰 형성이라는 성과로 나
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타크루스 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공적인 민관협력
(PPP) 사례로서, 아직은 초기 단계인 볼리비아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발원조가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대볼리비아 원조의 긍정적 성과를 고려할 때, CPS 2기가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도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을 통해 볼리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개
발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CPS 3기 계획 수립에 있어 볼리비아 정국
혼란과 향후 정세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년간 집권했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9년 10월 20일 대선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논란으로
11월 10일 대통령직 사임에 이어 멕시코로 망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향후
치러질 재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
권교체 시 볼리비아의 국가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집권기간 연평균 4%를 상회하는 경제성장
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와 전력보급률 확대 등 균형 발전에 있어서
도 주목할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개발 정책에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
가를 받아 왔다. 따라서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정부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개발 정책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차기 CPS 이행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볼리비아의 국내 정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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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단기적 고려보다는 1기와 2기 사업들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주된 기준
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차기 CPS(국가협력전략) 사업에서 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한국정부는 CPS의 중점지원 분야를 설정해 원조 재원의 70%가 집중되게
하는 방침을 세워 왔다. 볼리비아의 경우, CPS 1기(2012~15년) 사업의 3대
중점지원 분야로 교통, 농업, 보건의료가 선정되었고, CPS 2기(2016~19년)
사업의 4대 중점지원 분야는 교통, 지역개발, 보건, 에너지가 선정되었다. 여타
중점지원 분야와 달리 에너지 분야는 CPS 2기에 신규 추가되었으며, 이와 관
련해 “신재생에너지 및 소수력 발전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전수 등의 역량
강화 실시를 통해 벽지 및 오지 전력 공급과 산업화 기반 마련에 기여”225)한다
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19년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발표된 사업은
‘볼리비아 에너지 수요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전문가 연수 사업 1건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사업 발굴 및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볼리비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력보급 보편화를 달성한
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했
다. 더 나아가 2015년 유엔 기후협약에 제출한 INDC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주
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전력생산과 보급 확대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에너지 부문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볼리비아 정부에
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국가개발계획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부
응하여 한국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CPS 2기 중점지원 분야에 추가하여 볼리비
아 정부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따라서 차기 CPS 시행 기간에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 및 이행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볼리비아 전력·
대체에너지차관부(VMEEA)는 2014년 ‘대체에너지개발계획 2025’에서 볼리
225) 관계부처 합동(201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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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의 태양광 및 풍력을 활용한 전력 개발을 ①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단
지 설립을 통한 전력생산량 증대 ② 도심 지역 대단지 주거시설 및 공공/민간
시설 대상, 자급자족 독립형 전력망 구축 확대 및 계통연계형 시스템 구축 ③
통합전력망으로 연계되지 않는 농촌 및 오지 대상,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계통
비연계 분산자립형 전원 보급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한 농촌 및
오지 대상 소수력 발전 및 안정적인 전력 보급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 시스템
구축을 중점 육성 분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을 향한 볼리비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
고, 볼리비아에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족,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미비, 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에너지 보조금 정책, 2019년 11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임 발표 이후 심화되는 정치 갈등과 같이 재생에너지 개
발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볼리비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협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CPS 시행 기간에는 KSP와 ODA 재원을 통해
현지 수요 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현지 기관과의 연구 협력 및 양국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초기 진출 위험이 상대적으
로 적은 분산형 전원 및 하이브리드 전력개발 부문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수 있다. 첫째,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예컨대 전력·대체에너지차관부(VMEEA) 및 에너
지부(ME) 등 정부 관계부처, 산시몬국립대학(UMSS), 산안드레스국립대학
(UMSA), 볼리비아가톨릭대학(UCB) 등 대체에너지 관련 연구와 교육을 담당
하는 대학들의 해당 연구기관, Energética, Aber 등 시민단체 및 Cenfotec
등의 볼리비아 민간기업 등)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초청 연수 사업 및 전문
가 파견 사업을 시행해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

제5장 한국·안데스 4개국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 • 323

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볼리비아는 최근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경제소득으로
인해 자체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
계와 비정부 기구는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대부분을 해외
원조기관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볼리비아의 전통적 공여국들인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와 환경 부문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지원을 통해 현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
하고, 연구 결과를 사업 발굴과 시행에 활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차기 CPS 시행 단계에는 경쟁력 있는 볼리비아 연구기관을 선별해 재생에너
지 개발과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지
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연구가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가
질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산타크루스 신도시 스마트시티 구축 참여
KOICA는 LH공사를 위탁사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볼리비아 주택 및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LH공사는 산타크루스
신도시 사업 시행사인 헬(GEL, Grupo Empresarial Lafuente)사에 신도시
시공관리(CM)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현지 시행사인 헬사는
2035년까지 총 32억 달러(약 3조7,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분당 신도시의
3배인 5,570헥타르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측에서는 LH공사가 시공관
리 자문을 맡고, 선진·평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사업관리(PM)을 담당해 1
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있으며, 1지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
관리(PM)와 시공관리(CM) 자문의 총 용역비는 약 1,149만 달러로 추정된다.
산타크루스는 2019년 기준 총 167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인구 183만
명을 보유한 수도 라파스에 이어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이
다.226) 산타크루스는 또한 볼리비아 농축산업의 중심지이자 천연가스가 집중
226) https://www.macrotrends.net/(검색일: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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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매장된 지역으로 볼리비아 전체 평균의 1~1.5%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
률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산타크루스는 연간 2.2%를 상회하
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외연 확장 속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기록되었다.227) 산타크루스
신도시는 인구 성장에 따른 도심 내 주거 시설 부족 및 교통체증 문제에서 벗어
나 보다 현대적이고 쾌적한 첨단 도시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기획되었다. 산타크루스 신도시는 남미 최초의 민간주도형 스마트 시티로 개발
되며, 3개 지구로 나눠 5년 단위로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시가 완성
되면 약 43만 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산타크루스 신도시의 도시개발 계획단계에서
스마트 시티 모델을 도입해 다양한 ICT 관련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28) 이와 관련해 2019년 2월 국토교통
부는 ODA 사업인 ‘볼리비아 주요도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
립사업’을 발주한 바 있다. 산타크루스 신도시는 아직 건설 초기 단계로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① 최초의 민간주도형
도시로 기획되었으며 ② 한국의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례로서 한국 공기업과 민
간기업이 시공관리 자문과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③ 볼리비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자 농축산업 및 천연가스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
한 혁신을 주도할 첨단도시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기업의 진출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제정된 볼리비아의 신헌법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지방 정부에 재
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산타크루스 신도시 시

227) Forbes Custom, https://www.forbes.com/custom/2015/09/28/santa-cruz/(검색일: 2019.
11. 23).
228) 건설경제(2016), ｢한국형 신도시 수출 1호’ 산타크루즈 신도시 내년초 착공｣(12월 12일), http://
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612090737183860915#cb(검색일: 2019. 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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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인 헬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산타크루스 시정부와의 소통 및 교류를 활성
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 센터 등의 ICT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
로 타진할 필요가 있다.

라) 천연가스 수출시장 다각화 정책을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확보
천연가스는 그간 볼리비아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다. 볼리비아에서 천
연가스 생산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을
정점으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생산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최대 수
요처인 브라질에서 볼리비아산 가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스전의 생산이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대브라질 가스 수출은 2015년 108억㎥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76억㎥로 급감했다. 브라질에서 볼리비아산 가스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브라질의 암염하층 유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리비아를 남미 에너지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구상하에 2019년을 ‘YPFB 국제화 실현의 해’
로 선언했다.
또한 볼리비아 정부는 천연가스 최대 수출시장인 브라질 시장을 대신할 대
체 시장으로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페루를 통한 수출을 적극 타진해 오고 있
다. 이의 일환으로 YPFB는 2019년 1월 페루 남동부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
하고 가스 저장 플랜트를 설립하는 데 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
다. 특히 볼리비아 측은 일로(Ilo)-라파스(La Paz)간 파이프라인과 액화플랜트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3월 모랄레스 대통령은 일로(Ilo)항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을 준비 중
이며 이를 통해 운송된 가스는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랄
레스 대통령은 인도의 람 나트 코빈도(Ram Nath Kovind)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인도기업이 볼리비아 천연가스 탐사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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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Ilo)까지 파이프라인과 LNG플랜트 건설을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
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9년 6월 양국 담당 장관이 페루 카미세아
(Camisea) 가스전과 볼리비아의 파이프라인 연결 프로젝트 건설을 포함한 일
로(Ilo) 선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협의된 천연가스 수출시장 다각화 계획은 2019년 11월 에보 모랄
레스 대통령의 망명과 볼리비아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상당 기간 표류할 전
망이다. 그러나 천연가스가 볼리비아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부가 등장하든 천연가스 수출시장 다각화 정책은 신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앞으로 추진될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수출시장
다각화 정책에 따라 파생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주시하고 볼리비아 정부, 인도
및 중국기업, IDB 및 CAF 같은 중남미 지역개발은행 등과 협력하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페루
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채널로 한·페루 산업협력위원회 활성화
2012년 12월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페루 생산부는 FTA 체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한국은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 페루 이외
에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와 양자간 산업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오고 있다.
산업협력위원회는 크게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먼저 무역
촉진, 기업의 무역환경 개선, 그리고 투자 진흥 논의 등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장
려이다. 둘째, 산업기술, 기술표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의 산
업협력 확대다.229)
229) FTA 종합지원센터(2012), 「한-페루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페루와의 산업·자원협력 강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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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은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바탕으로 산업을 육성하
려는 페루와의 산업내 또는 산업간 협력을 통해 양국간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
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창구로 평가되었다. 특히 산업협력위원회는
양국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채널로서뿐만 아니라 양국이 관심을 갖
고 있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창구로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설립 초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
자간 산업협력위원회는 2015년 2차 회의 개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최근 들어 양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협력 수요를 협의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절
한 협력채널이 부재해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양자간 산업협력 활성화의 채널로 현재 중단된 산업협력위원회 활동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롭게 정비된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 등 양측에서 관심이 많고 협력 잠재력도 높은 신협
력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나) 투자 부문의 다변화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대페루 직접투자는 주로 광업에 집중되었다. 1994년
부터 2018년 6월까지 대페루 업종별 투자 현황의 누적 통계를 살펴보면, 광업
이 전체 25억 4,000만 달러(208건) 중 24억 7,000만 달러(66건)로 전체 투자
액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제조업, 농업 및 어업, 도소매업이 약
6,000만 달러(85건)로 2.3%를 차지해230)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
중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페루정부는 전통적 에너지 분야에서 천연가스 개발 확대를 통한 가
5),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8661(검색일: 2019.
11. 22).
230) KOTRA,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
.do?nationIdx=132(검색일: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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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화를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해 에너
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소규모 수력발전 및 풍력 발
전,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에 우리 기업 또한 광물자원 개발
에 집중된 투자를 신재생에너지자원 개발 및 기후변화 위기대응 관련 분야로
전환하거나 동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SK의
까미세아 가스전 개발사업이나 포스코건설의 모옌도 가스화력발전소 등은 우
리 기업이 기술력과 적극적인 수주 영업을 통해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대페루 투자 및 진출 분야의 다변화는 페루 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의 방향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 경쟁이 심화되어 신
규 투자기회를 찾기 어려운 광업 부문의 진입장벽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다) 송전 및 배전, 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
페루 비스카라 정부는 광산투자 유입 확대, ‘엘니뇨’ 피해 지역 재건사업, 리
마 전철 및 순환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부문에 대
한 대규모 또는 신규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반면
2018년 플라니시에(Planicie)지역 변전소 및 가변무효전력보상기 사업, 누에
바 까라께로(Nueva Carhaquero) 변전소 사업 발주와 같이 전력망을 확충하
기 위한 프로젝트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9월 페루 투자진흥청(ProInversión)은 ‘2019~22 프로젝트 포트폴
리오’231)를 발표했다. 동 포트폴리오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운송, 에

231) ProInversión(2019), https://treatyweb.mofa.go.kr/?4bm73o3w2eHaviUk7d6NylgBwOtI
7CNRfZz%2BEkvZPmLD%2BlP5PwzVBkwsIUYhdom31kyAmISeOZI688BMbDzbMqbSkV
eb5w0OLQjARqnQHBI%3D(검색일: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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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광산, 상하수도, 보건, 부동산, 관광, 교육 등의 분야 51개 프로젝트에 총
92억 1,1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중 에너지 및 광산 분야
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1개 프로젝트에 총 9억 6,6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11개 프로젝트 중 9개 프로젝트가 송전 및 배전, 변전소 건설
과 보수, 확장 관련 프로젝트이며 총 4억 1,6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로 민간
주도 자기조달 투자 프로젝트 형태232)로 민간부문에 발주할 예정이다.
페루의 경우 농촌 및 오지 지역에서의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하는 오프 그리
드(off-grid) 방식의 전기 공급이 대부분인데, 페루정부는 에너지 공급에서의
사회통합 정책에 따라 온 그리드(on-grid) 전력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
서 송배전 자재·장비기술, 자동화 설비, 제어시스템과 관련해 송배전 전문기업
및 전력 기자재 전문기업 등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의 페루 진출이 유망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사가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부문의 프로젝트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기계 전문업체, 플랜트설비 정비업체, 제어시스템 분석 전문
업체,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등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또한 희망적이라
기대할 수 있다.233)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신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 내용에 대한 발 빠른 정보 수집이나 현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페루 송전, 송배전 시장의 동향 및 전망, 우리
기업이 접촉해야 하는 유관기관들에 대한 조사 등 투자여건을 관련 기업들과 공
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관(KOICA, KOTRA)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다 전문
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234)
232) PPP 형태의 사업을 지칭하며 정부 개입 또는 참여가 5% 미만인 투자 유형이다.
233) 부경진, 하윤희(2018), p. 169.
234) 페루 KOTRA 관계자 인터뷰(2019. 8. 1,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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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DA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 신사업 개발
우리 정부의 대페루 ODA와 개발협력 사업 중 에너지 부문, 특히 신재생에
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대한 사업은 많지 않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관련한 사업도 다른 분야의 ODA 및 개발협력 사업
과 비교하여 아직까지는 비중이 높지 않다. 2019년 페루와의 개발협력 및
ODA에 배정된 188억 4,600만 원(중점분야 128억 6,900만 원) 중에 환경보
호를 위한 사업은 11억 1,500만 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예산이 공공행정, 보
건위생 및 교통 분야에 할당되어 있다.
한편 페루는 OECD 가입을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 기준
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 전망된
다. 따라서 향후 페루와의 개발협력은 개도국에 주로 지원했던 보건, 공공행정
분야보다는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분야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개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
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GCF 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마존 습지보존
및 태양광 에너지 기반 바이오 비즈니스 생산성 제고 모델 수립 사업이 좋은 사
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이 KOICA를 통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추진되
고 있다면, 무산되기는 했으나 GCF 사업의 일환으로 제안, 추진했던 쓰레기
매립장 내 매립가스 발전(LFG) 시설 설치 사업은 실제 이행과정에서 우리 기업
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235)

235) 리마 KOICA GCF 사업 담당자 인터뷰(2019. 7. 22, 페루 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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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
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인류 문명은 발전을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불
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대응 노력
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세계의 에너
지 전환 노력이 성과를 보인다면, 205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90%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탈탄소화, 저효율·다소비 구조에서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최종 에너지 소비를 석유
제품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이러한 에너지 전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안데스 4개국도 에너지정책의 기
조를 친시장에서 친환경으로 바꾸고 에너지 전환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온
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안데스 4개국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개
발과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분석
대상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
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안데스 4개국은 에너지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도 높은
편이다. 안데스 4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
며, 온실가스 배출구조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오
히려 토지이용·임업(LULUCF)과 수송 부문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안데스 4개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
유롭고, 기후변화의 위험에는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안데스 4개국의 에
너지정책은 큰 틀에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로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는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페루는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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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에콰도르는 석유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풍부한 수력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전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볼리비아는 천연가스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농촌 에너지 보급
률 확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안데스 4개국은 탈탄소화, 효율화 그리고 전기화로 대변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간투자
와 개발협력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함에 따라 안데
스 4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관, GCF 등 다자기금 그리고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의 안데스 4개국에 대한 기후변화 위기대응 관련 개발협력 사업도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안데스 4개국의 에너지 시장구조,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 그
리고 에너지 부문의 민간투자와 개발협력 사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
리 기업의 에너지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협력방안과 국가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협력방안은 크게 재원과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분하여
제시했고, 국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별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전제하고 안데스 4개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에너지신산업
사업 기회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나 셰일혁명에 따른 국제 에너지 정세 변화 등
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의 시대가 좀 더 길어지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방안이 개발협력 중
점대상국 선정, 개발협력 전략 수립 등 정부의 대라틴아메리카 정책 수립에 반
영되고, 우리 기업이 안데스 4개국 에너지신산업 분야 진출의 유용한 지침 역
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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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Ongoing Energy Transi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ooperation Strategy with South Korea:
The Cases of the Andean Countries
Young Seok Kim, Kisu Kwon, Jung Won Kang, and You Kyoung Kim

It’s time for a paradigm shift in the global energy sector from the
“energy security” to the “energy transition”. While energy platform
in the past was largely defined by affordable and sustainable energy
supplies, recent energy system is marked by the energy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and nuclear power to clean and safe energy
resources like wind and solar. Climate change comes to the
forefront in explaining this paradigm shift. To confront the
imminent challenges posed by climate change, the global community
has come up with meaningful agreements for collective actions and
it has strengthened the efforts for greenhouse gas mitig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has not been an exception in such a paradigm shift in the energy
sector prompted by climate change. As a crucial member of a global
community, LAC countries have taken a greater part in the
collective actions to enhance access to stable energy supplies by
accelerating energy transi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vides a

Executive Summary • 349

comprehensive review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of LAC
countries and the ongoing private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LAC. Based on case studies on four Andean States which include
Colombia, Ecuador, Bolivia and Peru, we propose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development cooper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LAC countr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four Andean State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2 examines a
paradigm shift in the world energy sector. Global demand for energy
has increased constantly. Global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2.5 times in 45 years from 5,500 Mtoe in 1971 to 13,700
Mtoe in 2016, and it is projected to grow by 1.0 percent annually to
reach 17,600 Mtoe in 2040. Fossil fuels continue to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of energy consumption. However, the share of fossil
fuels is projected to fall from 81.1% in 2016 to 74.6% in 2040 while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s forecasted to rise to 19.6% from
13.9% over the same period. In particular, the share of
non-conventional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1.6% in 2016 to 6.4% in 2040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7.0%.
Meanwhile, the shale gas revolution in the United States is on the
verge of transforming the world of energy market. In consequence
of the U.S. shale revolution, gas is projected to occupy the position
of the world's major energy sources in the 21st century. If the U.S.
gas boom spreads to other countries, the age of fossil fuels may last
longer than expected. In this scenario, concerns are raised abou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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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impact of the shale revolution on global warming given
that it may trigger increase in fossil fuel consumption and delay in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Nonetheless, energy transition is imperative for humankind to
cope with the threat of nearby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climate
change. The three key dimensions of energy transition are
de-carbonation, energy efficiency, and electrification. For successful
global energy transition, changes in energy policy need to be
combined both with development of new energy sources and with
innovation in climate technologies to foster energy efficiency.
As part of that, the global community adopte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nd it
has strengthened its efforts to face the climate crisis.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it is a mandate for the global community to
provide

technolog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spect, meaningful achievements have been mad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llectively cope with climate
crisis. Also, private sector is another promising actor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through its contribution to ICT convergence in the
energy sector.
Chapter 3 analyzed the recent trends of energy sector, climate
change, prospected energy transition, an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ector in LAC.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trend, fossil
fuels comprise the greatest share of LAC energy consumption,
reaching at 69% (oil accounting for 37%, natural gas 22%, coal 4%,
respectively). Even so, LAC countries are less dependent on fos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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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s compared with the world average of 81.1%. Moreover,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LAC is 30%, which is far above the
world average of 13.9%. When it comes to the primary energy
consumption, LAC consumed 666 Mtoe, accounting for 4.84% of the
global total. Energy demand in LAC is projected to grow 1.4%
annually to reach 936 Mtoe by 2040.
The 20 major LAC countries emit approximately 1.83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ccounting for about 5.07% of the global CO2
emissions (35.1 billion tons). Among LAC countries, only four
countries emit above 0.1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which
include Mexico (0.48 billion tons), Brazil (0.53 billion tons),
Argentina (0.2 billion tons), and Venezuela (0.18 billion tons). CO2
emissions per capita in LAC was reported at 3.1 tons. If we suppose
that the per capita CO2 emissions should be lowered to less than 3
tones to cope with climate crisis, LAC is already close to that level.
Besides,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ector such as solar and
wind has surged worldwide. In Latin America,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except for large hydro plants) from 2010 to 2015
exceeded USD 80 billion. Accordingly, the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in LAC jumped from 10 GW in 2006 to 36 GW in 2015. Also,
LAC countrie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smart grids
technology deployment. Encompassing many isolated areas beyond
the interconnected system, LAC countries have shown a high
demand for micro-grids and energy storage devices. In addition,
relatively high power dissipation of the region has called for a
higher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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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conducts case studies on the four Andean States which
include Colombia, Ecuador, Bolivia, and Peru. We selected the four
countries for a county-level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their high
potential for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They have been the major partner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ccelerating their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he four Andean
States also provide a sound opportunity for private investment in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s the first case country, Colombia is a leading energy power in
Latin America. Colombia is a net exporter of energy, consuming
only about a quarter of its primary energy production domestically
and exporting the remaining three-quarters, due to its abundance of
fossil energy, such as coal, oil and natural gas, and renewable
energy such as hydro power and biomass.
To counter the risk of depleting fossil fuels and the climate crisis,
the Colombi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priority in energy policy
to energy transition. It has made meaningful efforts to promote
non-traditional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and
it has upheld innovations in energy industry through the deployment
of ICT technologies such as smart grids. Despite these endeavors,
Colombia has not yet achieved a sufficient progress in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in non-traditional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still

stays at

the

initial stage of

implementation, while innovations in energy industr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smart grids are still at the stage of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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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Colombian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 order to reduce 20-30%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 objective that it proposed in it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Prompted by
this policy change, Colombia’s renewable energy sector has
experienced a rapid growth in private investment. Additionally,
international assistance for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fight
climate change in Colombia continues to grow. Accordingly,
Colombia is expected to offer greater opportunities to South Korea
for privat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s in the energy
and climate change sectors.
Secondly, Ecuador is one of the leading oil-producing countries in
LAC. It has been the only members of OPEC along with Venezuela in
the region. Ecuador is a net exporter of energy, exporting 60% of the
primary energy production. Oil accounts for 87% of the primary
energy production in Ecuador. The energy system of Ecuador is
structured to be dependent on oil. Nonetheless, since the adoption
of a new constitution in 2008, which is the first in the world to
recognize the rights for nature, the Ecuador’s government has
accelerated the efforts to transform its energy structure to be
environmentally sound. More tangible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arena of electric energy. Driven by the renewable energy
policies oriented toward hydro power, the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surpassed the capacity of fossil fuels for the first time since
2016. As of 2019, renewable energy accounts for more than 75% of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ed in Ecu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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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Ecuador stay at a modified level
when compared with the global average. Still, Ecuador’s government
has joined the collective endeavors to confront climate crisis by
proposing to reduce a maximum 45.8% of greenhouse gas emission
in its INDC. To meet the challenge, Ecuador’s government has given
policy priority to the electrification. To be specific, it has focused
on supplying electric vehicles to reduce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which generates the largest shar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lectrification of the Ecuadorian
economy is expected to accelerate its pace as the government
passed new Energy Efficiency Law that mandates all new city and
provincial buses to be electric beginning in 2025.
Thirdly, Bolivia is a major producer of natural gas in LAC. Natural
gas accounts for 81% of the primary energy production in Bolivia
and 70% of natural gas produced in the country is exported.
Governing for almost 14 years from 2006 to 2019, Evo Morales, the
former president of Bolivia tightened state control over natural
resources. Driven by such policy measures as well as the increased
market price of natural gas, Bolivia has accomplished an annual
average of 4% economic growth over the las decade. Another
remarkable achievement has been the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energy provision to the rural and remote zon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Bolivia still remains to be the poorest
country in terms of its income per capita in South America. As such,
the priority in her energy policy is oriented towards energy security
for affordable and stable energy supplies. Rather than emphas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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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transition to cope with climate crisis, a greater weight is
given to ensur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y utilizing
energy resources such as natural gas and lithium. Still, Bolivia has
made meaningful progresses in energy transition prompted by
recent renewable energy policies that are designed to expand the
supply of electricity to remote and rural areas by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ies such as hydro, solar, and wind
power.
Tightened state control over energy resources in combination
with a relatively high poverty rate have hindered active foreign
investment in the Bolivian energy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provide
substant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foster energy transi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Bolivia.
Fourthly, Peru is another leading exporter of natural gas in LAC.
Fossil fuels including natural gas account for 80% of primary energy
production in Peru. In addition to fossil fuels, Peru enjoys rich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ch as hydro, solar, and wind power.
Hydropower accounts for 50% of the nation’s electricity generation.
In comparison with hydropower, the contribution of another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remains relatively low,
accounting for only 3.3% of the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To ensure economic growth by utilizing rich natural gas, the
Peruvian government has actively promoted the development of
natural gas. It also has worked to increase the share of gas in the
domestic energy consumption. Hence, a priority has been give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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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gas than to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Likewise, the recent renewable energy projects have replaced only a
slight proportion of traditional fossil fuels. Nevertheless, we need to
note that the Peruvian government has achieved significant
progresses in it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and to
improve it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so been actively engaged in cooperating with Peru
to foster greenhouse gas mitig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s
of the country. As well, Peru seems to be a promising market for the
investors in climate-smart technology.
In the last section of chapter 4,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ur Andean countries. All these countries have
abundant energy resources. Among them, Colombia boasts of the
largest scale in terms of the production, export, and consumption of
energy, followed by Peru, Ecuador, and Bolivia.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paradigm shift to energy transition, meaningful
transformations are taking place in the energy policies of the four
Andean countries. All these countries have changed their energy
policies in a way that emphasizes energy transition, particularly the
diversification of energy mix and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uch as
hydro, solar, wind and biomass power.
The four Andean countrie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llective endeavors at the global level to counter climate change,
which among others include the UNFCCC, 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Agreement. Pursuant to the Paris Agreement, all th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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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submitted their INDC in 2015. In addition, they have set
goal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have laid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boost private investment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ffered a substantial assistance to foste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greenhouse gas mitigation in these countries.
In the last chapter, we propose policy implications to facilitate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individual four
Andean countries in energy and climate change sectors. To be
specific, we suggest strategies to strengthen cooperations in the
following three subjects of energy innovation: financial assistance,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framework, and smart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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