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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공정책 도입과 한계 분석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하상섭 교수

전문가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들어가며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전 세계가 이룬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각 회원국들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이하, 그리고 가능하다면 1.5°C 이하로

제한하자는데 대한 국제적·환경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공정책 창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개별

회원국들의 ‘자발적 국가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제출과 기후변화의 적응(adaptation) 및 완화(mitigation) 관련 구체적인 국가 실천

계획에 대한 합의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고는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SDG 13 목표 기후변화)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정책들과 발전 경로, 그리고 정책의 도입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중남미의 기후시장 발전 및 공공투자 정책

오늘날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어려운 과제이다. 시장 자체로는 자발적 혹은 탄력적 형태의 저탄소 발전 시스템으로

빠르게 움직여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정책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이라는 목표는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금융, 상품 그리고 자본 시장을 규제·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하며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많은 행위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

저감 기술,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탄소 포집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투자 결정은 이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기후시장에 대한 투자와 관련, 특히 탄소배출 저감 부문에서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최근 중남미 정부들이 환경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환경오염(대기, 수질, 쓰레기 등)에 대한 비용 지불(오염자 부담의 원칙) 개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을 공익을 저해하는 사회적 비용(탄소세)으로 인식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들도 도입되고 있다.1)

1) 중남미에서 시장을 활용한 저탄소 정책으로는 탄소세 등 세금 부과, 정부 보조금 지급, 탄소배출거래제(ETS) 도입 등이 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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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중남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나리오: 2014–2030 (단위: GtCO2e) >

“The climate emergenc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path ahead- resignation or action?” ECLAC, (2020) p. 231 재인용

위 < 그림 1 >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에서 보듯이, 중남미 지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BAU),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2015년 기준) 3.9 GtCO2e 보다 증가한 4.7 GtCO2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국가들이 규제를 통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나리오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30년 지구 기온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GtCO2e 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2015년보다 1.6 GtCO2e을 감축해야 하는 엄청난 정책적 노력을

요한다. 2)

2) 사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개별 국가 차원의 자발적 탄소 저감 목표 및 약속 이행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칠레를 제외한(2020년 4월에 NDC 제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제출 이전이거나 혹은 제출을 연기·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건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2020년 11월 영국 개최 예정이던 COP26은 2021년으로 연기), 브라질

보우소나로 정부처럼 기후변화 정책의 쇠퇴(농업과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 중심), 팬데믹을 포함하는 중간보고서 준비(코스타리카 2020년 12월 예정), 정권교체 및 새로운 준비위(아르헨티나 2020년 9월 예정)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과 약속 이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과 국제적 약속

투자 부문의 노력과 더불어 규제 조치에 대한 공공정책들도 논의되어 왔다. 도입 부문에서 언급한 국제 공공정책의 일환인 ‘자발적 국가감축계획(NDCs)’의 경우, 중남미 모든

국가들은 이를 국가 정책으로 수용하고, 2030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수립,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 재정 지출

각국 정부가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또 다른 공공정책 부문은 재정적 준비이다. 물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환경보호

관련 지출은 예산 구성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며, 종종 환경보호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예산이 혼재되어 있기도 한다. ECLAC의 2014년, 2020년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은 상당히 낮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을 종합한 지출이 2015년 GDP의 0.6%(DANE, 2016년)에 그쳤고, 같은

해 멕시코는 GDP의 0.8%(INEGI, 2016년)에 머물렀다(Alicia Bárcena, et al. 2020: 235).3) 

정부 재정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지출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남미 각국의 기후 관련 예산은 더욱 저조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사이 콜롬비아의 기후 관련 평균 지출은 GDP의 0.27%,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는 각 1.39%, 1.07%, 온두라스의 경우 2014-2015년 GDP의 약 2.24%를

지출했다고 보고되었다(Alicia Bárcena, et al. 2020: 236). 2019년 기준, 기후 관련 예산의 구체적인 유형과 특징을 보면, 적응(adaptation) 부문에 대한 지출이 완화(mitigation)

부문 지출을 크게 넘어선다는 특징을 보였다. 여기서 적응 부문은 자연재해 방지 사회 인프라 건설, 산림과 농업 부문 기후 적응,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 해당되며, 완화 부문에 대한

지출은 대개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미의 엘살바도르에서는 기후 적응 부문(63%; 홍수, 가뭄, 태풍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의 지출이 완화

부문(27%)에 비해 2.3배 높았으며, 온두라스에서도 64.3%가 적응, 34.4%가 완화 부문에 지출되었다. 남미 칠레에서는 지출의 63%가 적응, 완화에 19% 그리고 나머지 18%는

혼합 지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에콰도르에서는 79.3%가 완화 부문에 지출되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를 포함, 수력 발전 인프라와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 부문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적응 부문에는 20.7%; Alicia Bárcena, et al. 2020: 237).

3) 환경보호를 위한 칠레의 정부 지출은 2012년 GDP의 0.1%였으며, 코스타리카는 2015년 GDP의 0.19%에 머물렀다.



< 그림 2. 중남미 환경 관련 세제: 2016년 (단위: GDP의 %) >

“The climate emergenc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path ahead- resignation or action?” ECLAC, (2020) p. 231 재인용.

연료세는 중남미 개별 국가들이 부과해 온 중요한 환경 관련 세금이다. 개별 정부들은 일반적으로 연료세 부과를 통해 재정을 확충해 왔으며 동시에 연료의 과다한 소비를 억제하여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는 물론, 도시의 교통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도로에서 자동차의 증가 및 연료 소비의 증가는 오늘날 중남미 대도시에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기오염 증가 및 열악한 대기 질은 시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권 및 복지권의 파괴에 영향을 주며, 특히 점증하는 교통량으로 교통 혼잡, 사고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남미 정부들은 자동차 및 연료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부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정책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 2> 2016년 통계에서 보듯이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GDP의 1%

를 상회하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세 도입과 국고

오늘날 탄소 배출에 대한 합의는 징벌적 차원 혹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는 탄소 배출이 다른 환경오염원들과 마찬가지로 비배제성(non-

excludable)과 비경합성(non-rivalrous)을 내포하는 ‘악한 공공재’이자 ‘부정적 외부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들도 정책적으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최근 환경세 및 탄소세 등의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탄소 배출에 환경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패턴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세의 도입은 사실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중요한 세제 개혁이었지만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개혁의 역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환경보호에 영향을 주는 세금 유형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화석 연료의

생산과 이용, 에너지 및 에너지의 탄소 함량에 대한 세금, 자동차 및 교통과 관련된 세금의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탄소세 도입

더 나아가 화석 연료에 부과하는 탄소세의 도입도 발전해 있다.4) 탄소세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및 도입되기 시작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도입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중남미 몇몇 국가들은 이미 세제 개혁 및 관련 법령 제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탄소세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 표 1. 중남미 탄소세의 특징: 2018년- 현재 >

국가
탄소세 대상

(법적 근거)
세금부과 방식 시행연도

세율

(tCO2e 당 달러)

부과범위

(전체 배출량내 비중 %)

아르헨티나
연료 및 탄소 함유

(Section IIILaw No. 23966)
바이오연료 제외한 모든 연료의 매매

및 구매
2018 1–10(2019–2028) 40

콜롬비아
연료 및 탄소 함유

(Art. 221Law No. 1819,2016)

전기 생산을 위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화석연료의

매매 혹은 구매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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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세 대상

(법적 근거)
세금부과 방식 시행연도

세율

(tCO2e 당 달러)

부과범위

(전체 배출량내 비중 %)

칠레

배출에 부과

(Art. 8 of Law No. 20780, Law No.
20899)

보일러 혹은 터빈(>50 MW)의 탄소

배출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모든 화석연료

2017 5 42

멕시코 연료 및 탄소 함유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화석연료

매매 및 구매
2014 1-4 30

출처: “The climate emergenc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path ahead- resignation or action?” ECLAC, (2020) p. 259 인용 및 선별적 선택 및 번역

4)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 1t당 2달러씩 징수하는 탄소세를 2030년까지 1t당 75달러(약 9만원)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미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린 뉴딜 차원에서 향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중남미 몇몇 국가들의 경우 탄소 함유 연료에 대한 구매 및 매매 시에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탄소세를 도입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세율이 1-10 달러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탄소세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선호도 혹은 자원 보유량 등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석탄 보유량과 생산량이 높은 콜롬비아의 예를 보면 상당히 제한적 범위에서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전력 생산에 활용되는 석탄과 천연가스는 세금 부과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멕시코도 예외) 부과 범위가 전체 탄소 배출의 20%(약 4천만 톤)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 에너지 보조금 철폐

중남미 국가들은 오랫동안 물가 안정 혹은 서민들과 빈곤 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 차원에서 - 종종 포퓰리즘 논쟁을 유발하기도 한- 다양한 유형의 정부 보조금을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 지급해 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탄화수소 부문의 소비를 억제하고, 에너지 개발 투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남미 지역 에너지 개혁을 위해서도 전통적 에너지인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감소 혹은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조금 철폐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1)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등 화석연료 소비 감소에 대비한 대안 확보, 2)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서 연료 가격의 탈정치화, 3) 대안적 에너지원의 가격 하락으로

전환 비용 및 저항이 낮을 시점에 신속한 개혁 이행 등을 제언한바 있다.

나가며

중남미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공정책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단한 발전을 이어 오고 있다. 그만큼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취약한 구조에 노출된 탓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탄소 배출 관련 저감 부문(완화)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홍수, 가뭄, 태풍, 엘니뇨 등)에 대한 취약성(적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미 중남미 대륙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비경합적’ 그리고 ‘비배제적’ 공공재로서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해 정책화의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중남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논쟁 중인 몇몇 주요 공공정책들의 도입과 이행,

그리고 한계들을 살펴보는 데에 있었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는 이들 중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중인 기후외교(climate diplomacy), 혹은 최근 논쟁 중인 탄소배출거래제

(ETS), 탄소금융(carbon credits)과 기금(fund), 채권(bond) 등의 주제들은 배제했다. 여전히 이러한 분야들은 선진국과 비교해 정책 경쟁력이나 발전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 기대를 걸어본다.



중남미 환경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이재권 선임연구원

전문가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서언

2020년 3월, 국제통화기구(IMF)와 중남미·카리브해경제위원회(ECLAC)는 2020년 중남미 경제가 1.4%~1.8%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로는 해당 수치를 –5.3%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1930년 대공황 당시 –5%, 1914년 1차 세계대전 시 –4.9%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렇듯 경기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은 중남미 지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나아가 전 세계적인 방역·기후변화·

경제에 걸친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환경시장 잠재력과 주요국의 정책동향,

나아가 한국-중남미 간 환경협력현황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다.

2. 환경산업의 정의

전 세계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자연스레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 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양·다자간 환경협약 및 무역통상 협상이슈가 분야별로 고도화 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친환경

·녹색산업의 성장과 시장수요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산업에 대한 정의나 범위,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물, 폐기물, 대기, 토양, 소음 등 환경에 미치는 유해요인을 측정·예방·

제어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최근 환경산업은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고 있으며, IT(정보통신기술), BT(바이오기술), ET(환경기술) 등의 타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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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남미 환경시장 규모

미국의 환경연구기관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례보고서(EBI 2019)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19년 대비 3.4% 성장한 1조 3350억불 규모로 전망된다. 미국(4,157억불), 서유럽(3,442억불), 아시아(3,156억불) 시장이 전체 시장의 80%

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시장으로서는 중남미 지역(760억불)이 중동(543억불), 동유럽(330억불), 아프리카(194억불)에 앞선 시장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남미 주요국가의 지난 30년 간 환경시장 규모의 성장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중남미 주요국 환경시장 규모 (단위:백만불, %) >

국가명 2000년 2010년 2020년(전망) 성장률(‘10년대비)

브라질 9,720 22,840 30,820 34.9%

멕시코 7,300 12,560 19,200 52.9%

아르헨티나 1,720 2,720 3,800 39.7%

칠레 1,623 3,484 7,050 102.4%

베네수엘라 1,350 1,610 1,370 -14.9%

콜롬비아 1,440 2,580 5,410 109.7%

페루 1,000 2,080 4,260 104.8%

에콰도르 480 880 1,310 48.9%

볼리비아 200 360 680 88.9%

기타 중남미 국가 630 1,030 1,570 52.4%

합계 25,463 50,144 75,470 50.5%

출처 : EBI 2019

오랜 시간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제외하고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은 10년 전 대비 두배 이상의 시장 규모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 매체별 환경시장 규모

2016년 기준, 중남미 권역은 물 시장이 344억불로 가장 크며, 폐기물 시장 160억불, 대기 시장 2.8억불 순으로 조사된다. 물 시장은 2012~2016년

5년 간 4.0%의 평균성장률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폐기물 시장은 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대기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는 작으나

평균성장률은 4.9%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매체별 환경시장 규모(단위 : 억불) >

3. 중남미 환경산업 현황



출처 : EBI 2019

물 분야의 경우, 중남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큰 시장규모를 나타낸다. EBI 2019에 따르면 실제로 중남미 지역에서 약 550여개의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프로젝트가 발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에서의 음용수 보급률은 꽤 높아진 상황이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집으로 인해 새로운

물공급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물 인프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식수(Potable Water) 보급의 필요성도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며 나아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적정한 처리 또한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폐기물 분야의 경우,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은 단순매립을 통한 도시고형폐기물 처리가 위주이다. 최근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생매립을 위한 시설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소수의 사례에 한정하여 제한된 성공을 거두었다. 도시고형폐기물의 경우 수집, 분류, 처리와 관련된 시장이 산재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적으로 큰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은 현재 높은

처리비용과 불분명한 규제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한 정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기 분야의 경우, 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다자기구를 통해 포괄적인 대기오염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오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동오염원(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가별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재원부족 및 추진체계 미흡 등의

사유로 구조적인 산업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국별 환경시장 현황

앞서 언급했듯 중남미 주요국 별 환경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순이다. 이 5개국의 국별 최신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을 위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브라질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담수유량(초당 197,500㎥)을 확보하고 지구 전체 담수의 13%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하수도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수처리 시장은 정부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브라질 지역별/도시 규모별 수자원 분포 및 하수집계범위 >



출처 : SNIS

② 멕시코 

물분야 전문 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lobal Water Intelligence, GWI)에 따르면 멕시코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15위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2020년까지 연평균 4.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57.5%만이 처리과정을 거치는 상황으로 폐수처리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멕시코 수자원공사는 2019년 약 44억불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여 식수 및 생활하수 인프라 향상, 농업 관개수 인프라 증축에

투자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중앙정부 또한 9개의 생활하수 처리시설 및 식수처리 사업에 10억불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 2019년 멕시코수자원공사 물산업 예산 >

항목 프로젝트 예산 지원 규모(미 달러)

식수 및 생활하수 인프라 향상

Improvements to the existing potable water and municipal wastewater infrastructure
44억

멕시코 농업 관개수 인프라 증축

Improvements to the infrastructures for water irrigation

생활하수처리시설 및 식수 처리 프로젝트(9개)

Projects on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drinking water treatment
10억

생활하수처리시설 개선 Upgrading of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3억

식수처리시설 개선 

Upgrading of potable water treatment plants
4억

출처 : 멕시코 수자원공사 Export.gov

③ 칠레 

급속한 도시화와 난개발을 겪어온 칠레는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오염과 폐기물 방치로부터 발생하는 수인성질병 증가라는 위험을 초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칠레정부는 2016년 국가 장기에너지정책인 ‘에너지 2050’을 발표, 2022년까지 산티아고 대중버스 중 80%를 전기버스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폐기물 분야의 경우, 칠레정부는 순환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재활용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군을 6개 품목으로 규정하여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재활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폐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폐기량 99만톤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8.5%인 8.3만톤에 불과하다. 이에 칠레 환경부는 재활용 인식제고를 위해 ‘재활용 칠레(Chile

Recicla)’, ‘플라스틱 비닐 사용금지(Chao Bolsas Plasticas)’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대국민 인식제고에 힘쓰고 있다.

④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국가개발계획(2018-2022)에 따라 ‘20년 기 계획된 식수·위생 및 하수처리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진행에 약 92.6백만불을 투자할

예정이다.



< 2020년 주택도시국토부 개발계획 내 수질 페기물 분야 투자내용 >

'20년 투자계획 금액(USD)

국가차원의 식수 · 위생 개선계획 수립 3,058,823

국가차원의 고형폐기물 관리 개선계획 수립 2,058,823

식수 접근성 개선 및 하수처리 프로젝트 금융지원 (3건) 41,193,097

모코아지역 하수처리 마스터플랜 수립 8,452,058

꾸꾸타시 인근 정수공급서비스 강화 관련 금융지원 11,764,705

관거 · 수로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26,052,972

합계 92,580,478

또한 콜롬비아 최초 신재생에너지 전력수급 경매(‘19.10) 결과, 9개 프로젝트 대상으로 7개 발전사(수요) 및 22개 전력회사(공급)가 낙찰됨에 따라 ’22년부터

향후 15년 간 총 2,200Mw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가 생산될 것이며, 콜롬비아에 20억불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

< 콜롬비아 신재생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발전규모 변화 >

구분

발전규모

'18.8월 '19.10월

태양광 24 프로젝트 / 642 Mw 95 프로젝트 / 4,892 Mw

풍력 9 프로젝트 / 1,161 Mw 18 프로젝트 / 2,531 Mw

바이오매스 2 프로젝트 / 34 Mw 좌동

출처: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세미나 발표자료(Inversetment opportunities, ’19.12)

⑤ 페루 

페루 환경부에 따르면 페루에서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94만 7,000톤이며 그 중 75%가 매립처리 되고 0.3%만이 재활용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페루 정부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18.11.), 민간분야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18.12.),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19.08) 등 연쇄적인 일회용품 사용규제 법률을 시행하였고, 단기적으로 2023년까지 비닐봉지 사용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페루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물 공급 부족과 더불어 상하수도 인프라 서비스 취약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정부는 2019년

~2023년 5년간 150억불 규모의 전국적인 물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수도 리마(Lima)주 수도공사인 세다팔(SEDAPAL)은 인구의 100%

까지 급수 서비스를 확장하라는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 지시에 따라 리마에 상하수도 프로젝트 15개를 진행하고 있다.

4. 한-중남미 환경협력 현황 및 향후 전망

한국 환경부는 2020년 현재 중남미 6개국과 총 10건의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생물다양성 지원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정부 간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수질보전 및 하수처리, 폐기물 관리, 재생에너지 등을 우선협력분야로 선정하여 후속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지원 및 다자개발은행(MDBs),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 한국 환경부·외교부 합동 한-중남미 환경포럼을 개최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핵심 발주처 및 국제기구(IDB)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정부·민간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이러한

사업개발,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국별 매체·시장에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환경인프라 대상으로 민관협력사업

(PPP) 형태의 사업구조 설계가 활발해 지고 있음에 따라 민간재원 또는 국제기구(IDB, CABEI, CAF, WB, GCF 등)를 활용한 사업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남미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를 기회삼아 우리의 방역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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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전파하며 K-방역의 위상을 높였듯이, 국내 환경산업 역시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청정에너지 정책을 코로나19 회복계획의 핵심에 둘 것임을 촉구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변화, 녹색분야 신산업 창출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에게 중남미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환경산업 위축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시장이다.

코로나19로 지연 중인 국별 발주예정 환경 프로젝트를 눈 여겨 보고, 국내 지원기관을 통한 정보습득과 전략수립을 기초로 하여 면밀한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기관 인터뷰 :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Q 1. 2009년부터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한-중남미 환경협력 모델 창출을 위한 연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활동 개요 및 현재 참여 중인 ‘21세기 문명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라는 HK+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는 국내 유일의 중남미 환경 관련 연구센터로 21세기 새로운 ‘환경연구’의 방향은 물론 실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복합 연구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학문 간 높게 존재하는 벽을 허물고 창조적 ‘통섭’을 통해 학제 간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존 융복합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1세기 문명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 인문한국(HK) 사업은 최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자연권 부활 움직임을 문명사적 차원에서 인식하여 산업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오늘날 국내외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패러다임을 보다 근원적인 성찰을 통해 정립해 보고자 하는 바람에서 출발했습니다. 핵심

화두인 ‘생태문명’, ‘자연권’, ‘지속가능발전’은 개념적으로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현실적인 의제로

부상하며 법률과 제도를 통해 실현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이론과 현실, 수용과 변형 등 공시적인 요소들에서부터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와 현재, 내부의 지역적 차이와 특성, 사회 제 집단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이해관계 등 통시적 속성의 요소들, 그리고 지리와 자연현상 같은 자연과학적

요소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Q 2.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는 특히 환경과 관련한 학술연구 및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한-중남미 협력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게 된 계기와 향후 환경 이슈에서 한-중남미 협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문가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남미의 환경이슈 관련 활발한 연구 및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의 정경원

소장님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남미의 자연권 사상과 중남미의 주요 환경 이슈, 한-중남미 환경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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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에콜로지쿠스(homo ecologicus)’는 스페인의 경제학자 라몬 타마메스(Ramón Tamames)가 2010년에 발간한 『지구의 절규(El grito de la Tierra)』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호모 에콜로지쿠스를 생명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모든 자연을 존중하는 인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실천에

참여해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인간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관과 대안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더 급격한 환경 파괴, 더 심각한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은 전지구적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UN이 설정한 전 세계적 화두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시의성을 담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UN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표방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아젠다로 2016년에서 2030년까지 추구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새롭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SDGs는 MDGs와

마찬가지로 빈곤 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입니다. SDGs는 특히 17개의 상세 목표 중 ‘기후행동’(13번),

‘해양생태계’(14번), ‘내륙 생태계 보호’(15번) 에서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 문제를 전 지구적 사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DGs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산업문명의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현 상황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배제된다면 UN의 아젠다는 성과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선언적인 대책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생태문명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으며 특히 향후 한-중남미 간 구체적인 국제협력에 대한 방향과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 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3.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개발과 환경 관련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오늘날 중남미를 포함한 전세계의 공통 아젠다이며,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는 교육 분야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보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제이자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는 보건환경,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정부, 빈곤과 가난 해결을 위한 식량 문제 등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부각되는 최근 이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해방’과 ‘성평등’의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중미와 남미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중남미에서 삼림, 강, 해양 보호 및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는 여타 지역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정책적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탄소 흡수원인 아마존 열대우림, 최근

'탄소제로 아일랜드' 선언으로 주목을 끈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생물다양성 연구 등 환경 관련 국제적 이슈를 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남미

지역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생태환경연구의 실제와 방향을 리드하고 있는 대륙입니다.

Q 4. 최근 중남미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중남미 각국 환경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또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게 될지 그 영향이 궁금합니다.

2020년 중남미 경제활동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1980년 잃어버린 10년으로 일컫는 중남미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위축되어 마이너스(세계은행 통계상

-7.2%)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또는 신흥국 평균보다 저조한 수준으로, 중남미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에 특히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경제발전의 원천인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 정부 부채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 사회적 불평등 확산 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자원개발의 저조, 경제발전 우선 투자의 연기 및 후퇴, 경제활동의 위축 등은 생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논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사회-환경 3개축의 균형 발전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혹은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원래 칠레 산티아고에서 COP25 개최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혼란으로 마드리드로 변경)에서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의 160개 회원국 참가)가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파리기후협약 회원국들이자 기후변화당사국들이 제출하기로 한 자발적 탄소 감축 국가 계획(일명 NDC) 결과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코로나의 여파로 칠레를 제외한(2020년 4월 제출, 아르헨티나 9월 제출 예정) 대부분의 국가가 제출 연기 혹은 포기를 선언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우파 정부인 보우소나루 정권은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과 탄소 배출을 부추기는 농업 개발에 정책 우선권을 주어 생태 및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보우소나루 정권이 NDC 제출 혹은 추가적인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약속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중남미 대륙에서 브라질에 이어 2번째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멕시코는 2020년 4월에서야 뒤늦게 NDC 업데이트 정부 간 대화체를 구성했으며 안데스 지역의 페루 역시 이제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020년 말로 NDC 제출 예정인 코스타리카의 예입니다.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모범국가인

코스타리카의 경우 현재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Q 5. 다시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의 ‘21세기 문명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 사업 관련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중남미의 생태주의, 자연권 사상이 근대와 신자유주의 이후 문명전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틴아메리카와 문명 전환의 플랫폼은 쉽게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6세기 이후 인류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늘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대의 개막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불평등하고 왜곡된 근대 세계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늘 선두에 서 왔습니다. 탈근대 사상의 자양분 역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옥타비오 파스,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엔리케 두셀,

볼리바르 에체베리아 등 이 지역 지식인들에 의해 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움직임이 세계의

주목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근대 이전의 사유’로부터 ‘자본주의 이후’를 상상하고 있다”는 말처럼 이 지역에서 부활하고 있는 자연권 사상은 대부분 근대 이전의

원주민 전통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현실 역사를 무시한 채 원주민 사상을 현대에 단순하게 적용하자는 ‘과거지향적’인 시도가

아닙니다. 근대 이후 서구 중심의 발전론적 세계관이 자신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후의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현대 자연권 사상은 인문학적 범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은 물론 환경과 에너지, 자원문제 같은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응축한 제반 학문의 융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자연권은 하나의 사상이나 담론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한 보기 드문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Q 6. 중남미에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여러 국가가 자연권을 성문화하고 있는데, 자연권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남미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예컨대 2008년에 제정된 에콰도르의 신헌법 정신은 공존과 공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운명체적인 인식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 신헌법은 자연을 ‘파차마마’* 라 부르며 권리의 엄연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자연을 ‘권리의 주체’라고

명시하고, 인간에게 인권이 있듯, 자연에게는 자연권이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콰도르가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자연권’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했지만 이것은 범신론적 관점이나 동식물 혹은 영토나 대지를 의인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대상화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인식했던 근대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정신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현실사회와 자연권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낼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근대 패러다임의 종언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볼리비아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어머니’인 지구의 생존권리를 보장하자는 일명 ‘어머니 지구 권리법’(Ley de Derechos de la Madre Tierra)을 명문화했습니다. ‘지구는 모든 생명체와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기체’라는 사상에 기반을 둔 법으로, 한 국가의 법이 전 지구적 범위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 ‘파차마마(Pachamama)’는 잉카 토템문명에서 제물을 바치고 섬기던 여신이다. ‘파차(pacha)’는 ‘대지, 세계, 우주, 시간, 시대’를, ‘마마(mama)’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Q 7. 마지막으로 중남미 환경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을 위한 제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출 유망 분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수질 및 대기오염처리, 폐기물 관리 등의

오염처리 환경 시장은 ‘안정적’ 성장 추세에 있고, 자원 회수, 에너지 관리 및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등의 자원 순환 및 이를 통한 오염예방 분야

환경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중남미 환경시장 진출은 전통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인 대기, 물, 폐기물 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기후변화 관련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 수준에 발맞추어 미래 유망 환경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복원, 지식서비스 분야도 해외 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원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페루에서 ‘자원개발-사후관리 연계 환경복원사업’을 진행한바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기술자문 사업 등으로 진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망한 환경시장으로 손꼽히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분야

진출은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을 활용한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출 전략) 중남미 환경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으로는 대기업의 중남미 주요시장 진출 시 환경 기술 기업의 동반 진출을 유력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브라질과 멕시코에 기아, 현대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한바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정보통신 등 제조업

진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환경 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령, 멕시코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신규 정유공장 건설(총 6개

공장, 60~140억 달러 규모) 과정에서 플랜트 및 시설 인프라 공사에 참여 중인 대기업과 함께 정유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형태의 동반참여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 역시 17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계획을 발표한 만큼 대기오염 저감

모니터링, 오폐수 처리, 담수화, 친환경기술, 에너지효율, 스마트시티 운영 및 교통 시스템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규모의 환경기술 기업의

공동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진출 분야를 지속 개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완화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원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도시에서도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중남미 환경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 및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인 악취 문제 등에 대한 기술적 대안 등이 요구됩니다. 스마트 시티 분야 역시 기후변화와 도시문제를 해결할 효과적 대응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중남미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한국은 많은 도시개발 경험과 뛰어난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및 스마트 시티 기술의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며, 교통 및 물 관리 등 환경관련 기술력도 우수합니다.

다만, 해외사업 수주 지원시스템 미비로 실제 수주에는 한계가 있어 온 만큼 국가별 발주정보의 지속적 제공,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보완, 발주국의 상황에 맞는 통합 솔루션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남미 자연자원의 잠재력과 주요 환경 이슈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 중남미의 자연자원 >

숲

중남미 면적의 45%가 삼림으로, 세계 삼림의 21.5%. 세계 열대우림의 46%, 맹그로브의 1/4 차지

* 삼림면적 세계 순위: 2위 브라질, 9위 페루

물

지구 강우량의 29%, 재생가능수자원량의 31.6%, 1인당 가용수자원량 세계 평균(6,000m³)의 4배(2,8000m³) 등 푸른대륙(Blue Continent)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풍부한 수자원 보유

* 물 풍부 국가 세계 순위: 1위 브라질, 6위 콜롬비아, 9위 페루, 10위 베네수엘라

동향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풍부한 자연자원의 보고, 중남미

자연환경은 수원, 식량, 삼림을 통한 탄소흡수, 에너지·광물자원, 관광, 홍수조절, 유기폐기물 분해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IDB는 물, 토양, 대기, 삼림,

생태계 등의 자연환경을 인간에게 유익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중남미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에 주목하였다. 실제

중남미는 세계 육지면적의 15.5%(2,430만km²), 세계 인구의 8.4%(6.5억)라는 물리적 규모를 뛰어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삼림의 21.5%(열대우림의 46%),

경작가능 면적의 23%, 수자원의 30%, 생물다양성의 50%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축복받은 땅’ 이라는 수식어가 무색치 않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와 3개의 바다(카리브, 태평양, 대서양)에 접한 해안지역, 아마존 열대우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펼쳐진다. 이러한 환경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어, 2018년 기준 7,000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중남미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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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세계 경작가능 면적의 23%, 실제 경작면적의 12%, 세계 농산물 수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식량 공급지. 뿐만 아니라, 중남미는 광물과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세계 리튬의 72%, 구리의 37%, 은의 35%, 석유의 19% 매장지이자 세계 최대 바이오에너지 수출 지역

생물다양성

중남미 전체는 세계 생물종의 50% 이상이 서식하는 세계 생물다양성 강대국(Superpower). 브라질, 에콰도르,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 세계 거대생물다양성 풍부국(Megadiversity 17)에 포함되며 카리브 지역은 식생의 50%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 한편,

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전체 육지의 23.4%로 세계 최대(세계 평균 14.7%)

< 그래프 1. 중남미 원자재 수출 비중 (2017) >

출처: ECLAC(2019)

□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2019년 기준 중남미 도시화율은 82.5%로 약 5.4억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며,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Mega City)만 6개에 달한다.1) 빠른 도시화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교통문제 및 이로 인한 대기오염, 물과 폐기물에 대한 처리능력 부족, 슬럼가 확대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게 되었다. 현재 중남미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식수 공급률은 74%이며, 하수처리비 비중은 31%로 상당히 낮다. 폐기물 처리도 도시 폐기물의 약 30%(145,000T)가 비위생 매립지(dumpsites)로 몰려 유해 ·

온실가스 방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다행히, 각국 정부가 물과 폐기물 처리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공공서비스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최근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WB, IDB 등 다자개발은행이나 ODA 등 해외원조를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8년 세계 2위 규모인

브라질리아의 에스트루투라우(Estructural) 야적장이 폐쇄된 것이 한 예이다. 한편, UNEP(유엔환경계획)는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동 기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보건적 피해는 처리 비용의 5-10배에 이를 수 있다.

1) 상파울루(22백만), 멕시코시티(21.8백만), 부에노스아이레스(15.2백만), 리우데자네이루(13.5백만), 보고타(11백만), 리마(10.7백만)

2. 중남미 지역의 주요 환경 이슈

중남미 경제는 자연환경에서 채집한 농축수산물, 광물 등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2017년 중남미 수출의 34%, 남미 수출의 55%). 특히 2000년대 글로벌 원자재 시장

호황기에 중남미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 기간의 경제발전은 필연적으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를 수반하였다. 대도시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이 크게 증가했고, 전

국토에 걸쳐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하기 위한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개발이 이어졌다. 이는 물과 폐기물 처리의 한계, 삼림 황폐화, 생물다양성 훼손, 기후변화 취약성 증대 등 중대한

환경문제 뿐 아니라, 개발과 환경보존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중남미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주요 환경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마존 삼림파괴

중남미는 세계 농산물 수출의 14%, 쇠고기, 닭고기 공급의 25%를 차지하는 세계의 식량창고로 그간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많은 삼림을 농경지나 방목지로 개발해왔다. 그

결과, 세계 삼림의 약 1/4을 차지할 정도로 풍성한 이 지역의 삼림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2019년 중남미 삼림 손실률은 전년대비 7%, 세계 평균은 4%). 특히,

세계의 허파로 알려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천연림(primary forest)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생태계의 보고로 이산화탄소 포집, 기후조절 능력이 탁월하며, 인위적

조림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귀중한 자원이다. 브라질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2019년 브라질에서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3,180만ha(축구장 약 4천450만개

면적)의 아마존 삼림이 산불로 인해 파괴되었다. 환경 전문가들은 현재 아마존 삼림의 20%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흡수량을 넘어섰고, 이 속도로는 2050년 아마존의

절반 이상이 삭막한 열대초원인 ‘사바나(sabanna)’로 변모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두고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개발 주권’을 우선하고

있어 '전 지구적 자원'으로 아마존을 보호해야 한다는 유럽 등 선진국 및 세계 환경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 그림 1. 2001-2019 아마존 삼림훼손 추이(좌: 연도별 추이, 우: 주요국 연간 삼림손실률) >

    

출처: Global Forest Watch

□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2016년 기준 중남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2GtCO2e으로 세계 8.2%를 차지했다. 이 중 멕시코, 브라질이 절반을 차지하며,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1/3 수준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낮음에도 중남미 지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상기후 등에 크게 취약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칠레와 중미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지역의 홍수, 브라질, 볼리비아의 산불 악화,

그리고 카리브 지역의 강력한 허리케인 등 각종 자연재해는 큰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ECLAC은 2050년에 기온이 2.5℃  상승한다는 시나리오 하, 이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GDP의 최소 1.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지속가능 경제구조로의 시급한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중남미 각국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 규제,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브라질은 2030년까지 수력 외 청정에너지 비율을 전원의 30%까지, 멕시코는 2024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율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코스타리카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 달성 및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 국가로의 전환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 외, 중남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45.3%)

부문 외 농축산업(22.9%) 및 토지 전용(19.3%)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삼림 및 토양 보호를 위한 정책, 투자, 기술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다국적 자원개발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에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광산업, 농업, 벌목 사업 투자자들과 토지와 환경을 지키려는

지역민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볼리비아 등 주요 광물부국들은 광업 관련 사회경제적 분쟁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다.

자원개발로 인한 토양과 수질의 오염, 개발이익 배제 등에 분노한 지역민들과 환경주의자들의 반대 시위는 대규모 사업을 지연, 철회시키는 주요 투자 리스크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제도적 분쟁해결 장치의 부재, 일부 개발업자들의 폭력조직을 동원한 이권 추구는 심각한 인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글로벌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중남미는 환경활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2015년 살해된 환경활동가 185명 중 절반, 2019년 212명 중 2/3 이상

(아마존에서만 33명)이 중남미에서 발생하였다.



2)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예일대에서 각국의 UN SDG 달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평가 지표로, 환경의 질 뿐 아니라 환경개선 노력, 환경정책 시행 성과 등을 반영. 크게 대기질, 수질,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건강한 환경’ 과 생물다양성, 보존, 청정에너지 등 ‘생태계 활력도’ 의 2가지 영역에서 측정됨. 2020.6월 발표된 EPI 평가에서 1위는 덴마크(8.25점), 한국은 28위(66.5점)를 차지했으며,

중남미에서는 칠레가 1위(세계 44위), 콜롬비아가 2위(세계 50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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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중남미의 자연자원은 지금까지 중남미 경제를 견인해온 원동력이었지만, 현재 무분별한 개발과 확장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한계에 봉착했다. 도시화의 부작용과 대기·수질·토양

오염, 삼림 파괴, 생물다양성 급감, 지역민과의 갈등, 그리고 기후위기는 중남미의 경제와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각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식전환, 재정, 거버넌스 등이 미비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정책을 이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2020.6월 EPI(환경성과지수)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물, 폐기물 처리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환경 거버넌스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환경관리 계획이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2) 

한편, 중남미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은 이 지역 뿐 아니라, 세계의 식량창고이자 자원의 보고, 세계의 허파이자 생물다양성의 핵심지로 전 인류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남미의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돕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 IDB는 향후 중남미

지역의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로 ▷현대적 거버넌스 강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현대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환경과 개발 간의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한 선진적

방법론 개발, ▷환경을 고려한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 혁신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지역민 참여 활성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기반한 환경세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향후 중남미에 진출하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환경

인프라 건설 및 기술 시장은 우리기업들에게도 유망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중남미인들의 정체성이자, 프리다 칼로나 알레한드로 오브레곤의

생명력 넘치는 작품에 영감을 준 중남미의 자연이 오랫동안 그 신비로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브라질과 ACTO의 아마존 환경보호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 최두원 서기관

동향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아마존 바로 알기

 아마존 열대우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브라질너트, 카카오닙스, 아싸이베리 과즙은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rainforest)이 키운 자연의 산물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아마존 열대우림은 각종 화장품, 약품, 화학제품에 활용되는 동식물 자원의 보고이다. 밀림 또는 정글이라고도 불리는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중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전 세계 생물종의 10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다. 한반도의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아마존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정과 마트에서 생각보다 가깝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존이라는 명칭은 그리스신화에서 유래하였다. 

아마존이라는 명칭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전사 부족에서 유래했다. 16세기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Francisco de Orellana) 탐험대는

아마존 지역 탐험 도중 원주민인 타푸야(Tapuya) 부족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 때 여성 전사들도 공격에 참가하였다. 오레야나 탐험대는 여성 전사들을 보고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이름이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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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를 배울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강, 가장 긴 강, 가장 넓은 강 등에 대해 배운다.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자 가장 긴 강(7,000㎞ )*으로 강 유역(7,000,000㎢ ) 및 유량(174,900㎥ /s) 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이다. 아마존 강은 남미 최서단의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하여 브라질 북동부에서 대서양을 만날 때까지 동쪽으로 흐른다.

※ 기존에는 나일 강이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조사 결과로는 아마존 강이 더 길다고 발표하였음.

 아마존 열대우림은 여러 국가들에 걸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이 브라질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의 면적은 5,500,000㎢로 한반도의 25배이고, 아마존

수역(basin)의 면적은 7,000,000㎢로 한반도의 32배나 된다. 실제로 아마존 열대우림은 총 8개 국가(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가이아나, 수리남)와 프랑스령 기아나에 걸쳐 있다. 이중 브라질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2. 아마존 황폐화와 보호를 위한 브라질의 노력

 최근 급속한 아마존 황폐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아마존 산림 황폐화가 작년(4,589㎢)에 비해 무려 64%나 증가(7,540㎢)하였다고 발표하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면적

(605㎢)의 12.5배나 되는 면적이다. 작년에는 최근 11년 간 최악의 황폐화를 기록하였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아마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부 환경보호 시민단체는 브라질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벌목 및 화재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아마존을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인류공동유산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브라질은 환경분야에서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다. 브라질은 주요 국제 환경회의의

개최지이자, 국제기후변화 협상에서 G77의 지도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개도국으로서는 최초로 절대적 온실가스 감축량을 공약하고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국제 환경협력 또한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브라질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기여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며,

미국·노르웨이·독일·일본 등과 재정 및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전개 중이다. 또한, 자국의 환경 기술과 정책입안 경험을 토대로 아마존 주변국 및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환경 문제 공동 대응, 지식·경험 공유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출범한 보우소나루(Bolsonaro)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아마존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2020년 2월 모우랑(Mourão)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연방정부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아마존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5월부터 녹색브라질작전을 시행하여 불법

벌목 및 화재 등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3. ACTO의 아마존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아마존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 보호를 위한 단체로 그린피스 등 NGO를 먼저 떠올리지만, 아마존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Amazon Cooperation Treaty Organization)라는 이름의 국제기구는 8개 회원국(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가이아나, 수리남)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국 본부는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 소재하고 있다.

1978년 7월 3일 아마존협력조약(TCA, Amazon Cooperation Treaty)이 서명 된 이후, 1998년에 ACTO가 정식으로 설립 되었으며, 2002년 아마존협력조약기구

상주사무국(Permanent Secretariat) 본부가 브라질리아에 설립되었다.



 ACTO는 아마존 보호 및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ACTO와 오랜 기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한-ACTO 아마존 협력 세미나를 추진 중이다. 동 세미나에서 ACTO와의 협력

프로젝트로 ①보건 관측소 설치 및 실험실 운영, ②산림 보호 및 자원 개발, ③에너지 접근성 향상 및 기술지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ACTO에는 우리나라 인턴이 약 6개월 주기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4. 아마존 보호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함의

 아마존 보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다. 

아마존의 파괴를 막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상징적인 측면에서 환경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된 일이다. 국제 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 하에서 인류의 보고인 아마존 열대우림의 보호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극단적인 개발우선론자들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못한다. 기후변화협약 및 산림보호협약 등 수 많은 환경조약들을 통해서 기후온난화와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인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마존 보호는 의미가 있다. 전 세계 생물종의 10% 이상이 살고 있는 아마존 우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인류를 기아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이 아마존 어디에선가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브라질 화장품업체는 다양한 아마존의 식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 및

향수를 지속 출시하고 있으며, 한 우리나라 기업은 아마존 자생종인 식물을 활용한 피부개선 화장품을 개발 중에 있다. 다만,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다른 나라의

생물다양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동의가 필요한바, 브라질을 포함한 아마존 국가들과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아마존 보호는 필요하다. 인류를 각종 불치병 및 난치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생물자원이 아마존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으며, 브라질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제약회사들이 아마존 동식물을 연구하여 의약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식품회사들이 아마존 자원을 활용하여 다이어트 제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 생명공학연구소 등 우리 연구기관이

브라질의 국립아마존연구소(INPA), 아마존환경연구소(IPAM), 농업연구공사(EMBRAPA) 등과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소재 국제환경기구와 연계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환경 정책입안 및 관련 국제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국가로 브라질과의 환경협력은 여타 개도국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재원과 인력·기술을 일방적으로 기여하는 방식보다는 서로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 관심이 일치하는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력 및 정책 공유 활성화를 통한 공조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브라질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산림 관리 경험, 우리나라 소재 국제 환경기구(GCF, GGGI)와의 연계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특히, 재원 마련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체의 ODA 예산이나 환경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바, 우리나라에 소재한 GCF 및 GGGI를 통해 국제적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구촌 사회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은 우리 모두의 자연유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마존 열대우림은 인류의 보고이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마존의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브라질 및 ACTO 등과 적극

협력하는 것이 긴요하다. 아마존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페루 광해관리 제도의 이해 및 향후 협력방안

한국광해관리공단 비금속광해실 윤성문 팀장

동향보고서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지역은 역사적으로 구리, 금, 철광석 등 다양한 금속광물과 함께 석유, 석탄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여 자원탐사 및 자원개발 투자의 대상이었다. 이중

페루는 은, 구리, 아연 주석 등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자원부국이다. 이 때문에 식민지시대부터 광산이 개발되어졌으며, 광업은 국가 GDP의

13%, 국가 총 수출의 57% 등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이다(2019.9월, 페루 정부 통계). 그러나 광산 개발에 따른 광해(鑛害 ) 역시 국가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광산기업과의 지역주민, NGO 등과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의 진출 및 투자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페루에서 광해관리 협력의 필요성

페루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00년대부터 광해로 인한 자원개발 지연과 사회갈등이 증대됨에 따라 광해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페루 에너지광업부(MEM)는 2016년 기관전략계획(Institutional Strategy Plan 2016~2021)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광업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중 많은 부분이 광산지역 인식개선, 광해복구추진, 광해오염 지역관리, 불법광산 합법화, 광산규정 개선·

현대화 등 광해관리와 연관되어 있다. 페루 환경 중장기 계획(Plan Nacional de Accion Ambiental 2011-2021)에도 광산·에너지 분야에서 광업자의 환경보호 및

복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페루정부는 2021년 OECD가입을 목표로 OECD에서 요구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6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중에는 폐광산 광해관리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불법광산의 합법화, 가행광산 광해문제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페루 정부는 광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 간의 모순도

있어 광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해관리 제도의 발전만큼 광해관리를 위한 역량개발은 아직 발전이 더딘 상태로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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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광산 분류별 광해복구 책임 >

1) 휴폐광산의 광해관리 제도

휴폐광산 중 소유자의 사망, 업체의 부도, 불법 채굴 광산, 폐광조치법률(2006년) 이전에 폐광된 광산 등 광해의 원인자가 없거나 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정부가 광해복구를 실시하고 폐광조치를 하며, 원인자를 확인할 경우 원인자가 광해복구-폐광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폐광산의 광해를

‘광업의 환경적 채무’ 라는 의미의 PAM(Pasivos Ambientales Mineros)이라고 하며, 폐광산 복구계획은 PCPAM(Plan de Cierre de Pasivos

Ambientales Mineros)이라 한다. 폐광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관련 부서로는 에너지 광업부의 광업총괄국(DGM),

광업환경국(DGAAM),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OSINERFMIN), 환경부 환경평가감독청(OEFA) 등이 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2).

< 그림 2. 정부 책임의 휴폐광산 폐광조치 시행 절차 >

2. 페루 광해관리제도의 특징

페루의 광산은 그림.1과 같이 분류되는 광해복구 및 광해관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광해발생 원인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원인자의 책임으로 광해복구를

실시하고,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부의 책임으로 광해복구를 실시한다.



2) 가행광산의 광해관리 제도

가행광산은 광산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운영의 당사자가 광해발생의 원인자로서 광해관리의 책임이 명확하다. 현재의 광업법에서는 광해관리에 대한

대책을 광물개발 첫 단계부터 수립을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로는 에너지 환경영향평가청(SENACE), 광업부의 지질광업제련연구소

(INGEMMET) 광업총괄국(DGM), 광업환경국(DGAAM),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OSINERFMIN), 환경부 환경평가감독청(OEFA) 등이 있다. 가행광산은

개발초기부터 폐광계획(Plan de Cierre de Minas, PCM)에 따라 관련부서의 인허가 승인 등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된다. 폐광계획은 최초 계획의 경우

3년 후에 갱신을 하며, 그 후부터는 5년마다 폐광계획을 갱신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광계획에 따라 개발 시에도 지속적으로 부분적 폐광조치

(광해복구 등)를 실시하여 광해의 확산 방지, 예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폐광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폐광계획을 위한 복구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그림 3).

< 그림3 . 가행광산 개발 및 폐광계획(PCM) 수립-복구 절차 >

3) 페루 광해관리제도 분석

현재와 같은 페루의 광해관리제도는 2005년 전후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원인자가 없어 정부가 복구책임이 있는 휴광산에 대한 광해복구가 최근에

완료되고 있으며 (폐광승인 준비단계), 가행광산의 경우도 폐광계획에 따른 폐광조치가 완료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즉, 페루 내에서 폐광계획

(PCPAM, PCM)에 따른 사례가 매우 적어 관련 부처 내 혼란이 존재한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광산의 폐광조치에 관한

국제협력을 시작하였다. 현재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의 지원을 받아 정부 책임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 광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런 이유로 아직까지 광해관리제도의 세부사항은 변동이 잦고, 각 부서간의 업무 역할 및 수행 업무와 관련 세부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가행광산에 대한 광해관리 및 폐광조치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는 폐광계획에 따른 부분적 폐광조치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있어서,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3. 광해관리 분야 국제 협력사례 분석

페루에서 실시한 광해관리 관련 국제협력 사례는 모두 휴폐광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폐광조치(광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버려진 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가 심각하여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휴폐광산 폐광조치계획의 실행 및 사후모니터링 완료 이후 개선이 필요했던

승인절차 등 내부 프로세스 정립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다만,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행광산의 광해관리 및 폐광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캐나다의 협력 사례

캐나다 정부는 광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페루-캐나다 광물자원 부문 개혁 프로젝트(2007~2009)’ 를 실시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광해관리 및 효율적 폐광을 위한 기본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폐광산의 광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메뉴얼 제작,

우선순위 선정기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하여 광해발생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매뉴얼의 계량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광해관리 역량이 부족한 현지의 조사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 환경복구사업 시행 단계에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일본의 협력 사례

페루 광해실태조사 결과, 광해발생이 심각하여 페루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광해복구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페루정부와 일본 국제협력단(JICA)은

휴폐광산 광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유상 ODA(차관)사업 준비와 사전조사(2013~2018)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8개 광산에 대한 광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구 공사비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광해관리 역량강화 등 제도개선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3) 한국의 협력 사례

한국의 KOICA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페루 정부와 공공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폐광산의 광해복구(PCPAM) 관련 법, 제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광해관리 업무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2015~2018)’ 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현행 제도를 진단·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실태조사 기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다양한 부서에서 실시하는 광해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 페루 가행광산 광해관리 협력 확대

2004년 제정된 폐광조치 법률에 따라 가행광산도 점차적으로 폐광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광업기업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기존 협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관련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KOICA와 페루정부는 가행광산의 폐광계획 이행관리 및 폐광조치 시 필요한 업무절차 및 범위를 확정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업무전산화, 적정기술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행광산의 광해관리 관련 국제협력에서는 광해관리 모니터링

(지반침하, 수질오염 등), 수질오염 처리 등 보다 다양한 기술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KOICA 등의 국제협력단체를 통한 제도 및 관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전 및 발전은 장기간에 걸쳐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2) 폐광조치 이후의 광해관리 협력 필요

가행광산의 폐광 이후에는 광해발생(환경문제)과 함께 지역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페루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광산 운영 단계부터 폐광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방안, 광산기업의 철수 이후 방치되는 공간의

적절한 활용 방안 등을 미리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도 폐광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도시재생사업

실시, 폐광산의 산업유산으로써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경험은 페루의 광산 특성에 적합한 관광상품

개발, 신재생사업 접목 등 다채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한국과 페루의 협력방안 제언



중남미 환경·기후변화

< 표1. 중남미 각국의 환경성과지수 비교표(2020, 순위 내림차순) >

국가 중남미 순위 세계 순위 점수

칠레 1 44 55.3

콜롬비아 2 50 52.9

멕시코 3 51 52.6

코스타리카 4 52 52.5

아르헨티나 5 54 52.2

브라질 6 55 51.2

통계로 보는 중남미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환경성과지수(Enviromental Performance Index, EPI)

ㅇ환경성과지수는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공동으로 각국의 △환경의 질‧환경개선 노력, △환경정책 시행 성과 등을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수준을 비교 및

평가한 지수

ㅇ동 지표는 생태계 활력도·환경 보건 등의 2개 부문 내 11개 분야의 32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수행

ㅇ2020년에는 덴마크가 82.5점을 받아 1위에 오른 가운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55.3점으로 중남미 내 1위(전세계 44위) 차지 

※ 한국은 세계 66.5점으로 세계 순위 28위



국가 중남미 순위 세계 순위 점수

에콰도르 7 56 51

베네수엘라 8 59 50.3

우루과이 9 61 49.1

앤티가바부다 10 63 48.5

쿠바 11 64 48.4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1 64 48.4

자메이카 13 66 48.2

트리니다드토바고 14 69 47.5

파나마 15 70 47.3

파라과이 16 73 46.4

도미니카공화국 17 74 46.3

바베이도스 18 77 45.6

수리남 19 81 45.2

도미니카 20 86 44.6

볼리비아 21 88 44.3

페루 22 90 44

바하마 23 93 43.5

엘살바도르 24 95 43.1

그레나딘 24 95 43.1

세인트루시아 24 95 43.1

벨리즈 27 101 41.9

니카라과 28 108 39.2

온두라스 29 116 37.8

가이아나 30 126 35.9

과테말라 31 149 31.8

아이티 32 170 27

출처 : 미국 예일대 EPI 홈페이지 (https://epi.yale.edu)

2. 삼림

* 자료 출처: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20 Key Findings, FAO

ㅇ2020년 현재 중남미의 총 삼림 면적은 8억7천4백만 헥타르(전 세계 면적의 21.5%)로, 유럽(25%)에 이어 2위를 차지

ㅇ전세계 삼림 면적의 54%가 5개국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브라질이 12%로 러시아에 이어 2위

ㅇ중남미는 1990-2010년간 세계에서 삼림파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으며, 2020년에는 아프리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삼림훼손이 발생



< 표2. 각 대륙별 삼림 면적 변화 추이 (1990-2020, 10년 단위) >

대륙

삼림 면적(1,000 ha)

1990 2000 2010 2020

아프리카 742,801 710,049 676,015 636,639

아시아 585,393 587,410 610,960 622,687

유럽 994,319 1,002,268 1,013,982 1,017,461

북미 721,317 719,721 722,987 722,417

중남미 1,007,629 955,272 901,357 874,479

오세아니아 184,974 183,328 181,015 185,248

합계 4,236,433 4,158,050 1,406,317 4,058,931

< 그림 1. 세계 삼림면적 Top 5 국가 (2020년, 백만 헥타르) >

< 그림2. 대륙별 삼림 면적의 증감 (1990-2020, 10년 단위) >



< 표3. 중남미 폐기물 배출 현황 >

항목 수치 (2014년 기준)

인당 일일 폐기물 생산량 1kg

일일 도시 폐기물 발생량 54만1천톤

수거 서비스 제외 인구 4천만명

일일 매립폐기물 배출량 14만5천톤

일일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1만7천톤

도시 폐기물 중 유기폐기물 비중 50%

폐기물 재활용 비중 10%

< 그림3. 중남미-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990-2016) (GtCO2e) *CO2e: 이산화탄소 상당량 >

3. 폐기물

* 자료 출처: Perspectiva de la Gestión de Residuos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UN Environment, 2018

ㅇ중남미의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일일 54만 1천톤을 기록했으며, 2050년에는 25% 증가한 일일 67만톤 기록 전망

ㅇ중남미의 폐기물 문제는 ▴주기적인 폐기물 수거 서비스 미제공, ▴단순매립지(open dump)의 난립 및 최종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유기폐기물 과다 발생, ▴

낮은 재활용률 등을 꼽을 수 있어 앞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 이행을 위해서는 이들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

4. 기후변화

* 자료 출처: La emergencia del cambio climátic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eguimos esperando la catástrofe o pasamos a la acción?, ECLAC, 2020

□ 온실가스 배출

ㅇ2016년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0GtCO2e을 기록했으며, 이 중 중남미는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4.2GtCO2e을 배출

ㅇ중남미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세기 중반부터 1992년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채택 이후

둔화되어 2012년 ‘도쿄의정서’ 체결 직후에는 최저 증가세 기록



ㅇ중남미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특징은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낮고(45.3%, 전세계 70.4%) 농축산업 부문이 높은 편(22.9%, 전세계 11.6%)

ㅇ또한, 토지 전용 부문이 19.3%(전세계 5.8%)에 달해 삼림 벌채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함을 시사

< 표4. 중남미-전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2016) >

부문 중남미 전세계

에너지 45.3% 70.4%

농축산업 22.9% 11.6%

산업 공정 7.2% 8.6%

토지·삼림 전용 19.3% 5.8%

폐기물 4.9% 3.3%

기타 0.3% 0.3%

< 그림4. 기온 상승에 따른 중남미 각 국가별 인당 GDP 변화 예측 (2030-2050*) >



*각 수치는 기후변화 영향이 전혀 없을 경우 및 최악의 피해 발생 경우에 예상되는 인당 GDP 격차를 의미

< 표5. 중남미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요소 및 영향 >

분야 위협요소 영향

농업
- 식량 생산량 및 품질, 농가 소득의 감소 
- 농산물 가격 상승

- 기온 상승 및 관련 이상 기후

- 비정상적 강수량 및 관련 이상 기후

-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토양 과영양화

수자원
- 반건조지역 내 물 가용성 감소

- 폭우 등에 의한 농촌 및 도심 지역의 홍수

- 기온 상승 
- 가뭄 빈발

- 강우량 증가

생물다양성 및 삼림

- 삼림의 소실

- 산호 백화 (coral bleaching)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감소

- 삼림 파괴 증가

-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토양 과영양화

- 기온 상승의 경향성 증가

- 해양산성화

보건 - 질병 매개체의 활동 범위 확대, 전염병 증가
- 기온 상승 
- 강수량 증가

□ 기후변화의 영향

ㅇ중남미 지역 내 기후변화는 ▴농업생산 감소 및 농산물 가격 인상, ▴해수면 상승, ▴삼림 파괴에 따른 각종 악영향, ▴질병 빈발 및 관광 자원 소실, ▴빈곤 증가

등 주민들에 직접적인 피해 유발



분야 위협요소 영향

관광
- 인프라 파손,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외래종 및 연안지역 자연재해

발생

- 해수면 상승 

- 이상 기온 

- 이상 강우량 및 홍수

빈곤
- 농업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 소득 불균형 증가

- 기온 상승 및 이상 기후 발생 

- 가뭄 빈발 

- 강수량의 불규칙성 증가 및 작물 생장 변수 증가

< 그림5. 중남미 평균 해수면 상승 관련 중장기 전망 (2010-2040, 2040-2070) (단위: 밀리미터/연간) >

< 그림6. 최근 중남미 멸종 위기종 증가 추이 (2013, 2016년 비교) >





외부 보고서 소개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한국무역협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7월 1일 발효됨.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특히 자동차

관련 원산지 기준을 강화해 역내 생산·조달 비중을 높이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코자 함. 구체적으로, 승용차 및 핵심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75%까지 높이고, 고입금

노동 부가가치 요건과 철강·알루미늄의 역내산 사용 요건을 새로 추가함. 북미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USMCA 발효에 따라 공급망 재조정과 신규 투자계획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됨.

보고서 바로가기

‘중남미 코로나19의 특징과 대응 그리고 파급 영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최근 중남미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을 상회하면서 중남미 지역이 팬데믹의 새로운

진앙지로 부상함. 제한적인 보건 시스템 역량, 재정 자원 부족, 높은 빈곤율, 비대한 비공식

노동부문,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제도 취약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정치적 리더십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확진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임.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먼저 큰

비용을 치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학습 효과로 비교적 초기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했으나,

방역 성과에 있어서 역내 국가들 간 차이가 나타남.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의 중남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역내 국가들 간 피해 상황 및 방역 성과의 차이와 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중남미 외교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함.

보고서 바로가기

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관련 행사외부보고서 소개

https://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cmercReportDetail.do?pageIndex=1&no=2069&classification=4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593&clCode=P01&menuCl=P01


‘미국-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이슈 추이’

EMERICS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는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 19 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 최근에는 멕시코, 이란, 러시아 등 친 베네수엘라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미국이 거래 제재 조치에 나서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음. 한편, 베네수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C)에 미국을 제소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언제까지 ‘반미’를 외치며 독자노선을 걸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동 보고서는

차베스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긴장관계가 어떻게 악화되어 왔는지, 그

여파는 무엇이며 현 상황은 어떤지를 종합 분석함

보고서 바로가기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6220&mid=a10200000000&systemcode=06


중남미 관련 주요행사

개최행사 요약

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FEALAC 국민대표단 온라인 토크 콘서트

ㅇ 주    최 : 외교부

ㅇ 일    시 : 2020.7.31.(금) 15:00-17:40

ㅇ 장    소 :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 (중남미국 YouTube 라이브스트리밍 동시 진행)

ㅇ 주    제 : 중남미 지속가능발전 / 중남미와 SNS로 소통하기

ㅇ 발표자 : 

(중남미 지속가능발전) 강동렬 UN SDSN 총괄, 하상섭 한국외대 교수, 지동훈 국제공정무역기구 대표 

(중남미와 SNS)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크리에이터 임미지

ㅇ 주요 발표내용: 

(중남미와 지속가능발전) ▴SDG시대 국제‧지역사회 문제들의 미래세대 영향 및 청년활동가들의 사례 공유 ▴2020 중남미 SDG 이행현황과 한계 및 한-

중남미 협력방안 ▴소비행위가 SDG와 커피 생산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중남미와 SNS) ▴한-중남미 간의 SNS 컨텐츠 공통점 및 각각의 특성 등 ▴한국인으로서 중남미인들을 타깃으로 한 SNS 운영방법 소개

ㅇ 영상 보러가기: 

1부 - 영상 보러가기

2부 - 영상 보러가기

외부보고서 소개 중남미 관련 행사

https://www.youtube.com/watch?v=BEiYElZkog8
https://www.youtube.com/watch?v=8x2s6UvLWV4


2020 제3차 화요라틴광장 - 「2020 중남미를 담다 1편」

ㅇ 주    최 : 외교부

ㅇ 일    시 : 2020.8.4.(화) 12:00-13:00

ㅇ 장    소 : 외교부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

ㅇ 주    제 : 중남미에서 개발협력을 만나다

ㅇ 강연자 :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ㅇ 주요 발표내용 : ▴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상황(중남미에서 코로나위기가 더 심각한 사회‧경제적 이유 등), ▴개발협력의 최근 논의 동향, ▴중남미

개발협력의 특징 및 기회요인

ㅇ 강연 다시 보기 클릭

※ 「화요라틴광장」은 중남미 외교·지역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8.6월 출범한 중남미 국민외교 사업으로, △중남미 문화, 여행 등 국민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다루는 ‘중남미 이야기’, △중남미 현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정책 토크쇼’ 등 개최 

https://www.youtube.com/watch?v=Lnp_1Z78p5o&t=2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