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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신기후체제1)

하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2)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3)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
고, 개발원조의 공여국(供與國)으로서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에 대해 개
괄적으로 논의한다. 에너지 분야 원조는 통상적으로 원조를 받는 대상국가인 수원국(受援國)
경제산업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전력 생산 및 수급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과거에는 발전소나 댐과 같은 대규모 발전시설의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전력망 확충 등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급기야 국제적인 기후체제가 수립되면서
수원국 내의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과 도입에 대한 지원에로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주요 원조공여국들은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발원조정책은 공여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대외정책의 일환
으로서 인도주의와 상호협력의 국제규범적 제약 내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국내자원을 동원하
는 데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마다 고유한 정책 동기와 목표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재생에너
지 분야 원조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15년 신기후체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g Goals, 이후 SDGs)가 유엔 주도하에 수립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인
빈곤타파와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에 후속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구자원의 활
용이라는 이상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규정과 활
용 방식에 있어서 각 공여국들은 국내 산업적 이해를 반영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도입은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도입된 이래 기후변화 대응 정
책의 양대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는 적응(adaptation)과 감축(mitigation) 중 후자에 해당하는
1)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기후체제와 대비하여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체제를 신기후체제로 본다.
2) 재생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조류, 폐기물에너지를 지칭하며, 자연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부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대체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05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 후 신‧
재생에너지로 부르고 있다.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라는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지칭하는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재생에너지 문제
를 다루는 사례가 많다(윤순진 2008, 문진영 외 2015). 본 장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국한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3) 공적개발원조란 중하위 소득국가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선진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부터 주어지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보다 유리한 양허성 차관이 전체 원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한국
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2017). 본 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외에도 개발원조나 원조, ODA 등의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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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적응 전략에 비해 감축 전략의 경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산업적 이해가 첨예하게 결
부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국제개발협력
의 규범이기도 하다. 더욱이 경제사회적으로 뒤쳐진 수원국에서 재생에너지 도입과 발전은 공
여국 내의 재생에너지 부문과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를 반
영하는 것은 효과적인 원조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여국과 수원
국의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의 조건이 된다고
볼 때, 각자의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비교적 후발주자인 한
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매우 초보적 단계에 있으며, 관련 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이
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종합해봄으로서 향후 한
국의 재생에너지 원조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의 의미와 중
요성을 고찰하고 개발협력에의 함의를 논한다. 다음 국제기구와 주요 원조국들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사례를 소개한 후,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정책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기후변화시대의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1) 개발협력에서 재생에너지의 의미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는 지구적 환경 의제로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동시에 개
발협력 분야에서도 주요한 의제가 되었다. 특히 1992년 유엔의 리우회담(Rio Summit)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이후 교토의정서 하의 기후체제에서 채택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이하 CBDR 원칙)’ 원칙이 가지는 함의가 크
다. 동 원칙에서는 원조를 수혜 받는 중하위 소득국들에게 우선시되는 경제성장의 국가적 목
표를 인정하고, 그에 수반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제 기반을 변화시키는 데에 선진국으로
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대체적으로 실패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국마저도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수원국들의 친환경적 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도 다
소 지지부진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CBDR

원칙에

‘가능한

역량(respective

capabilities)’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CBDRRC 원칙으로 수정하면서 중하위 소득국들이 자국의 역량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친환경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은 다시금 분명해졌다.
유엔 각 산하기관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주요 국제기구들
은 이와 같은 기후체제의 변화에 조응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의
필수불가결성을 강조하는 규범체계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엔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
터 에너지 관련 의제에 주목하고 유엔에너지(UN-Energy)를 설립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구 내의 에너지 관련 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후 2015년으로 예정된 파리기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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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SDGs 채택을 앞두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비정부기구
이자 다자적 협력체(multi-stakeholder partnership)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Sustainable Energy for All, 이하 SE4ALL)’라는 이니셔티브를 2011년 출범시켰다. 또한
유엔총회 의결을 통해 2012년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Energy for All’)로 지정하였다. SDGs의 경우 이전에 환경관련 논의를 단
한 개의 목표 아래 축소 논의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개발규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일곱 번째 목표로 지속가능
한 에너지를 선정하고 있다(“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서는 SDG7의 구체적인 세부목표
(Targets) 중에서도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비율 두 배 확대’, ‘세계 에너지구조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 및 관련 투자 확대’라는 목표 아래 언급하고 있다. 개발금융분야의 대표적인 국
제기구인 세계은행도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사업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원조사업에서 방
향을 선회할 것을 천명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포함되어 있다.4)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나 동 분야에 대한 개발원조가 기후체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아니다.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적, 정치적, 때로는 지리적으
로 다양한 한계 상황에 놓여있는 수원국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통상적인 석탄 및 화력발전
이 어려운 상황이나 댐 건설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은 종종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였다. 그러나 원조 규모면에서나 발전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에 대한 인식 면
에서 기후체제 이후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은 괄목하다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재생에너지가 주요 원조 사업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교
토체제가 신기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
어질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겠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공여국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요 선진국들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적 진보와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성장도 이루어진 것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사업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해외 시장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질 수 있었다. 또한 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확보도 공여국의 중요한 이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즉,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개발원조 참여를 통해 공여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동기 외에도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개
발원조에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이들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원조의 규모와 효과
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목표의 실질적 이행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
다. SDGs의 가장 마지막 목표인 SDG17에서는 이행수단으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
하면서 개발재원을 공공부문에 국한하지 말고 다각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으로 대표되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
었던 유엔개발재원회의(UN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in Addis Ababa)에서
논의된 차세대 개발재원에서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4) 동아사이언스. 2016년 4월 8일자 기사. “세계은행 투자금 3분의 1,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투입.” (기
사링크: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1454 마지막 접속 20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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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000년 후반 국제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각국의 공공부문이 재정 압박에 놓여있는 상황에
서 이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는 이
와 같이 신기후체제 하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생에너지 수요와 활용방안은 수원국의 상황마다 다르며, 공적개발원조는 어디
까지나 수원국의 국가경제발전 전략 및 에너지 전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
칙이다. 따라서 수원국이 요구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원국의 관점에서도 재생에너지원의 도입과 확보가 유
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감축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를 채택하는 수원국들에
게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해는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를 통한 이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중위 소득국의 경우에는 산업화의 수준이 하위 소득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
문에 기존의 석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데 효율성 추구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기
대하는 데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신기후체제 하에서 개
도국들도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들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원국들에게도 장기
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체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에 상당수의 수원국들은 상당히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공여국 못지않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적 이해가 달려있
기도 하다. 통상 석탄 및 화력발전이 단기적 효율에 비해 장기적으로 환경적 외부효과가 크며
전력망에 있어서도 석탄 및 화력발전은 계통연계가 필요하나 재생에너지의 경우 독립적 발전
이 가능한데, 중앙전력망 구축 상황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독립형 형태가
개발도상국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임소영 2011). 특히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에 전력
을 생산하기에 적절한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바이오가스, 소규모 풍력, 소수력발전으로 알려
져 있다(황인철 2015). 무엇보다도 최근 개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의 전환과 함께 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은 사실상 선진국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의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진
영 외 2016).
이와 같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에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
발원조의 필요성은 존재하며, 이것이 향후 동 분야 원조사업 발전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엔통계
청 및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및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가 합동
으로 SDG7의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출간한 공동보고서5)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도입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2030년까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5) The World Bank. 2018. Tracking SDG7: The Energy Progress Report. A Joint Report of the
Custodian Agencies. (인터넷 링크:
https://trackingsdg7.esmap.org/data/files/download-documents/tracking_sdg7-the_energy_pro
gress_report_full_report.pdf 마지막 방문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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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9.6%만이 현대적인 의미의 재생에너지원인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력, 풍력이
었고 나머지는 목재나 차콜 등의 통상적인 연료였으며 후자는 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쿡스토브(cookstove)에 사용되었다. 2030년까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재
생에너지 비율이 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SDG7이 정하고 있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장 큰 원인은 개도국의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있다
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수원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궁극적으로는 지구경제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
의 개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국제기구와 주요 공
여국들이 수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 이후 한국
의 사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이
다(문진영 외 2016). 태양에너지는 발전 방법에 따라 태양광발전(Photovoltaic, 이하 PV)과
집광형태양열발전(Concentrated Solar Power, 이하 CSP)으로 구분하고, 풍력에너지는 설치
위치에 따라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나누다고 한다. 그 외에는 수력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발전 형태인 소수력은 전력 생산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수력에 대한 투자의 83%가 개도국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수요가 크지만 가뭄에 대한 취약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열은 화산활동이 활발한 개도국에
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투자비용이 높고 소비
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알려져 있다(문진영 외
2016).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는 종류별로 고유한 입지 조건과 특성이 있어 개도국 상황에
맞는 재생에너지원이 개발되고 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재생에너
지 자체적인 특성 외에도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가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에 중요하게 여
겨진다. 첫째는 기술 및 경제적 요인으로 전문가, 설비, 원자재가격 등의 요인이며 둘째는 비
경제적인 요인으로 지원제도의 유무 및 정책적 안정성이 그것이다(문진영 외 2016). 앞서 서
술한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수원국들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과 환경을 조성
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조건상 여전히 이 두
가지 요소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주어지는 개발재원을 확보하는 것
이 용이하지는 않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개발협력은 따라서 이와 같은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전이나 환경 조성에 대해 주어지거나, 또는 개도국 진출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레버리지 역할을 담당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문진영 외 2016). 다음에서는 국제기구와 개별 공여국들이
수행하고 있는 몇 개의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사업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원조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한다.
먼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 이하 UNEP)이 주도하고 있
는 ‘초기자본지원기금사업(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은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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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들은 청정투자기금(Clean Investment Fund)의 일환인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
업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사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
여 민간투자 유도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문진영 외 2016).
양자원조의 경우 OECD 국가들은 2010년대부터 기후변화 대응 관련 원조 규모를 점
진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임소영 2016). 대표적인 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이 소개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Actions for Cool Earth”를 발표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약 160억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저탄소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비교우위 분야
로 보고 있다(EDCF 2015). 독일은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에너지전환보조금프로그램
(Global Energy Transfer Feed-in Tariff)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제
공 및 표준화된 계약문서지원, 부분보증, 기술지원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유엔 및
지역개발은행등과 함께 ARECA(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in Central
America and Panama)에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증지원, 역량강화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문진영 외 2016).

3. 한국 재생에너지 분야 ODA 배경과 특징
전후

개발원조의

수원국이었던

한국은

90년대부터

해외 원조를

시작하였으며,

OECD-DAC의 회원이 되면서 선진 공여국 그룹의 한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동료 공여국들에 비해 전체 원조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OECD-DAC 가입을 앞두고 정부
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이 지원
하는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 및 산업기반을 지원하는 원조의 성격과 환경
문제 해결에 주어지는 지원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녹색ODA 확대목표에 따라 2000년대 말부터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원
조를 증가시켰다. 녹색원조 또는 환경원조로 구분되는 원조는 초기에는 규모면에서나 중요성
면에서 공적개발원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기후체제로의 전환과 이후 각
국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후원조가 등
장하였고 이는 그 전의 환경 문제보다는 산업적 관점에서의 필요를 좀 더 담아낸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는 녹색원조, 환경원조, 기후변화 대응 원조
등 시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였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대동소이한 원조 정책의 틀 안에서 수
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특징 중 하나는 유무상 원조의 주체와 내용이 비교적 뚜렷하
다는 것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문진영 외 2016). 무상원조
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에
서 담당하고 있는 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동 기관은 주로 국가에너지 종합개발계획수립, 지
역사회 전력화, 발전소 설립 컨설팅, 관련기관 연수 및 교육 등 수원국의 자립가능한 경제개
발 및 산업발전 촉진을 원조 사업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대부분 100만 달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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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소형 사업이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원조사업은 주로 전력망
외(off-grid) 지역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건립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의 근원으로 올라가보면 1992년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
설계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를 필두로 하여 재생에너지분야 사업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사업
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재생에너지는 원조의 주력
분야는 아니었으며 지원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사전조사,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사업 등에
한정되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부터로, 아프가니스탄과 이
라크의 소수력발전소 건립 본 사업의 지원 이후로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의 사업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임소영, 2011). 2008년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및 소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이하 EACP)'를 발표하였다. 동 파트너십은 2008~2012년의 5년
간 지속되었으며, 아시아 전역 31개 국가에 대해 총 2억불을 지원하였다. 지원 분야는 물, 저
탄소에너지, 저탄소도시, 산림, 폐기물 분야이다. EACP가 종료된 이후에는 소수력, 태양광,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원의 종류도 다양해졌다(홍은경 2013).

4. 재생에너지 분야 ODA 사업 현황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원조 총액은 183.5백만 달러로 양자ODA의 약 8%를 지원 중인
데 이는 OECD-DAC 회원국 중 14위 수준이라 하겠다.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전략인 감축과
적응을 각각 보자면, 감축부문에는 약 31.5백만 달러(양자ODA 중 1.4%) (OECD-DAC 회원국
중 21위), 적응부문에는 약 171.4백만 달러(양자ODA 중 7.5%) (OECD-DAC 회원국 중 15위)
가 주어진다. KOICA는 2016년 기후변화대응 전략(2016-2020)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개도
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글로벌 아젠
다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는 첫째, 기
후변화 대응 사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둘째,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셋째, 재정 메커
니즘을 통한 기후재원 접근성이 있다(KOICA 2016).
한국은 2010년 이후 전체 ODA의 약 8%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감축보다는 적응에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너지분야 무상원조 중 신재생
에너지 분야 원조가 62%, 에너지 효율 사업의 비율이 33%, 재생에너지 중에는 태양에너지
53%이고 그 외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원 활용한 전력생산 및 에너지 생산 복합기술에 지

원하고 있다(임소영 2016). 한국은 개발원조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해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 중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갖춘 나라들로 논의되는 국가들
도 제법 있다. 네팔과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태양과 풍력에너지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은 지열에너지, 라오스와
몽골은 풍력에너지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얀마는 태양에너지, 인도네시아는 태양 및
지열 에너지의 잠재력이 높다. 이를 보면 결국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중점 협력국에서 태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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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등 4개 중점협력국 중 무려 3개국이 태양, 풍력, 지열
중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
리카 지역의 중점협력국들은 전체적으로 지역 특성상 높은 일조량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태양에너지의 개발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에티오피아와 탄자니아는
풍력과 지열에너지 분야에서 태양에너지 못지 않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원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에는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경제성만큼이나 비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수원국이 보유한 기술력, 관련 제도 등의 제반환경 등이 얼마
나 재생에너지 개발 투자에 우호적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부분의
중점협력국들은 재생에너지 부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
다(문진영 외2015).
유상원조 담당기관인 EDCF는 특히 국내기업들의 수원국 투자를 지원 및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재생에너지 원조사업은 아직 규모면에서 많은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주로 수원국이 재생에너지 개발 자체 보다도 그에 필요
한 기초적인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수행된
사업으로는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1~2차), 모
잠비크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 발전사업, 온두라스 농촌 태양광 전력
화사업 등이 있다.(문진영 외2015-원문임) EDCF의 사업은 대부분 전력망이 확충되지 않은 외
곽 지역에 독립형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설비구축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역량강화사업으로 구성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설비구축의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문진영 외
2015).
그 밖에도 재생에너지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신재생에
너지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진다. 전자의 경우 개도국
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활동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후자의 사업은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원조는 무상원조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기업의 공동출자를 의무
화하여 책임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행된 한국에너지공단의 타
당성조사 사업 중에서 이와 같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약 97개이며, 이
중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되었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에너지와 바이오에너
지에 대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문진영외 2015).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진행된 재생에너지 부문의 원조사업으로는 온두라스의 농촌
태양광 전력화사업, 니카라과의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 베트남의 꽝빈성 태양광 발전사업, 베
트남의 그린시티 도시계획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사업, 미얀마의 태양광발전 통한 전력소외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튀니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태양광 활용 식수공급
타당성조사, 에티오피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지원 사업 중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 결합한 에너지자립형 발전사업 지원, 몽골의 친환경에너지타
운 조성지원 사업 중 태양광발전, 소형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 결합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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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와 EDCF,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외에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
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기관와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교부의 경
우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를 운영하며 재외공관 과 기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는 글로벌녹색협력지원센터(중소기업 지원)를 통해 재생에너지 원조사업에
관여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인증취득 지원,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며, 한국신재생에너
지협회는 해외타당성조사 지원,해외지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금
융 및 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수출기업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
기금 등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부경진, 류하늬 2012)

5. 과제와 전망
한국의 재생에너지분야 개발원조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분야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되고 정책 도입이 시작된 것이 최근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로는 재생에너지 원조사업
의 성격에 대한 이해나 방향성의 설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기초한 원조 정책 차원
의 접근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원조의 일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외국
의 사례와 초기 몇몇 사업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연구 면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원조에 국한한 연구는 많지 않는 편이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 및 보고서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원조의
특성과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논의해보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원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산업이나 기업 이해가 결부되
는 정도가 꽤 크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기술과 자원의 동원에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석탄 및 화력발전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분
야의 경우 태양광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성숙도가 경제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
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기
후변화 대응 관련 원조에서 공여국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원조를 결정하고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강희찬, 정지원 2016). 그러
나 수원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에 대한 요구도 높기 때문에(김현구 외 2017) 공여국의 이
해와 수원국의 요구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 수행된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급되고 있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생
에너지 분야의 국내 기반이 아직 미약한데다 민간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공여기관들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진영 외(2015)
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에 민간부분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공공기관이 원조
사업 지원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규모의 기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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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일
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일부 자가
발전 설비를 제외하면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하여 예상된 일정에 따라 투자가 회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개도국들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언어 및 관습 등 현지에 대한 이해나
수원국 정부와의 계약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로 금융전
문가가 원조 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담당하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금융전문성이 없는
재생에너지 기업이 원조사업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기업은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문진영 외 2015). 따라서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이 확보되는 것이 재생에
너지 분야 원조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인식의 문제는 공여국인 한국과 수원국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라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석탄 및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제도 기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석탄석유
중심의 전기 발전에 비해 건설비용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발전 규모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설치 후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존의 발전방식과 달리 재생에너지는 설
비를 설치하면 자연적 과정에 의해 전력의 생산이 원료비용 등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장
기적인 측면에서 운영 및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데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아직 높지 않
은 편이다(문진영 외 2015).
수원국의 제도 미비나 관련 시장의 미약함 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의 불
안요소가 높아지는 것 외에도 원조 사업 이후의 사후관리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이 필
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시설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하여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결국 수
원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짐으로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이므로 재생에너지 원조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수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수원국 측의 참여
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한국 개발원조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유‧무상 원조의 분절과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수행으로 인해 원조의 효과성을 추
구하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
야의 경우 앞서 논의했던 기술과 재원마련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불안요소들로 인해 외국에서
는 단일한 재원보다는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재원출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문진영 외 2015), 한국의 경우에도 유‧무상 원조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문이 바로 재생에너지 분야라고 하겠다.
원조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평가 면에서도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쉽
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원조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자 문제이기
도 하다. 동 분야의 범분야적 성격으로 인한 사업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데, 기후변화 대응 사업 분류는 최근 시작되었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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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사업 평가 등을 위한 지표 개발의 어려움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이승문 2013; 임소영 2016).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에 대한 평가 체제가 확립
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원조의 핵심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6. 맺는 말
김호석(2007)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논하면서 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개발과 보급이 저조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
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은 조화와 상생을 통해 지구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큰 틀
의 규범을 추구하는 분야이다.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서 향
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졌으며 이는 선진국에게만 고유한 권한이 될 수 없다. 최근 국제
개발규범의 두 축이 기후체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두 재생에너지 도입의 당위성과 효과성
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 ODA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도 특히 경제, 산업적 이해가 첨예하게 녹
아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새로운 투자와 시장 확대 기회로서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
한 공여국의 관심은 수원국 입장에서도 환영받을만한 일이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
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은 해외투자로서의 접근이 아닌 원조로서의 접근을 택
하기 때문에 지원 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원조를 통한 재생에너지 분야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이란 시장 확대의 한 기회로서 원조를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개발협력
본연의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인지가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사업의 성공에 핵심적이라 하
겠다. 산업적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는 원조사업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민간을 끌
어들이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인 원조의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한국 고유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민간의 참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참여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재생에너지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대응
에 대한 개발협력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는 극히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ODA Watch 2014).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원국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들 중 재생에
너지원에 대한 이해와 발전 시설의 관리를 위한 교육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수원국의 주인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분야
개발원조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는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공
여국의 경제적 이해 추구에 머무르는 원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원조는 기존의 개발원조가 가지고 있는 다양
한 도전들과 함께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개발협력 분야의 대응이라는 과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조차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의 이해나 산업적 저변이 아직 확고하지 않
은 상황에서 이 분야의 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궁극적으로 개발원조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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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생에너지 분야 원조는 개발원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원조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지만 한국의 개발원조는 규모면에서나 전수해줄 기술의 발전정도
면에서 선진 공여국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한국이 가진 개발의 경
험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필요성에 부합하며 이들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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