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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 분야 국제협력

1. 배경 및 필요성

18세기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 한편 심각한 환경
문제를 동반하였다. 이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인류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
각해져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세계환경
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시되고1), 이어 1990년대는 전 지구
적 차원에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색하였다. 그리고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은 국제협력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환경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졌다(박효진 외, 2011).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 변화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은데 이는 각 시기별 핵심 담론을 정리한 것이다.

환경 문제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
고 할 수 있다. 1,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까지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은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을 표준화시켜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1)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의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제시함.

시기 주요 담론

1950-60년대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1970-80년대
구조조정

인간의 기본적 욕구

19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

인간개발지수(HDI), 빈곤감소전략, 지속가능한 발전 등

2000년대
새천년개발목표(MDGs), 거버넌스, 인권에 기반한(RBA), 

원조효과성 등

자료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교육원, 2012

<표 1> 시기별 국제개발협력 주요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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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집중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빈곤감소, 삶의 질 개선 등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
서 1990년대에는 빈곤의 다면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개발관련 의제(환경, 아동, 여
성, 교육, 인권, 사회개발, 인간안보, 외채탕감 등)가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주
목할 국제개발협력 담론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환경파괴 문제는 1960년대-70년대
부터 이미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 등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
해 있었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
의 한계Limit of Growth'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브룬드브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누릴 필요를 훼
손하지 않는 개발‘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브룬드브란트 보고서에 기초하여 1992년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와 일련의 후속 회의가 개최되고 그 이후 UN ECOSOC 산하에 ‘지속가능
개발위원회’가 설치되었고, OECD DAC(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 등 국제원조기구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였다. 2000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7
번째 목표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목표 내에도 환경변화와 
관련된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임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말라리아, 콜레라, 설사 등)에 특히 취약하고, 기후변화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식수 부족에 큰 영향을 준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자연재해, 가뭄, 혹은 잦은 이
주 등)은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며 아동들의 교육받을 기회
를 감소시킨다. 최근에는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개발과제 해결에 환경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환경의 주류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문제는 한 국가 혹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실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선진국을 중심
으로 개도국의 빈곤과 환경문제를 세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제협력
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미쳐 선진국에 비
해 농업 의존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도국에 큰 피해를 입히나 개도국이 직
접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인식, 자금, 기술, 인프라 모두 부족한 상
황이다(권새봄, 2014).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이끌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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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진국들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적, 기술적, 제도
적 협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는 개도국들은 지구적으로 소중한 환경자
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들의 훼손을 막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환경과 개발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환경 문제는 결국 개발의 장
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문제는 국제협력을 통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날 가장 가난한 나라
일수록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을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받는다는 것은 여러 사례
를 통해 증명되었다(이유진, 2008). 이에 따라 2000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
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이는 개발도
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원조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원국의 환경파괴라는 개발성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
려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2). <표 2>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7대 목표 및 하위 
세부목표를 나타낸 것으로 목표 7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세부 목표로 환경자원 손실 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환경사막화 방지, 온실가스 감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산림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등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협약을 체결해 이행하
고 있다.

2) http;//www.un.org/millenniumgoals/environ

목표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세부목표 1.a. 1990-2015년간 소득이 1일 1달러 미만인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세부목표 1.b.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생산적이고 괜찮은 일에 종사하는 완전
고용 달성

세부목표 1.c.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목표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세부목표 2.a. 201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이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함

목표3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달성

세부목표 3.a.
교육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의 경우 2005년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2015년까
지 성별 간 차이 근절

목표4 아동사망률 감소

세부목표 4.a. 1990-2015년간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3분의 2 줄일 것

목표5 모성보건 향상

<표 2> 새천년개발목표(MDGs) 7대 목표 및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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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밀레니엄 선언에서 빈곤퇴치를 기치로 내걸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의해 달성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3). 즉, 국
제원조의 녹색화는 단지 환경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3) 기후변화의 심화는 가뭄, 홍수, 농작물 피해, 물 부족, 질병 증가 등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도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IPCC, 
2007)

세부목표 5.a. 1990-2015년간 출산 시 산모사망률을 4분의 3 줄일 것

세부목표 5.b. 성과 생식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목표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세부목표 6.a. 12015년까지 HIV/AIDS 확산 방지 및 확산 감소로의 전환

세부목표 6.b. 2010년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의 HIV/AIDS 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세부목표 6.c.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억제 및 발생 감소로의 전환

목표7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세부목표 7.a.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각 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본으로 삼고 환경자원 
손실 보전

세부목표 7.b.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

세부목표 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환경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세부목표 7.d.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슬림거주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

목표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세부목표 8.a.
보다 개방적이며, 원칙에 기초하며, 예측이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시스템 발전

세부목표 8.b.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개발수요 수용,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수량
제한조치 면제, 채무빈곤국에 대한 부채경감 및 양자 간 국개채무 면제, 그리고 
빈곤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다 관대한 ODA 
지원

세부목표 8.c.
내륙국과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개발수요 수용,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과 제 22차 UN특별총회 결의사항
을 통해 추진

세부목표 8.d.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발도상국 외채의 포괄적 해결

세부목표 8.e.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필수 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함

세부목표 8.f.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교육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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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조 정책과 제도에 구체화 및 주류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산업연
구원, 2012).

2.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

환경 관련 국제협력에서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는데 있어 우선 OECD의 
24개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하나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 및 활동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설립된 OECD DAC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ECD DAC은 새천
년개발목표(MDGs), 빈곤, 성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및 취약국가, 무역, 원조효과
성, 원조의 질, 거버넌스 등 9가지 주요 이슈에 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해 
DAC 회원국이 준수할 원조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 세계적 목표로 합의된 이후  OECD DAC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환경과 개발을 동시 고려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발협
력 사업에 리우협약과 기후변화적응 이슈들을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환경
의 주류화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 환경평가(SEA: Strategy 
Environment Assessment)4)와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5)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9가지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OECD DAC가 환경 문제에 대한 수원국
과 공여국의 인식 증진 및 지식 공유를 위해 발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중  1990년
에 발간된 ‘원조와 환경’에 대한 9개의 가이드라인은 비자발적 이주와 정착, 해충과 
농약, 화학물질, 재해완화, 해양환경, 습지 보전 등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원조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국별 환경조사 및 전략, 범지구적 환경문
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모범 사례도 포함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적극 수용하고, 2001년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포괄적인 지침을 발간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
을 둔 OECD DAC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환경 문제를 별도의 과제
(stand-alone agenda)가 아닌,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서 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어떻게 통합(integration)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는 환경 문제를 장기적, 범지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고 기존의 빈곤퇴

4) 제안 단계의 정책(Policy), 프로그램(Program), 계획(Plan)의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

5)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안
된 조치들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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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략(PRSP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포괄적 개발전략(CDF: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국가비전 및 이행계획 등 국가 수준
의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후 
발간된 ‘개발협력과 리우협약의 통합 지침(2002)’,  ‘빈곤 감소를 위한 환경세제개혁 
지침(2005)’ 및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적응의 통합 지침(2009)’은 범지구적 환경 문제
에 대응하는 통합적 접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 발간된 ‘전략적 
환경평가(SEA)의 적용 지침’은 환경 이슈를 정책 및 전략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하는 원칙과 사례를 제공한다(김대환, 2010). 다음 <표 3>은 UN 산하기구, 세계은
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환경 관련 활동 및 상기 기구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프로
그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구 및 프로그램명 설립 주체 및 목적 주요 내용

환경과 개발 
네트워크

(ENVIRONET)

OECD DAC가 회원국
의 환경과 개발협력 
정책 간의 조화 도모 
위해 1989년 설립

§ DAC 회원국은 물론 세계은행 및 각종 국제기
구의 환경 기후변화 전문가들 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 지역개발은행, NGOs, 연구기관의 전
문가들로 구성되고, 국제통화기금, UNDP, 세
계은행이 옵저버로 참여

§ 최근 활동 영역은 1) 기후변화와 개발, 2) 환
경관리 및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 3) 전략적 
환경평가의 적용과 운영, 4) OECD 녹색성장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

빈곤-환경 이니셔티브

UNDP와 UNEP가 
2005년 공동으로 개
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전략 및 국가개발 계
획 과정에서 빈곤-환
경 문제의 통합 지원 
목적

§ 주요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음
- 개발도상국 정부가 국가, 섹터,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 빈곤감소에 환경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예산 및 투자계획 등 개발 과정에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
도상국 역량 개발

환경전략 2001

세계은행이 파트너국
가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발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로 
수립

§ 생활과 성장의 질 개선과 공공재 보호가 주요 
목표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문 강화, 프로젝트 설
계 개선, 제도 개선 지원 등 전략적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SFDCC)

2008년 세계은행그
룹이 기후변화와 개
발 문제를 연계하기 
위해 개발

§ 국가개발과정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지원
하고 추가적인 차관 재원을 동원

§ 시장에 기반을 둔 재원마련 기재 개발 촉진
§ 민간재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역량

을 강화
자료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교육원, 2012

<표 3> 환경 관련 주요 국제기구 &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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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관련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 및 현황

KOICA(2012)는 환경 관련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를 물과 산림으로 보고 그에 대
한 국제협력 동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 관련 국제협력 동향 

물 관련 국제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더블린에서 개최된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부터이다. 당시 회의에서 물 과잉소비, 오염, 한발 
및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동의 아래 다음 <표 4>의 4가지 
원칙이 제시되었고 향후 국제회의 논의의 공동 기조가 되었다.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4가지 원칙

§ 물은 생명과 개발과 환경의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유한하고 손실되기 쉬운 자원이다
§ 개발과 관리는 모든 레벨의 이용자, 계획입안자,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참가형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
§ 여성은 물의 공급, 관리, 보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물은 모든 용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재화로써 인식해야 한다

<표 4>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4가지 원칙

그리고 같은 해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행동계획에도 물 관리
에 대해 ‘담수자원의 질 및 공급의 보호: 수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이용에 통합적인 
접근방법의 적용’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1996년에는 세계은행, 국제연합 개
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청(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등이 협력 
하에 스톡홀름에서 세계 물 파트너십(GWP: Global Water Partnership)가 설립되
고, 마르세이유에서도 세계 물 위원회(WWC: World Water)가 발족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1회 세계 물 포럼(WWF: World Forum)이 개
최되고, 2000년에는 네덜란드에서 2차 WWF를 통해 ‘세계 물 비전’이 제창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2003년을 ‘국제 담수의 해’로 결정하였다. 2001년 12월 독일에서는 ‘국제담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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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최되었고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발표된 
’행동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적절한 위생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물에 관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다.

2) 산림과 국제협력 동향

산림은 사막화 확산을 막고 기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 이슈이
다. 산림에 관련하여 1990년대 초부터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 및 
국제 협약, 결정, 권고사항이 도출되었다. 1992년 리우데자이네루에서 UN환경개발
회의가 개최되어 산림 보전과 운영을 위한 ‘산림원칙’이 채택되었고, 이후 법적구속
력이 없었던 이 원칙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산림협약이 되었다. 1995년에는 국제산
림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1997년 국제산림포럼
(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 그리고 2000년 UN산림포럼(UNFF: UN 
Forum on Forests)이 양자 간 대화를 통해 도출된 각종 권고와 제안사항을 이행하
기 위해 구성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에서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
용 방지, 산림경영 등을 통한 산림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하였는데 특
히 산림이었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전 세계적 산림전용
(Deforestation)6)을 막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한 산림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으로 인식되고 있다. 

6)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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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지표를 통해 본 방글라데시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은 현재 대부분의 다양한 정책에 비용 효과적인 측면의 가이
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결정에 대한 한계로 새로운 주요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수혜당사자들의 ‘행복’에 대한 직접적
인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정책결정에 있어 매우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
론 매우 이상적인 시도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행복 측면’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힘들더라도, 특정 프로젝트의 평가로는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전통
적인 비용편익 분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들였던 노력처럼, 이러한 측면의 평가
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경제적 
순위를 매기는 국가지표에서 환경과 행복과 관련한 지표를 통해 방글라데시를 이해
하고자 한다. 

1. 지구촌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

GDP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국가지표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을 반
영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GDP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포함 지
표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목표가 궁극적으
로는 부유함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삶의 행복지표, 환경오염지표, 기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사람들의 행복과 참살이 정도를 2006년 7월 지구촌행복지수(영어: Happy Planet 
Index, HPI)로 만들어 발표하였다. 

HPI 
Rank

Country
Life

Expectancy
Well-being

(0-10)
Footprint

(gha/capita)
　

Happy 
Planet  
Index

1 Costa Rica 79.3 7.3 2.5 = 64.0

<표 5> 인간행복지수를 통해 본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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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구촌 행복지수 순위

방글라데시는 HPI 점수가 56.3으로 11위를 기록하였다. 수명에서는 중간, 
well-being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그리고 매우 낮은 생태발자국 순위가 반영
된 것이다. 이는 현재 방글라데시가 저개발국가로서 지구촌 전체에 배출하는 오염정
도가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하며, 이 지점이 HPI 점수에는 높게 반영되었지만 정작 방
글라데시 국민들의 삶의 질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 Vietnam 75.2 5.8 1.4 = 60.4

3 Colombia 73.7 6.4 1.8 = 59.8

4 Belize 76.1 6.5 2.1 = 59.3

5 El Salvador 72.2 6.7 2.0 = 58.9

6 Jamaica 73.1 6.2 1.7 = 58.5

7 Panama 76.1 7.3 3.0 = 57.8

8 Nicaragua 74.0 5.7 1.6 = 57.1

9 Venezuela 74.4 7.5 3.0 = 56.9

10 Guatemala 71.2 6.3 1.8 = 56.9

11 Bangladesh 68.9 5.0 0.7 = 56.3

12 Cuba 79.1 5.4 1.9 = 56.2

13 Honduras 73.1 5.9 1.7 = 56.0

14 Indonesia 69.4 5.5 1.1 = 55.5
15 Israel 81.6 7.4 4.0 = 55.2

자료 : well-being Ladder of Life question in the Gallup World Poll. Latest data for 
each country as at February 2012.

 Life Expectancy 2011 data taken from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Footprint 2008 data taken from Global Footprint Network for 142 countries. 

nef estimates for 9 countries (see report appendix for further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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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세계행복보고서 (Ranking of Happiness 2012-2014)

UN 산하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158개국을 대상으로 국
민 행복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발표에 따
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스위스가 꼽혔으며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상위
권에 집중 포진되었다. 행복도를 묻는 측정하는 항목들로는 GDP와 수명, 사회적 지
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의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에 방
글라데시는 10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본 조사의 잔차(residual)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방글라데시의 행복도를 예측하는 것과 실측하는 것에는 
다른 어떤 요인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림 2] 세계행복보고서 순위

자료: http://worldhappiness.report/wp-content/

3. 인간개발지수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
하는 인간개발보고서(HDR) 중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 중 한 항목이다. 각 국가
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을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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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간개발지수 순위

2013년 집계한 데이터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187개국 중 
142위7)로 very high-high-medium-low 분류 중 2계단 차이로 medium 국가에 속했
다. 이는 전년도 순위보다 1계단 상승했다. 아래의 그림은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인근
국가들의 HDI 연도별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그림 4] 국가별 HDI 연도별 변화

7) http://hdr.undp.org/e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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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UN HRD보고서에서 발표한 분야별 통계8)를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인접국
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13) [그림 6] 1999~2011 산림면적 비율(2013)

[그림 7]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2013) [그림 8] 빈곤지수(2013)

[그림 9] 황폐화된 땅에 사는 인구(2013)

8) http://hdr.undp.org/en/data/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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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la Performance Index)

환경성과지수(EPI)란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각국의 환경과 관련된 경
제, 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환경지속성지수(ESI)와 함께 발표하는 
지수로, 국가의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된 정도를 나타낸다. 지표로는 건강영향, 대기
질, 식수 및 위생, 수자원, 산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다양하다. 관련
한 모든 지표에 각각의 점수와 rank가 합산되어 총 순위를 발표하는데 방글라데시
는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 하위권을 기록하며, 2014년 결과에서 총 178개국 중 169
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환경 분야에서 정책수단의 부재와 동시에 그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지표 별 
변화를 보았을 때, 대기질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방글라데시의 환경성과지수 



- 22 -

Ⅲ. 일반현황

1. 국가 개황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 있는 인민 공화국으로서 인도, 미얀마 그리고 벵골 만에 
인접해 있다. 인도의 서벵골 주와 더불어 벵골어를 쓰는 지역에 속한다. 국명 방글라데
시는 벵골어로 ‘벵골의 땅’ 또는 ‘벵골의 나라’를 뜻한다. 면적은 143,998km² 으로 세
계 94위이며 총 인구는 현재(2015)1억5천7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 세계 8위이다. 인
구 밀도로는 11위에 해당한다. 일인당 GDP는 678달러(2011)로 세계 171위에 해당한
다. 

[그림 11] 방글라데시의 지리적 여건

자료: 구글지도

국    명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위    치
3면이 인도와 접경, 동남부 일부가 미얀마와 접경, 남부는 벵갈만에 임해(북위 
20°34′- 26°38′, 동경 88°01′- 92°41′)

수    도
(주요도서)

다카(Dhaka)
(Chittagong, Khulna, Syhlet)

기    후
아열대 몬순기후(sub-tropical monsoon) - 고온다습 
 - 겨울(11월-2월), 여름(3월-6월), 우기(7월-10월)로 구분 

<표 6> 방글라데시 주요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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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방글라데시의 행정구역은 아래와 같다. 방글라데시는 7개의 ‘구’(division)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구의 명칭은 각 구의 주도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방글라데시에서 구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은 ‘현’(zila, districts)이며 방글라데시에는 64개의 현이 있다.  이
는 다시 우파질라(upazila, subdistricts) 또는 타나(thana)로 나뉜다. 

[그림 12] 방글라데시 행정구역도

 - 연평균 강우량(다카: 2,186, 실렛: 4,842, 치타공 3,310 mm)
 - 7-9월간 연강우량의 75% 집중, 홍수다발시기 
 - 연평균강우량: 1,902-4,842 mm
 - 연평균기온:  겨울 20℃(11-29℃), 여름 36.7℃(21-38℃) 

종    족 벵갈인(98%), 비할, 챠크마, 무갈, 아랍인, 파탈족 등

주요자원 천연가스, 석회석, 고령토, 목재 등

면    적  147,570㎢(한반도의 약 2/3) GDP 1,130억 달러(2011)

인    구 150,493,658명(2012) 1인당 GDP 678달러(2011)

정치체제 내각책임제(91.9월 개헌) 통화단위
taka(Tk) 
1USD = 74.15Tk ('11)

종교
회교(86.6%, 국교), 힌두교(12.1%), 불
교(0.6%), 기독교(0.3%)

언어 벵갈어(90%, 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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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방글라데시 행정 구역 별 정보

자료 : www.google.com

2. 정치상황 및 국제관계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상황은 현재 세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이 2014년 1월 실시된 총선에서 300석 중 234석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승리
를 거두었으나, 총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간 갈등이 여전히 정정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여 1972년 헌법에 의해 의회 민주
주의 국가가 되었으나 그 후 약 30년간 정치적인 혼란과 부정이 만연하여 4번 이상의 
쿠데타가 일어난바 있다. 

방글라데시의 국제관계로는 먼저 중국은 방글라데시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공여 등을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도와는 2010년 1월에 테러 방지, 국경범죄 척결, 경제협
력 등에 대한 협정 체결 이후, 경제‧ 정치적으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인도 신
정부가 방글라데시인의 인도 내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향후 갈
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3. 자연현황

세계에서 가장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매년 몬순 홍수와, 
사이클론이 발생한다. 인도 접경과 갠지스 강 삼각주 지역은 지대가 낮지만 미얀마 국
경으로 가까워질수록 지대가 높아진다. 지리적으로 비옥한 갠지스 강 삼각주 지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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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국토의 대부분은 인도 아대륙의 벵골 만 부근에 형성된 삼각
주이다. 이 삼각주를 크고 작은 하천이나 칼이라는 수로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소택
지와 정글이 많은 저지대이며, 정글은 벵골호랑이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북쪽을 히말
라야 산맥 남쪽 기슭부, 실롱 고원 (메가라야 고원), 동쪽을 트리푸라 언덕과 치타공 구
릉, 서쪽을 라쥬모호르 구릉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벵골 만에 접해있다. 동부 및 
동남부에 해발 100 ~ 500m의 구릉이 펼쳐진다. 

히말라야에 수원과 서쪽에서 갠지스 강(벵골어로 폿다 강), 북쪽에서 브라마푸트라 강
이 계곡의 거의 중앙에 합류해, 최하류에서 메그나 강에 합류하여 유역 면적 173만km²
의 삼각주를 만들고 있다. 삼각주는 매우 인구 밀도가 높다. 방글라데시의 토양은 비옥
하고, 수원이 풍부해 논경작에 알맞지만,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여, 하천이 종종 범람해 
많은 피해를 미친다. 국내의 구릉지는 남동부의 치타공 구릉지(최고 지점 : 케오쿠라돈 
산, 1230m)와 실렛 구에 한정된다.

[그림 14] 방글라데시 연평균 기온(섭씨)

자료: http://www.fao.org.

북회귀선에 가까운 방글라데시는 열대 기후로,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은 온난하다. 
여름은 3월부터 6월에 걸쳐 고온다습한 시기가 이어지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몬순이 
내습한다. 거의 매년 이 나라를 강타하는 홍수, 사이클론, 토네이도, 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는 일시적인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삼림 벌채, 토양 열화, 부식 등의 원인이 되면
서 더욱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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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도시는 수도인 다카이다. 다른 주요 도시는 치타공, 쿨나, 라지샤히이다. 
치타공의 남쪽에 위치한 콕스 바자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천연의 해변으로 알려져 있
다.

4. 사회·경제적 현황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07-’11)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5] IMF의 방글라데시 경제성장률 및 전망(역년 기준)

자료: KOTRA 다카무역관, IMF(2014)

다만, 국내 세수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적자(직접세 징수율 세계 최하위)와 농업 
및 의류산업에 편중된 후진국형 산업구조, 높은 수입 의존도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토
상황 등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품 수지 
적자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며 양허성 차관 도입을 통한 인프라 시설 구축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제조업의 58%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본
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이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하며 
만성적 상품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단,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은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전체 노동자의 약 5.3%(약 400만 명)가 종사하고 있다.

한편,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2011년 기준)이며, 전체 노동인
구의 약 4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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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품목

자료: 농촌경제연구소(2011) 재참조

방글라데시의 주요 사회지표는 아래와 같다. 

지 표 수치(기준연도) 지 표 수치(기준연도)

평균수명 67.2(2009) 농경지 비율 70.1%(2011)

성인 출산율 (1인당) 2.2명(2011) 산림지역(Km2) 14,394(2011)

청소년 출산율(1,000명중) 82명(2011) 도로포장률 9.5%(2010)

5세미만 
유아사망률(1000명중)

41명(2012) 위생수접근율 83%(2011)

초등교육 제공비율 97.6%(2008)
1인당 에너지 

소비량(석유환산)
205kg(2011)

초·중등교육 여/남 비율 110%(2011)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0.3톤 (2007)

피임보급율 
(15-49세 여성)

61%(2011) 1인당 전기소비량 259kwh(2011)

홍역예방비율 96%(2012) 개업 준비기간(일) 11일(2013)

HIV 감염율 0.1%(2009) 상장사 시가총액
17,479,193,048 

달러(2012)

이동통신 가입자(100명중) 0.34명(2012) 군비지출(GDP대비) 1.3%(2012)

6.3명(2012) 고기술 수출비중 -인터넷 사용자(100명중)

<표 7> 방글라데시 주요 사회 개발 지표

 자료: http://www.adb.org.; Asian Development Bank(2009); http://hdr.und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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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증가

방글라데시는 서아시아의 인구대국으로, 2005년 1억 5,300만 명 이었던 인구는 
2020년 1억 8,5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잇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해
마다 경작지의 1%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의 인구분
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7] 방글라데시 인구 분포

자료: http://www.fao.org

2) 농촌 빈곤

인구 과밀 국가로 전체 인구의 약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지에 대한 압
박이 큰 편으로 경작 가능한 농경지가 790ha로, 국민 1인당 약 0.0.5 ha에 불과하
다. GDP 대비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1년 현재 
20%로 감소하였다. 농촌 빈곤의 주요 원인은 높은 인구 밀도, 비효율적인 토지 제
도 및 협소한 농지, 빈번한 자연 재해, 인프라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3) 빈곤과 사회적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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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1.3) 2013년 기준으
로 45%에 달한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6%를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는 있지만 아
직도 최빈국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잦은 한편 농업에 의존도
가 높아 식량부족과 빈곤의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ADB는 저개발국이 달성하
여야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첫 번째 목표(극빈과기아의 퇴치)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Asian 
Development Bank, 2009).

Ÿ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Ÿ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사회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빈곤부문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여전히 인구밀도가 높고 전체인구의 40% 정도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사
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 시
켜 외국인들의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방글라데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는 174개국 중 145위로 하위권에 해당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난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감소를 위해 2010년 국가개발전략인 Making Vision 2010-2021 A 
Reality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 안전한 식수

동남아 지역의 비소 농도 분포 자료로 볼 때 가장 심각한 비소 오염 상황을 보여
주며 최대 2,000만 명의 비소 피해자가 있다는 통계도 발표된 적이 있다. 방글라데
시의 물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23%는 주거 내부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8%는 주거 외부에서 공급을 받고 나머지 68%는 우물을 이용하여 
물을 공급받고 있다.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하면 비소에 노출된 정도가 도시 
25%가, 시골 75% 정도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 내에서 상수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원 고갈로 위
기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몬순성 폭우로 우기 때마다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 홍수 후 오염된 물을 마시고 이질로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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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 수도 다카의 경우 만성적인 물 부족과 식수의 품질 저
하에 시달리고 있다.

5. 국가 개발목표9)

1) 국가개발 계획10) 

방글라데시 정부는 Vision 2021 실현을 위한 Perspective Plan(2010-2021)을 발
표하였다11). Perspective Plan에서는 12개의 주요 개발 목표 설정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6차 5개년 계획(FY11-FY15)과 7차 5개년 계획(FY16-FY20)을 통해서 구체
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6차 5개년 계획의 실행 목표는 새천년 개발 목표와 
Perspective plan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6차 5개년 계획 설정 목표 영역은 모두 7가지 영역으로 1) 수입과 빈곤 2) 인간 자
원 개발 3) 물과 위생 4) 에너지와 인프라 5) 양성평등과 권한 부여 6) 환경 지속가
능성 및 7) 정보와 소통 기술(ICT) 이다. 이들 영역 중 에너지와 인프라, 환경 지속
가능성영역을 비롯하여 개도국의 특성 상 자연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과 친환경개
발 등 방글라데시의 국가개발 계획은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환경 분야 정책 목표

6차 5개년 계획의 설정 목표 중 환경 관련 분야는 크게 물과 위생, 에너지와 인프

9)  KEITI(2014), 환경분야 적정기술개발 보급사업 보고서 참조
10) http://www.pecm.org.bd/attachment/SFYP_Final_Part_1.pdf
11) http://planipolis.iiep.unesco.org/upload/Bangladesh/Bangladesh_Final_Draft_OPP_June_2010.pdf

자유 민주주의 달성

인구 증가 억제

세계화와 지역 협력 

사회기반시설 구축 

정책 개선과 부패근절

인정적인 거시 경제정책

전기와 연료 공급 확보

친환경개발

인적자원개발

산업화와 무역확대

식량안보

방글라데시 전자화 

<표 8> 방글라데시 국가 개발 계획 Perspect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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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및 환경 지속가능성 영역이며, 각 영역의 설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3) 새천년개발목표와 달성현황

방글라데시는 MDGs 목표달성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아동사망률 등 보건 분야 지표 달성에 있어 인정을 받아 지난 2010년 UN MDG 
Award를 수상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MDGs 목표달성에 많은 부분이 불확실한 상
황이기도 하다. UNDAF12)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MDOs 성과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나 목표 별로, 지역별로 그 편차가 큰 것이 문제이다. 가령, 아동 사망률, 질병 
통제, 및 빈곤 퇴치 등의 목표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수행 성과가 있는 반면 영유아

12) UNDAF 2012-2016 

분야 목표

물과 위생

Ÿ 모든 도시 인구를 위한 안전한 식수 확보
Ÿ 농촌 인구의 96.5%가 안전한 식수 확보
Ÿ 모든 도시 인구의가 위생적인 화장실 확보
Ÿ 농촌 인구의 90%의 위생적인 화장실 확보

에너지와 인프라

Ÿ FY15 까지 전기 생산량을 15.457 MW 까지 증가
Ÿ 전기 보급률 68%까지 확대
Ÿ 에너지 효율 10% 향상 
Ÿ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 다중 수송 체계로서 철

로와 수로 개선

환경지속 가능성

Ÿ 산림 증대
 - 생산 임업 면적 2% 증대
Ÿ 다카 등 대도시 대기질 개선과 청정공기법 제정 
Ÿ 하천 수질 정화를 위하여 모든 도시 오폐수(waste water) 처리 
 - 산업 폐수 방류 제로 
 - 습지보존법에 따라 도심 습지  복원과 보호 
 - 건기에도 최소한 10%의 습지 유지 
 - 친-빈민 사회 기반 관리로 단계적 이행
Ÿ 2015년 까지 최소 7개 도시의 리스크 아틀라스 제작 
 - 영구 녹색해안지대 지정 및 보호
 - 최소 15개 보호 구역에서 생태 관광
 - 종합해양자원 관리 계획 마련 
Ÿ 지속가능한 토지 및 수원 이용을 위한 토지 구획 
Ÿ 환경, 기후 변화, 재난 위험 축소 등 프로젝트 계획과 예산 할당 

및 이해 과정에 통합 
Ÿ 다카 등 대도시의 운하 및 자연적인 수로 복원 

<표 9> 방글라데시 환경 분야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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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이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목표에서는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목표에 있어서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과 MDGs 성취의 불평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지속가능성 목표와 관련해서, 제반 정부 정책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통합
하는 작업과 환경자원 보호 목표는 일정 정도 성과가 있으나 슬럼 거주민들의 여러 
개선에서는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 인구가 전체의 70%이상으로 2007년과 
20008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빈곤선 이하 인구가 상당부분 증가했다. 도시 인구 
급증과 도시 빈곤의 만연은 불충분한 거주와 위생 문제,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빈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해외 인력 송금액
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인간개발지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69개국 중 129위
로 초등학교 취학률 92.2%정도이다. 국가개발계획 내 직업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목표를 명시하고 해외원조자금을 통해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는 등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목표1 절대빈곤 및 기아문제 퇴치 진행상황 달성여부

세부목표 1
1990-2015년간 하루 소득 1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반감

목표치 29%
2008년 38.7%

부분적 달성
가능

세부목표 2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66% (‘90)→ 45%(’09)

달성불확실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진행상황 달성여부

세부목표 3
2015년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
등교육 전과정 이수

초등교육 등록률
60.5%(‘90)→91.9%(’08)

부분적 달성 
가능

목표 3 양성평등 실현 진행상황 달성여부

세부목표 4
2015년까지 초둥등 교육 남녀 격차 
없앰

초등학교남녀 비율
83%(‘90)→101%(’08)

부분적 달성 
가능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진행상황 달성여부

세부목표 5 1990-2015년간 아동 사망률 2/3 감소
5세미만 아동사망률 
53.8%(‘08)

달성가능

목표 5 모자보건 증진 진행상황 달성여부

세부목표 6 1990-2015년 산모 사망률3/4 감소
10만명중  574명(‘90) → 
348명 (’08)

달성불확실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진행상황 달성여부

<표 10> 방글라데시 새천년 개발 목표(MDGs) 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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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UNDP(2010) Progress Report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세부목표 7
2015년까지 HIV/AIDS 확산저지 및 반
전

HIV발병률 10만명당 
0.1(2009)

달성 불확실

세부목표 8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반전

발병률 10만명당
776.9명(‘90)→586명 (’09)

진행중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진행상황 상태

세부목표 9
지속가능성 수용, 환경자원 손실을 반
전

녹지 면적
9% (‘90) →19.2%(’07)

달성 불확실

세부목표 10
2015년까지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이 없는 인구 비율 반감

개선된 식수접근성
78%(‘90)→86%(’09)

달성 불확실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진행상황 상태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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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현황 및 주요 환경이슈

앞서 살펴보았듯이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이후 국내 총생산이 매년 안정적으
로 증가하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국가의 인간 개발 지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절반에 가깝다. 

방글라데시의 현재 인구 약 1억5천만 명 중 약 25퍼센트 가량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약 63퍼센트에 달
하는 인구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13). 이
는 현재 여전히 농업이 국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만, 동시에 2005년 이후로 계속해서 농촌경제규모가 방글라데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인구증가, 도시화, 빈곤문제를 지속적
으로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영향
이 뚜렷한 나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글라데시에서는 국내 부처에서 
여러 환경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토지 황폐화, 수질 오염과 부족, 대기 오
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상실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수도 다카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성장이 현저한 국가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가난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다카시는 개도국의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구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절대적 부족이 환경오염문제로 집약되
어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인구는 900만22명이었으나 2013년 1440만의 인구가 집
계되었고, 현재는 1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넘는 것으로 예측된다. 현지 언론에 따
르면, "매일 평균 2,100명이 다카시에 이주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15 
년에는 도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이다 "고 예측14)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와 맞물려 40만대의 릭샤가 매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릭샤의 경우 방글라데시를 비롯하여 인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
통 수단으로 자전거 릭샤가 있고, 오토릭샤라고 하는 모터가 달린 릭샤가 존재한다. 

13) 또한 방글라데시의 빈곤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인구이다.(2010, IOM)
14) 해외 환경 오염 · 환경 규제 · 환경 산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2011, 일본 MRI 미쯔비시 종합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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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토릭샤의 경우 관리되지 않는 배기가스가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
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이처럼 산업과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대도시에서 비롯되는 대기오
염, 폐기물처리와 같은 환경 관리적 실패에서 기인한 환경오염 이슈들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자료의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내용은 일본 MRI연구소
에서 2011년에 발행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1. 대기분야

방글라데시 대기 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다
카시, 치타 공시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들 수 있
다. 이들은 폐질환, 두통, 기관지 천식, 메스꺼움 등의 심각한 건강 피해나 검은 반
점 병 등 과일을 비롯한 식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도 다카시의 대기 오염은 심하다. 환경산림 부는 다카시의 대기 먼지의 밀도를 1 
평방 미터 당 247μℊ 것으로 측정하였는데, 이것은 국가기준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NAAQS))의 약 5 배이다. 또한 도시의 대기 질은 매년 특히 강수량이 적
은 10 월부터 3 월까지 가장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벽돌 제조 공장에서 매연

하쟈리바구 (Hazaribag) 도레쇼와루 (Doleshwar) 베군바리 (Begunbari) 또는 본
코토보리 (Banktaboli) 등의 다카 도시 지역에서는 매년 10 월에서 3 월 동안(건기) 
벽돌 제조 공장의 조업을 하고 있다. 우기에는 그 지역이 침수되므로 공장을 가동 
할 수 없다고 한다. 벽돌 제조 공장 전체에서 매년 총 200 만 톤의 석탄이 사용되며, 
벽돌 공장 한곳 당 매년 7.5 톤에서 30 톤의 목재 연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굴뚝
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벽돌 제조 공장의 수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약 1 만 여 개이며, 실제
로는 그의 약 3 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배경으로 공장 가동 시 해당 
공장 등록이 필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그런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풍조
와 부패 구조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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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외 환경 오염 · 환경 규제 · 환경 산업의 동향에 관한 조사 보고서(2011, 일본 MRI) 

2) 자동차의 배기가스

대기 오염의 또 다른 큰 요인으로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다. 특히, 수도 다카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 체증은 심각하다. 디젤차의 배기가
스가 주요한 원인이며 이는 대기 오염 80 % 이상의 요인을 차지한다. 다카 도시를 
주행하는 32 만대 이상자동차의 대부분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  2000년
에는 다카시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이 비교적 큰 오래된 자동차의 이용을 금지하는 시
도가 이루어졌지만,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2003 년 다카시에서 
시행한 오토 릭샤 (두 기통 삼륜차)의 CNG (천연 가스) 자동차 도입 사업은 이전에 
비해 대기 오염 완화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림 18] 다카시 교외 벽돌 제조 공장 (좌 : 건기, 우 : 우기)

[그림 19] 다카 시내 교통 (좌 : 교통 체증의 모습, 우 : CNG 엔진을 탑재 한 인력거)

자료: http://www.pelican-travel.net/blog/bangladesh



- 37 -

2. 수질 분야

방글라데시 하수 처리 시설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의 대부분이 
그대로 인근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넘쳐나는 상태가 발생하
며, 거리의 수로 큰 강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민에 의한 수도관 파손
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파손된 수도관에 유해 물질을 포함한 오염 된 물이 유
입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또한 동시에 수도관의 노후화에 의한 손상도 문제가 되
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어 있지 않고, 설사와 콜레라 등 물과 관련된 
감염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 또한 산업 용수도 부족하고, 대규모 공장은 자가용 우물
의 정비를 강제로 떠안아 민간 투자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1) 생활폐수에 의한 영향

다카시에서는 하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분뇨 처리 방법으로는 30 %가 정
화조 10 %가 우물 형 변소 5 %가 회수 형 변소를 각각 이용 하고 있다. 변소를 가
지고 있지 않은 주민도 많은 연못이나 배수구 등을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하수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
에 의한 오염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도시에서는 많은 장소에서 다스토빈(폐기물저
장소)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식당의 조리 폐기물의 대부분은 
맨홀에 폐기된다. 이 결과 하수구 즉, 맨홀 또는 외 폐기물을 포함한 오수가 떠올라 
오는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화학제품이 들어 있던 탱크를 주민이 하천에서 세척하
고 그들을 일반 주택의 저수 탱크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방글라데시 이러한 
수질 오염에 따라 주민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

2) 산업 폐수에 의한 영향

방글라데시는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공장의 집중과 기업의 상업 활동도 지역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카시 Hazaribagh 지역 무두과 Narayanganj 지역
의 섬유 제품 착색 공장, Khulna 지역의 연해 지역의 새우 양식 곳은 수질 오염의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공장 지대가 주거 지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
장에서 폐수가 주택까지 흐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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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처리 인프라의 상황

다카 도시 치타 공시, 쿨나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하수도 공사가 그 이외의 지
방 도시에서는 지자체 수도국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사업은 다카시에서는 
다카 상하수도 공사 (DWASA : Dhaka Water and Sewerage Authority)가 중심
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설비 투자의 부족으로 상하수도에 걸리는 시설 정비가 
불충분 한 상태이다. 상수도는 수급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에서 안전한 물 공
급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하수도는 다카시의 일부 지역에서 정비되고 있지만, 보급
률은 20 %에 그치고 있다. 시가지의 확대에 따른 형태로 하수 도망의 확장과 관련 
시설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카 시내 중심에서 북쪽 지역 (신흥 주택지)
은 적절한 하수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카 상하수도 공사 
(DWASA)는 하천의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하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 
년 6 월에 국내에 새로운 하수 처리장을 5 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하수 처
리장은 Tongi, Kamrangirchar, Baidyartech, Uttarkhan, Diabori의 5 개소에 
450 억 매를 투자 해 건설 할 예정이다. 

4) 비소 오염 상황

방글라데시는 지금까지 홍수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유행에 휩쓸려
왔다. 따라서 영국 통치 시절부터 물을 둘러싼 문제, 특히 안전한 물 공급은 홍수 대
책과 갠지스 강 치수 대책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왔다. 그 과제 해결 수
단의 하나로서 풍부한 지하수를 이용한 수동식 얕은 관 우물 (tube well)이 주목되
며, 특히 방글라데시로 독립 1971 년부터 유니세프의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대
처가 이루어지고 왔다. 결과 1990 년대에는 농촌의 97 %에 안전한 식수가 공급 될 
때까지가 그 급속한 성과는 세계은행에 의해 「물의 기적 '이라고 말한 정도였다. 그
러나 1993 년에 방글라데시 북서부에서 우물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 그래서 정부
는 1996 년 국가 비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1998 년에 정부에 세계은행
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프로젝트 (BAMWSP Bangladesh Arsenic 
Mitigation and Water Supply Project)가 조직되어 전국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
서 밝혔다 된 것은 검사 된 음용 우물 약 500 만개 중 29 %의 우물이 비소에 오염
되었으며, 2000 ~ 2500 만 명이 영향을 쓰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38,000 명 이상의 비소 중독자가 발견되는 것 등이다. 이 BAMWSP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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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12 월에 완료하고 2005 년 2 월부터 BWSPP (Bangladesh Water Supply 
Program Project)에 인계되어 현재도 대책은 진행 중이다. 

[그림 20] 방글라데시 비소 오염 지역
자료: 아시아 비소 네트워크 http://www.asia-arsenic.jp

한편, 수원의 오염으로 연못이나 강 등의 불법 푸근 투기가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
고 있다. 

3. 토양 분야

인공 유래 요인으로는 과도한 농약 사용과 비계획적인 토지 이용, 기존의 법률 무
시, 그리고 적절하지 위험 폐기물 처리하여 토양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안 지
역에서는 비계획적인 토지 이용과 바닷물 침입 (주로 새우 양식 시설에서 침입하는)
에 의한 토양 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자연 유래의 요인으로는 사이클론 피해와 
홍수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해 토양의 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로 Barind Tract, 
Madhupur Tract, 히말라야의 산기슭, Tista 범람원, Karatoya 범람원, Bangali범
람원, 그리고 거친 동북 지역에서 심각한 토양 오염이 보인다. 그리고 다음 심각한 
지역으로 Tista 강, Jamuna 강, Ganges 강 중고 지역의 범람원을 들 수 있다. 다음
과 같은 토양 오염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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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염개요

Chittagong Hill Tracts (CHT) 지역
급격한 인구 변동 전통적인 경작 방법 (Jhum)의 변
화, 도로 및 기타 인프라 시설의 건설로 토양이 오
염.

Madhupur Forest 지역
삼림 벌채에 의한 토양의 노출, 지역 개발로 인한 토
양의 질 저하.

Barind Tract 지역
농촌 지역에서 바이오매스 연료사용으로 인한 토양 
황폐
쌀 경작을 위한 지하수 관개로 토양의 질 저하.

<표 11> 대표적인 도시의 토양 오염 개요

4. 폐기물 분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에 대한 대
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다카 시는 폐기물 관리 실시 체제의 취약성과 
계획의 부족, 담당 직원의 역량 및 관련 인프라 및 기자재의 부족, 주민들의 낮은 보
건 의식 등의 이유로 적절한 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폐기물은 유기물, 타지 않는 쓰레기, 종이, 화학제품 등 크게 4 가지로 구분되며, 
화학제품을 제외한 3가지 종류의 폐기물은 한 번에 회수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있다 해도 가정 내에서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정용 쓰레기는 배출 
시 지정된 배출장소에 폐기물을 수집하게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모인 폐기물은 시의 
직원 혹은 그 지역 시민 단체 (CBO : community based organization)가 회수한
다.

폐기물 처리장까지 운반된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은 도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다카시의 경우 처리장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장에는 매일 폐기물
을 수거하여 파는 사람들로 인해 대부분의 재활용 폐기물은 수집되고 이를 제외한 
유기폐기물만 남게 된다. 현지 NGO 인 Waste Concern에 따르면, 다카 시내에 
120,000 명이 비공식적으로 재활용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카 시내 쓰레기의 약 
15 % 인 475 톤이 하루에 재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치타 공시의 경우 폐기물
이 해양 투기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소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카시의 1일 폐기물 발생량은 3,200 ~ 4,000 톤이다. 그러나 현재 시 당국이 수
집하는 양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나머지는 거리와 하수구 및 저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는 주변 환경 및 공중 보건의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다카 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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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차량은 노후화가 심하고 새로운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청소 
세금 이외에 일반 기금 예산도 증가시키고 있지만, 이를 위한 거액의 자금 조달은 
쉽지 않다. 

폐기물 관련 사업으로는 1995 년 Waste Concern은 커뮤니티 기반 퇴비화 사업
을 다카 시에서 시작했다. 이 활동은 민관 협동 · 주민 참여형으로 공공 기관이 퇴비
화 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NGO가 기술 지원 및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퇴비 제품의 
마케팅은 민간 기업이하고 각 가정은 세대별 방문에 의한 폐기물 수집 비용으로 매
월 0.22US 달러를 부담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1) 일반 폐기물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3,332 톤으로, 그 절반 수량은 
수도 다카시와 치타공 시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1 인당 평균 폐기물 배출량은 
0.41kg으로 산출되었으며, 다카시와 치타 공시는 각각 0.56kg, 0.48kg과 평균을 웃
돌고 있다.

도시
폐기물 발생률 
(kg / 인 / 일)

총 인구 (명) ※ 
2005 년 때

폐기물 발생량 (t/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 (t/일)건기 우기

Dhaka 0.56 6,116,731 3,767.91 5,501.14 4,634.52

Chittagong 0.48 2,383,725 1,258.61 1,837.57 1,548.09

Rajshahi 0.3 425,798 140.51 205.15 172.83

Khulna 0.27 879,422 261.19 381.34 321.26

Barisal 0.25 397,281 109.25 159.51 134.38

Sylhet 0.3 351,724 116.07 169.46 142.76

합계 평균: 0.41 32,765,516 10,839.75 15,826.04 13,332.89

<표 12> 방글라데시 6개 도시에서 폐기물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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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방글라데시 6개 대도시 폐기물 수집률

한편, 도시 폐기물의 폐기물 구성을 살펴보면 음식찌꺼기로 인한 유기 폐기물의 
비율은 70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분 함량 50%로 높은 반면, 
열량은 1,000kcal/kg으로 낮아 소각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림 22] 방글라데시의 평균적인 도시 쓰레기의 조성

자료: Waste Concern "Waste Database of Bangladesh"

2) 산업 폐기물

환경 산림 성, 현지 NGO의 Waste Concern 및 아시아개발 은행은 산업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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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쓰레기발생량

2008년 2012년

섬유 산업 (슬러지) 톤 / 년 113,720 3,600,000

제혁 산업 (고형 폐기물) 톤 / 년 22,500 34,212

농약 산업 (고형 폐기물) 톤 / 년 53.58 68

비료 산업 (고형 폐기물) 톤 / 년 277 334

석유 정제 산업 리터 /년 4,000 4,000

<표 13>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

다카시 Hazaribagh 지구와 Tejgaon 지역에 있는 무두 지대는 유해한 산업 폐기
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폐기물이 지하로 유출되어 다카시
의 주요 식수 공급원인  지하수가 오염되어 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방글
라데시 동부에 있는 두 번째 도시 치타 공시의 벵골만에는 세계의 폐선 (100 톤 이
상)의 40 % 이상을 취급하는 세계 최대의 선박 해체의 현장이며, 해체 과정에서 발
생한 선박 폐기물이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선박 해체 작업에 따라 지난 30 년간 적
어도 1,000 명이 산재 사고 등으로 사망 하였으며, 작업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출 및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되고 있다. 

3) 슬러지15)

방글라데시는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로 관리할 수 있
는  하수 슬러지 자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여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글
라데시 농촌에서는 콘크리트 원통을 땅속에 묻어 위에 변기를 둔 ‘핏토라토린’이라
고 불리는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슬러지를 거르는 구조가 없이 가
득 차면 새로 제조 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도시 지역에서는 이와는 다른 종류의 
하수조 탱크가 이용되고 있지만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생적인 슬러지 회수 시스
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농촌에서 사용하는 ‘핏토라토린’이든, 도시의 하수조 
탱크든 그 속에 쌓인 슬러지에서 유출된 물은 토양으로 침투되어 오염을 야기한다. 

15) 슬러지(sludge)란 수중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진흙상으로 된 것. 오니(汚泥)라고도 한다. 슬러지에는 
다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이 어려우므로 모래여과, 필터프레스, 진공 여과기 등으로 처리하여 
보다 수분이 적은 슬러지 케이크로 만든다. 이 케이크는 비료로 이용하거나 매립, 소각 또는 해양투
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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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방글라데시 핏토라토린

자료: http://www.jca.apc.org/jade/kaigaikyou/no5/NO2.pdf

5. 에너지 분야

1) 에너지 현황

방글라데시는 유일한 부존자원인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가
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스 87%, 석유 5.5%, 석탄 5%, 수소 2.5% 정도로 40.8%가 
주요 공급원으로 산업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원유의 국내 생산량은 극히 적어, 공급
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력 및 석탄의 생산량도 적은 편이다. 현재 수
요 수준으로 볼 때, 발전량 자체는 충분하나 발전소 노후화 등 시스템상의 문제로 
매년 20%의 전력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스 생산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발전소의 운전이 제한되기도 하였으며,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해 
전력 생산 기업이 부족하여 외국 업체가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동서 지역의 에너지 사정의 격차도 문제화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국내의 
가스전은 동부지역에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의 모든 화력 발전소가 가스를 연료
로 하고 있는 한편, 서부에서는 활용량이 적은 석탄 및 석유가 주된 연료가 되고 있
다. 이처럼 대도시 위주의 가스 사용 등으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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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방글라데시 에너지원 별 발전량 비교

자료: http://www.bpdb.gov.bd

2) 전력 현황 및 정책
  
  방글라데시는 전력 발전시설 부족으로 만성적인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약 40%16)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도 및 구
조적 개혁을 통해 ‘21년까지 전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여 ①전력생산 방식의 다양화, ②전력교류 확대를 통한 전력수입 및 자원 확보, 
③전력분야 민관협력 확대로 설정하여 전기와 연료 공급확보를 달성한다는 계획이
다. 단계적으로 전력공급을 확대하여 2021년까지 방글라데시 전역에 전력을 보급
(Electricity for All by 2021)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재생
에너지 등 연료 다각화를 통하여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송변전 시설을 확충하여 국
가 전체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16) 수출입은행(2015), 한국의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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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방글라데시 연료별 & 발전방식별 발전용량

자료: http://www.bpdb.gov.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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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RIMARY GRID SYSTEM OF BANGLADESH(2013)
자료: http://www.bpdb.gov.bd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력 생산 및 판매, 전력 수요 예측 및 건설, 송변전 등의 전력 
관련 모든 업무를 ‘전기에너지광물부’ 산하의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BPDB)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BPDP는 2020 년까지 모든 전기를 제공하
는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전기의 신뢰성과 품질 공급을 보장하
고자 하는 것을 세무목표로 삼고 있다. BPDP는 국가의 발전의 위해서는 전력생산이 
불가피 하며, 따라서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의한 발전량 증가를 국가개발을 가속화하
기위한 절대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원 
다양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택 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정부는 기존의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 생산의 기여를 확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일례로 BPDP는 전력수요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500 MW의 태양광 발전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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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현황에 대한 이슈

방글라데시는 현재 전력 수요 대비 낮은 공급량, 취약한 배전시스템, 발전소 유지
비용 상승, 전력 생산 기업 부족, 천연가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의 과제에 직면하
고 있다. 동시에 인구 당 전력 소비는 생산의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서 전력사용에 
대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격차가 지역별, 소득별로 불균형하게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전력사용 패턴은 다음과 같다. 전력사용은 내수 
소비용, 산업, 상업, 농업 순이며, 물가안정을 위해 매년 에너지보조금(26.8%, 681
억 타카, 2014년 기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상의 이유로 에너지보
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이다. 

[그림 27] 방글라데시 에너지원 별 발전 용량 비교

자료: http://www.bpdb.gov.bd

또한, 방글라데시의 발전소 프로젝트의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
이 민간영역에서의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관리하지 
않는 영역에서 발전소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고려되고 있
는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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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방글라데시의 발전소 현황 및 계획 (2012 to 2016)

자료: http://www.bpdb.gov.bd

6. 기후변화17)

1) 방글라데시의 기후위험 지수(CRI)

방글라데시는 빈번한 홍수, 열대성 사이클론, 태풍, 가뭄의 발생으로 세계에서 가
장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비영리 기관인 Germanwatch가 
기상 관련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취약성을 
매년 산정하여 국가들의 취약성 순위를 발표하는 보고서(Harmeling, 2010)에 따르
면, 방글라데시는 1990-2009년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
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Germanwatch는 자연재해가 야기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 CRI)를 개발하여 취약성
을 측정하였으며, 이 지수의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국가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는 높은 인구밀도, 잦은 홍수, 태풍 및 범람, 그리고 자연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 및 역량의 부족 등으로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에 가장 취약한 국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17) 임소영(2012), 방글라데시 CPS(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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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Germanwatch 산정 기후변화 취약 국가 및 기후위험지수(CRI)
출처: Harmeling(2010); 임소영(2011) 재인용

2) 방글라데시 내 기후변화 영향

Germanwatch의 기후위험지수 산정 시 반영되지는 않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해
수면보다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이면서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농업에 크
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구조는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때문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점점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크게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
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폭포효과(cascade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2010년 보고
서18)에서 방글라데시의 경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는 홍수와 
태풍, 강 침식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매우 넓은 지역의 삶의 터전을 앗아
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장기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이를 통한 
분석 및 연구가 동반되지 않아 그 심각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나타는 자연재해 말고도 비교적 장기적으로 감지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는 해안침식, 해수면 상승, 해수침투로 인한 토양의 염류화, 기온상승, 우기패
턴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들로 인해 감지되는 가속화되
는 현상(cascade effect)들로는 환경질의 악화와 도시인구의 쏠림현상 등이 있다. 
갑작스런 태풍과 홍수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안침식 등의 문제에 

18) IOM(2010), Assessing the Evidence: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in 
Bangladesh pp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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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지역에서는  안전한 식수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문제는 화
장실 등 위생상태의 저하와 이로 인한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이렇듯 주로 농
촌에 해당하는 피해지역의 인구들이 주거와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방
글라데시 대도시의 발전 여건 상 충당할 수 없는 오염부하로 인해 또 다른 심각한 
도시 환경문제 및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듯,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의 취약성은 연속적으로 방글라데시에 많은 영향을 
미쳐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빈곤층 발생과 식량안보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10년간 약 244건의 자연재해로 8,241명이 사망하고 GDP
의 1.81%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점차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온난화
에 따라 재해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분류되는데, 남부해안가 지
역은 주로 토양 및 수자원의 염류화, 해수면 상승 및 싸이클론 피해 등이, 북서부지
역은 강수량 감소 및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이 주요 직면 과제로 
부각된다. 삼각주에 위치한 다카시의 경우는 해일의 영향으로 저수지 나 강이 염류
화가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09 년에 일어난 사이클론 ‘AILA (아이라) '로 
인해 논밭에 해수가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이들 지역은 해안 지반
이 매우 연약하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건설하지 못하고 수원의 확보가 매우 어려
운 상태이다.

이렇듯, 방글라데시에서의 기후변화는 환경 악화, 빈곤, 사회적 박탈과 정치적 분
쟁 등을 야기 시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여 재해 관리와 기후변화 대처가 개
발정책 및 계획 전반에 주요 과제로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환경변화
에 대응할만한 인프라가 미비하여 재해관리 능력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배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0]은 국제 원조 기구 및 여러 선진공여국에서 개도국의 재해관련 지원을 분
류한 것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분야를 설립하는데 참조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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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개도국 원조 및 지원 관련 주요 분야(이자원, 2015)

Ⅴ. 환경정책 및 집행

1. 환경관련 법령

방글라데시 환경 법령은 직간접적인 것과 사후 조치 등 모두 종합하면 185 건의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기본적인 것은 1947 년 이전 영국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 졌
으며,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 회의 개최 등 1970 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환경 문
제의 해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1971 년에 독립 한 방글라데시도 점차 환경 문제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왔다. 다음의 방글라데시의 환경관련 법령들이다. 

§ 환경오염 규제법 (Environmen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 1977년 제정.
§ 공장 규제 (Factory Rules) : 1979 년에 제정.
§ 농약사용법 (Agricultural Pesticides Ordinance) : 1983 년에 제정.
§ 환경 보호법 (Bangladesh Environment Protectio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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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제정. 1992 년 리오 정상 회담 이후는 기존의 개별법이 아니라 환경을 고
려한 포괄적인 정책과 법령이 정비.

§ 환경 정책 1992 (Environmental Policy 1992)
　   : 1992 년에 제정. 방글라데시의 환경 정책 대강이다. 목적 15 분야의 환경 정책, 

법적 틀과 제도의 마련으로 구성되며, 특히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이 특징.

§ 환경 행동 계획 (Environmental Action Plan)
　: 1992년에 제정. 「환경 정책 1992 '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17 개 분야에서의 
행동 계획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부처의 지정을 실시. 여기에서는 5 년마다 
환경 백서의 작성이 정해진 것이 중요.

§ 국가 환경 관리 행동 계획(NEMAP :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ction Plan) 

: 1995년에 제정. 유엔 환경 계획 (UNEP)의 협력을 얻어 개발 된 계획. 이 계획의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에 관계하는 중요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 악화의 비율
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촉진하고 인간생활의 질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에 필요한 조치를 확정하
는 것 등이 정해짐. 제도별, 분야별, 지역별 장기 과제 등 4 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
정뿐만 아니라 NGO와 관계 주민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환경 문제 파악과 대책 
등에 관하여 주민 참가 형 워크 쇼핑이 열린 동 계획이 수립.

§ 환경 보전법 (Bangladesh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 1995년에 제정. 1989 년 「환경 보호법」에 대신 제정 된 법률. 이 법은 산림 환경
부 (MoEF)가 작성한 21 조에서 성립 환경 보전의 기본 영역을 망라. 예를 들어, 
환경 정의 (제 2 조), 환경기구의 설치 (제 3 조)과 업무 (제 4 조), 생태계 위기 지
역의 지정 (제 5 조),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 (제 6 조) 출입 검사 권한 (제 10 조) 
배상 청구권 (제 5 조의 A)과 벌칙 (제 15 조)가 포함되어 특히 개별 문제의 해결
을 나타내는 사항으로는 플라스틱 비닐 봉지 사용 금지(제 6 조의 A)와 환경 영향 
평가를 수반하는 환경 조례 적합 설명서의 발행 (제 12 조) 중요 사항으로 기록되
어 있음. 또한 환경 국이 발행하는 환경 적합 증명 (ECC : Environment 
Clearance Certificate) 취득 없이는 어떠한 공장의 설립 · 사업 실시도 할 수 없
다는 규정도 포함. 이 법은 2000 년과 2002 년에 일부 수정.

§ 환경 보전 규정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Rules)
  : 1997 년 「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대기, 물, 산업 폐수, 배기가스, 소음, 악취 등

의 문제에 대해 환경 기준을 정한 것. 카테고리 의해 사업 계획 및 환경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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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환경 관리 계획의 제출 등을 요구. 동 규칙도 2002 년과 2003 년에 일부 수정이 
이루어짐. 또한 동 규정은 모든 신규 산업 활동 및 프로젝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와 실시 장소에 따라 Green, Orange A, Orange B와 Red 카테고리로 분
류 된 카테고리 별 지침에 따라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Green과 
Orange A 카테고리의 안건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개요서와 지방 자치 단체의 허
가서를 제출하면 환경 적합 증명 (ECC)를 얻을 수 있음. 서류에 미비가 없으면, 
Green의 경우는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Orange A의 경우 30 일 이내에 환경 
적합 증명 (ECC)가 발행. Orange B와 Red 카테고리의 안건은 상기 이외에 초기 
환경 조사서 (IEE : 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및 환경 관리 계획서 
(EMP :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등을 제출해야 함. 초기 환경 조사서 
(IEE)의 내용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EIA :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report)를 작성해야 함. 

§ 환경 재판 법 (Environmental Court Law)
  : 2000 년에 제정. 환경 오염에 대한 재판에 특별히 정한 것이며, 방글라데시의 환경 

법원은 전국에 6 개소에 설치되어 출입 · 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 특히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임을 밝힘.

§ PRSP (빈곤 감소 전략 문서)
  : PRSP는 2005 년에서 2008 년을 대상으로 또 PRSPⅡ는 2008 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빈곤 정책으로 밝혀진 것. 기존의 개발 계획 (5 개년 계획)의 대안이며, 
개발 예산 배분의 기본 정책. 방글라데시 정부는 빈곤 감소는 지속 가능한 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 보호와 특히 빈곤층의 건강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PRSP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 빈곤 감축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자리 매김. 공해 대책으로는 차량이나 산업에 의한 대기 오염, 산업 폐수 및 
선박에 의한 지표수 오염, 비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 소음 등의 경감을 중시. 환경 
배려의 자세가 더욱 강조되고 환경을 중점 분야의 하나로서, 도시 환경 비소 대책에 
종사. PRSP에서 특정 과제 이외에 농어업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 행위 나 유해 생물 균의 국내 침입 등의 문제에 주목. 대응책은 빈곤층의 자연 
자원에 대한 액세스 개선, 관계 부처의 연계 강화, 슬램 생활 환경 개선, 환경 영향 
평가 강화, 각종 공해 방지, 고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수질 오염 방지 삼림 파
괴의 방지, 환경 교육의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제안. 또한 2005 년 ‘국가 기
후 변화 적응 실시 프로그램’과 2008 년 ’방글라데시 기후 변화 전략 및 이행 계획'
수립을 받아 기후 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관리, 물, 농업, 보건, 산업 
에 초점을 맞춘 적응 정책이 제시. 도시 환경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 및 상수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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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지원 집중. 또한, 고형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원으로 첫 종합 폐기
물 관리 조사 (다카시의 개발 조사)가 이루어 폐기물 회수 · 관리 시스템이 개발 된 
것이 PRSPII에 언급되어 있어 일본의 공헌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환경관련 법령의 집행실태

1) 대기 오염 방지 환경규제법 및 집행실태

가. 대기오염관련 환경규제법
다음은 주요 대기 오염 관련 규제를 나타낸다. 

§ 벽돌 소각 규정 법 (The Brick Burning (control) Act) 
　：1989 년 제정. 벽돌 공장에서 매연을 규제
§ 벽돌 소각 규제 개정법 (The Brick Burning (control) Amendment Act) 

 : 1992 년 제정. 장작을 사용한 벽돌의 소각을 금지
§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정책

   방글라데시의 자동차 총수의 급증과 그에 대응하는 도로망과 교통 신호 시스템의 
미비하여 교통 체증과 배기가스 문제가 급부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6 년부터 다음과 같은 4 개 항목의 대책이 지금까지 강구되어왔다.

   ① 환경 부담이 적은 연료의 도입
:　1996 년 이웃 나라 인도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네 대도시와 아그라에서 
유황 산화물 함량이 1 %에서 0.5 %의 경유로 변경 한 것에 동감을 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7 년 유황 산화물 함량이 더 적은 경유와 무연 옥탄 대량 수입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다.

② 간선 도로의 인력거 (방글라데시 오토릭샤)의 통행 규제
: 다카시는 인력거가 많은 도시로 매우 유명하지만 그로인해 도시에서의 교통 체증
과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따라서, 다카시는 인력거의 통행 가
능한 도로를 한정하고, 이전부터 정체가 심했다 간선 도로에서 인력거의 주행을 금
지했다.

③ 도로의 확장과 새로운 도로 입체 교차로 개설 신호기의 설치
: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
며, 사업의 목적은 인프라를 정비하여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④ 오토 릭샤의 연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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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시는 부유 입자상 물질이나 유황 산화물 등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다. 경유
를 연료로 한 오토 릭샤에서 CNG (천연 가스)를 연료로 한 오토 릭샤로 전환하도
록 규정했다. CNG를 연료로 한 오토 릭샤의 개발은 인도에서 비약적으로 진행되
어 그 영향을 받아, 다카시도 서서히 CNG를 연료로 한 오토 릭샤가 도입되었다. 
결국 2003 년 1 월 1 일부터 기존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오토 릭샤 다카 시내
의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나. 집행실태

① 벽돌 제조 공장에 대한 규제 집행 상황
방글라데시는 대기 오염의 요인을 크게 차지하는 벽돌 제조 공장의 매연 배출에 

관한 법령이 시행 된 법원은 제조 공장주에 120 피트 이상의 높이의 굴뚝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불법 공장을 만드는 등 규제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피
해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씩 환경 부담이 적은 기술 (에너지 소비 
효율의 고도화와 효과적인 품질 관리)가 있었다. 벽돌 제조 공장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중국에서 개발 된 기술 수준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유지도 간단하다. 또한 생산되는 벽돌의 질도 좋고, 폐기물의 발생이 이전에 비해 적
은 것이 특징이다. 대형 주택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벽돌을 사용하는 움직임
이 보인다. 또한 점차 법령에 따라 단속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하고 있다.

②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 규제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다카 시내에서 오토 릭샤의 연료를 가솔린에서 방글라데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CNG로 전환시키면서 대기 오염이 감소했다고 보고된다. 여기에
는 방글라데시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솔린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 가스
가 더 저렴하며, 또한 국내 자원의 활용이라는 배경이 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CNG 공급 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중국산 전기로 달리는 오토 릭샤를 이용하
여 대기 오염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수질 오염 방지　환경규제법 및 집행실태

가. 수질오염관련 환경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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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수질 오염 관련 규제를 나타낸다.

§ 수질 오염 방지법 (Water Pollution Control Ordinance) : 1970 년에 제정.
§ 지하수 관리 조례 (The Ground Water Management Ordinance) :  1985 년에 
제정.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빈곤 감소 전략 문서 (PRSP)에서 비소 문제
를 거론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물과 위생 시설을 확보 한다 '는 목표를 내
걸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 비소 완화 국가 정책 (National Policy for Arsenic Mitigation 2004 & 
Implementation Plan for Arsenic Mitigation)

§ 물 · 위생 분야의 개발 계획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n Bangladesh-) 

이러한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는 "대체 수원의 설치를 통해 모든 비소 오염 지역에
서 안전한 음용 · 조리 용수에 대한 접근 보장 ','모든 비소 중독 환자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구축」, 그리고 「농업 환경 영향 조사 실시」의 3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본 방침 하에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마을에서 비소 대책의 큰 특징은 
지금까지 수원 소유의 개인화와는 다른 형태로 공유 형 대체 수원 설치는 수원을 다
시 공유화하는 것 이 강조 되고 있는 점이다. 그때까지 방글라데시의 농촌에서는 일
반적으로 음용 지하수는 주로 가족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반면 비소 오염 발
각 후 대책으로 다시 커뮤니티 공유 형 대체 수원이 촉진되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목표로 MDGs 세부목표에도 제시되어있듯이 2015년까
지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이 없는 인구 비율을 100%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 빈민
가의 물 공급과 위생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시의 수질 오염은 산업 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산업 
하수 처리장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나. 집행실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4 년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비소 완화 국가 정책’을 제정 

하고,이 방침에 따라 각 지역에서 협동 관리 형 대체 수원 시설이 건설되었다. 그러
나 실제로는 주민에 의해 대체 수원이 적절하게 관리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부
각 되고 있다. 또한, MDGs에서 목표로 정한 식수접근성에 대한 목표는 달성이 불확
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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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 오염 대책　환경규제법 및 집행실태

방글라데시에서는 토양 오염을 주목하는 포괄적인 법률, 예를 들면 토양 오염 대
책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 토양 오염 대책에 관한 규제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비소 오염은 지하수 
자원 대책이 중심이며 토양 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4) 폐기물 처리　환경규제법

가. 폐기물관련 법령
방글라데시에서는 오염물의 방출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예를 들면 대기 오염방지

법과 폐기물처리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이나 음식점에
서 배출되는 도시 폐기물의 책임 소재 및 처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
례에 따라 처리된다. 다음은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제들이다. 

§ 국가 고형 폐기물 관리 관련 규제 : 2005 년에 제정. 방글라데시의 3R 제도가 명
확하게 나타났다.

§ 납 축전지의 재활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2006 년에 제정.
§ 의료 폐기물 관리 규칙 : 2008 년에 제정. 먼저 나타난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바가 크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표로 발생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다카시와 치타 공시의 예를 든다.

다음은 다카시의 폐기물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소개하고 있다. 

① 다카시의 폐기물 처리
다카시의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한 협력은 2000년에 시작, 단기 전문가 파견에 의

한 과제 정리 및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거쳐 2003 년부터 개발 조
사를 실시하고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다. 다카시의 폐기물 관리 분야의 지원 실적
으로는 「다카시 의료 폐기물 수집 계획 (2006)」 「다카시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프
로젝트 (2007 ~ 2011)」 「다카시 폐기물 관리 저탄소 전환 계획 (2009) '등이 꼽힌
다.

다카시의 거리 · 수로 청소 폐기물 수집 · 운반에 관한 기본법은 「다카 시청 조례」
이다. 조례 제 78 조에 따르면 주민 스스로가 배출한 가정 폐기물을 DCC (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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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 Dhaka City Corporation)에서 설치한 휴지통에 수집하는 것 까지는 개인
이 운반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DCC는 휴지통에서 최종 처분장까지 운송 할 책임
이 있다. 폐기물 시설은 다스 토빈(콘크리트, 1m 사방 녹색)과 컨테이너 (크레인에 
의한 운반이 가능하며 용량은 다스토빈보다 큰)라는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설치 장
소의 지리적 조건이나 쓰레기의 발생량에 따라 구분 되고있다. DCC는 각 구에 청소 
당직자를 배치하고 쓰레기와 도로 청소 관리하고 그들이 수집 한 폐기물의 운송과 
처분장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조례 자체
가 주민들에게 주지되어 있지 않아서, 일차 수집도 DCC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주
민도 적지 않다. 그 결과, DCC에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이유로 폐기물에 대해 책임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아 보다 큰 호응을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수집 2차 수집

반입 운반

주민 DCC

최종처분장다스토빈(콘크리트)배출세대

[그림 31] 다카시의 폐기물 관리 책임의 범위

② 치타공 시의 폐기물 처리
치타 공시의 폐기물 관리는 치타공 공사 청소  (CO : Conservancy Office)가 실

시하고 있지만, 치타 공 공사 청소국 (CO)는 가로 · 수로 청소 및 폐기물 수집 · 운
반 등 시내의 위생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장악하고 있으며, 폐기물 전문 부서가 
아니다. 

나. 집행실태
방글라데시는 1995 년에 시행 된 환경 보전법과 1997 년에 발행 된 환경 보전 규

정에 따라 국가의 폐기물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폐기물 문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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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된 채 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하나 구체적인 배출물에 관한 별도의 법률
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폐기물에 걸리는 책임 소재나 처리 기준 등에 대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존하게 되지만, 정부는 폐기물 관리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는 방치 된 상태로 남아있다. 

또 다른 이유는 폐기물 관리 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문제
의 개선에 대해 논의 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체가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
에 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의 추정 발생량
과 수거량 최종 처 분량 등 폐기물 관리의 첫 걸음이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해도 측량 방법 및 관리 책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없는 것이 많다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치타 공시에서
는 구내 휴지통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허술한 관리 실태가 밝혀졌다 이는 지자체
의 관리 능력 부족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슬러지에 관한 환경규제 및 집행실태

방글라데시는 하수처리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 관한 규정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하수 관리에 관해서는, 방글라데시 수자원 개발국 (Bangladesh Water 
Development Board)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집행실태에 관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수 처리장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대규모 하수 슬러
지 발생에 대해서 집행하는 상황보다는 중앙정부가 아닌 국제협력기관의 펀드를 이
용한 비위생적인 화장실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3. 환경정책 및 집행실태 종합

방글라데시의 환경관련의 법령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작동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
이 열거할 수 있겠다. 

1) 법령의 문제

방글라데시에서는 환경에 관한 법령은 점차 정비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환경 
문제는 미해결이다. 그 하나의 큰 요인으로 정확한 규제력을 발휘하는 각종 시책의 
실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정에서는 항목별로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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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어있는 점, 규제에 있어서 방법론이 적혀 있지 않은 점, 문항 
확대 해석이 가능한 점, 행정적 관리지도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2) 관련 부처의 행정관리 문제

방글라데시에서 환경 행정의 중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환경산림성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환경관련 데이터의 부족,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시설과 장비의 부족, 정보 관리 시스템의 부족, 공무원의 교육 실시 부
족, 담당인력의 부족 등 법령 시행의 책임이 있는 주무관청 조차 다양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다.

  3) 행정관리 체계의 문제

환경 정책은 지방 등의 말단 수준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말단의 행정 수준에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
다. 즉, 중앙에서 결의 된 정책이 지자체까지 끝까지 도달하여 실시되는 형식을 갖추
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경우 수준별 전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농촌 개발 행정을 예로 들면, 중앙 부처 · 기관은 있지만, 점차 도, 군 등과 같
이 세분화되면 행정적으로 말단에 위치하는 마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
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행정 체제도 실제로 환경 규제가 실행되지 않은 큰 요인이
다. 

Ⅵ. 환경재단의 사업지역19)

쿨나(Khulna)시는 방글라데시 현지 협력단체인 BEDS(Bangladesh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ociety)와 환경재단이 함께 태양광 전등 지원사
업과 최근 지속적인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라스쿨’의 사업 대상지로 
본 절에서는 쿨나시의 지리, 기후 및 인구현황, 식수 현황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쿨나(Khulna)

19) KEITI(2013)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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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lna시는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마스터플랜 사업에서 선정된 3개 사업대상지역 
중 가장 큰 도시이며 방글라데시 전체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다. Khulna시는 방글
라데시 수도인 다카(Dhaka)에서 남서쪽으로 약 333km 떨어진, Khulna Division의 
중심도시로 갠지즈(Ganges)강 하류 삼각주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바이롭(Bhairob)
강 및 룹샤(Rupsha)강과 인접하여 있다. 과거에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쌀, 주트(黃
麻)의 집산지로 크게 번성하였으며, 현재 상공업분야에서 중요 지역 중 하나이다.

[그림 32]  방글라데시 내 쿨나시 위치

1) 지리 및 지형적 현황

•지리적 위치 : 방글라데시의 수도 Dhaka에서 남서쪽, 동경 89°33′ 북위22°49′
•지형적 현황 : 경사가 거의 없는 평평한 지형으로 해발고도는 5m이내
•면적 : 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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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인접한 Rupsa강은 조수와 해수의 영향을 받아 갈수기에는 수위저하 및 염
분 함유량이 증가되어 식수원으로써의 부적합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3] 쿨나시 지도

2) 기후

방글라데시는 열대성 기후인 아시안 몬순기후 지역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영
토가 작고 약간의 저지대에 위치하여 온도, 강수량, 습도와 풍속 등의 변화는 많지 
않은 편이다.

3) 기온 및 습도

2009년 Khulna시의 연평균 기온은 26.5℃이고, 연중 일 최대기온은 4～5월에 발
생하며, 일 최대 기온은 41.7℃, 일 최저기온은 7.2℃로 나타났으며, 상대습도는 연평균 
오전 76.7, 오후 71.5%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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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쿨나시 기온 및 상대습도

[그림 35] 쿨나시 기온 분포

4) 강수량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1,944mm(2004년~2008년)이며, 강우의 대부분이 우
기인 7월~9월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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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재해_태풍해일

Khulna시는 방글라데시 남부 Bengal만과 접한 지역으로 태풍해일 발생 시 직접
적인 피해가 가능한 지역이다. 방글라데시 태풍해일 발생기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7] 태풍해일 높이

6) 토지이용

1990년대 말 Khulna시는 전체 토지면적의 약 2/3가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2009년 많은 지역이 도시화 되었으나 기본적인 토지이용율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쿨나시 강수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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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쿨나시 토지 용도에 따른 면적 및 구성비

7) 인구현황

현재 Khulna District(Zila)의 과거 인구통계자료는 있으나, 세부자료 자료가 없으
며, 과거 통계자료 작성 후에도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고, Thana가 분리 및 통합
되는 등의 과정으로 인해 사업대상구역인 Khulna시(KCC)의 현재인구를 정확히 파
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사업진행중인 「Feasibility Study for Khulna 
Water Supply Improvement Project(2010, JICA)」에서 기준년도로 설정한 2009
년 인구를 검토하여 현재인구에 반영하였을 때, Khulna시(KCC)의 2001년 인구를 
분석한 결과 약 770,000명으로 예측되었으며, 2001년에 시행된 방글라데시 통계조
사상의 도시 인구 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2001년 인구는 약 817,000명으로 예
측되었다. 1990년대의 Khulna시(KCC)의 인구 증가율은 방글라데시 전체 도시인구 
증가율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Thana간의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2.7%
에서 3.1%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1980년
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80년대 주트(黃麻)산업의 쇠퇴와 1990
년대 이후 새우가공업의 활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8) 산업 및 경제 현황

Khulna시는 100년 이상 상공업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담배, 사탕수수 등
을 Kolkata(캘커타, 인도)와 연계하여 거래하여 왔다. Khulna시는 Dhaka시, 
Chittagong시에 이어 방글라데시에서 3번째 큰 도시로서 항구 도시이고 도로와 철
도에 의해 타 지역과 원활한 왕래가 가능하다.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추
진하고 있는 철도와 도로가 동시에 횡단하는 「Padma Bridge Project」가 완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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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9) 전력공급 현황

방글라데시의 전력 상황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피크타임 
시 전력수요는 5,100MW에 이르고 전력 공급시설의 최대 공급가능 한도는 
5,202MW이나 실제 최대 3,717MW만 공급이 가능하다. 방글라데시의 전력발전 및 
공급시설은 BPDB(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에 의하여 개발 및 운
영되고 있으며, 전력공급은 BPDB와 지역에 따라 다음 5개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림 39] 방글라데시 전력공급관련 회사

Khulna시는 West Zone Power Distribution Company(WZPDC)에서 전력을 공
급받고 있으나, 일 2시간 이상의 계획정전과 계획되지 않은 불규칙한 정전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력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10) 상수도 및 식수관련 계획 및 현황

Khulna시는 방글라데시에서 3번째 큰 도시로 타 사업대상지역에 비하여 상수도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요청으로 
JICA에서 수행한 「Feasibility Study for Khulna Water Supply Improvement 
Project(2010, JICA)」가 있다.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상수도 공급시설에 대한 
후속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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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B(Government of Bangladesh)
 2) KWASA(Khula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현재 Khulna시의 주요 상수원은 지하수이다. Khulna시는 일부 지표수를 수원으
로 하는 상수도 공급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시설 노후 등으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상수도 공급시설의 수원은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
고 있는 현실이다. 그 밖에 Khulna시에는 지하수 사용에 관한 별도의 법규가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rivate Well 혹은 수동식 Pump 등은 허가 없이 설치가 가
능하여 사실상 정확한 수와 사용량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KWASA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Khulna시의 기존 상수도시설 및 수원의 수질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Private well, Hand Pump등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 및 사용은 지하수위 
고갈, 오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상수도 수원으로의 사

No 사업명 제원 

1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hulna Water supply and Sewerage 
Authority(2009.4~2010.1)

ADB

2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Water Section in Khulna to Climate 
Change(2009.4~2010.8)

ADB

3 ∙Preparing Khulna Water Supply Project(2010.1~2010.12) ADB
4 ∙Development of Water Supply System in Khulna City(2010.7~2013.7) GOB

5

∙Rehabilitation of Production Tube-Wells & existing water supply pipeline and 
expansion of water supply network for distribution of water from Phultata 
Source(2010.7~2013.6)
∙개요
- Phultata로부터 지하수를 이용하여 KCC로 28,000㎥/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0년 현재 PEC(Project Evaluation Committee under Planning Section) 승인 
대기 중임.

GOB1)

6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of Khulna Water Supply and
  Building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KWASA(2010~2014)

ADB

7
∙Survey of Raw water Quality of Mollarhat Intake Point for
  SWTP(Surface Water Treatment Plant) (2009.2~2009.6)

KWASA2)

8 ∙Installation of 1½' dia 30 nos. Deep Hand Tube Well(2008.7~2009.6) KWASA
9 ∙Supply of Spare Parts for Deep Hand Tube ell(2008.7~2009.6) KWASA

10

∙Municipal Service Project(2005)
∙개요
- 가난한 도시지역에 상수도공급, 배수, 위생환경개선, 도로정비 및 버스 터미널 
구축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World Bank사업 으로 시행되었음.
- 600m이상 Deep Tube Well(탐사가 시행되었으나 비용문제로 미시행), 수도미터 
2,500개소 설치(현재는 대부분 작동되지 않음)

WB

<표 14> 쿨나시 상수도관련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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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수도인 Dhaka시에서는 지하수위가 연간 1.5~3.0m씩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둘째, Khulna시 지하수 공급량의 약 33%가 얕은 우물에서 인력으로 공급되는 
Hand Pump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위 저하 시 상수도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Khulna시와 같이 해안에 인접한 도시의 경우 지표수 또한 수원으로 활용하
기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다.

11) 하수도 보급 현황

Khulna시에는 합류식 지역으로 하수처리장 및 체계적인 하수관거시설은 없으며, 
우수 배제용으로 매설된 측구위주의 공공하수관거는 현재는 합류관으로 병행 사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수관망도 및 관거매설 현황 자료가 전무하여 실제적인 
현황자료 분석은 불가능하다.

12) 하수처리 시설 현황

Khulna시에는 예전의 파키스탄인들이 건설한 오수중계 펌프시설이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오수를 하천으로 방류할 뿐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
이고 그 외 다른 하수처리 시설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오수는 나대지, 수로 및 연
못 등에 버려지고 있으며, 하수관거 시설의 미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재로 방
류하천 및 지하수를 심각 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 환경재단 사업내용

1) 방글라데시 태양광전등지원사업

환경재단은 2013년 8월부터 방글라데시 남부 ’순다르반’ 인근 지역에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등의 환경이슈에 대응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지협력단체인 
BEDS(Bangladesh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ociety)와 함께 태양광전등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대상 지역은 방글라데시 남부에서도 지리적으로 소외 
(Khulna 시내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배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되어 있는 곳이
다. 기본 인프라 시설이 취약하여 전기 보급률이 약 6.5%로 전기 공급 또한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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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40] 환경재단 방글라데시 사업지역

환경재단은 ‘바니샨타’와 ‘라우둡’ 유니온 (Banishanta & Laodobe Union)20)에
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의 빈곤층에 속하는 2,200가구에 태양광전등
을 지원해 왔다. 2015년에 지원한 내역 중 일부는 현지 기술을 이용한 가정용태양광
시스템(Home Solar System)을 설치하는 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태양광전등지원 가정용태양광시스템지원

<표 15> 환경재단 태양광지원사업

20) 시(市)에 속한 행정구역 단위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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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글라데시 솔라스쿨 사업

2015년 6월 22일 환경재단은 방글라데시 쿨나(Khulna) 지역, 케주리아 비아파니 
국립초등학교(Khejuria Biapani Government Primary School)에 시간당 
11.25kW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솔라스테이션을 설치하였다. 고용량 패널을 통해 
하루에 약 50Kwh의 전기가 생산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배분된 LED 태양광 전등을 충전 생산되고 남은 전력은 마을의 공동 사업과 주민 활
동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솔라스쿨은 마을 및 지역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
의하여 ‘지속가능한 솔라스쿨 운영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솔라스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 할 예정이다.

케주리아 비아파니 공립초등학교 전경 주민 간담회 모습

학교옥상 패널 설치 현황
케주리아 비아파니 공립초등학교 
솔라스테이션 운영위원회 회의

<표 16> 환경재단 솔라스쿨 설립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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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글라데시 에코빌리지 프로젝트 (Eco Village Project in Bangladesh)21)

◯ 사업 개요
환경재단은 쿨나지역 다코페 우파질라 바니샨타 유니온(Banishanta Union, 

Dacope Upazila, Khulna Division, Bangladesh)에서 태양광 지원 사업에 이어 방
글라데시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
에 취약하면서 가난한 국가인 방글라데시 내에서도 기후재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어, 빈곤문제 해결 및 기후변화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환
경재단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주민들의 식수문제 해결과 주거지 환경 보호를 위한 
Green Housing 프로그램,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Green Education, 지역 자원의 친환경적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Green Business 등을 통합하여 현지 NGO와 함께 추진하고, 그 성과를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그린하우징-그
린 에듀-그린 비즈니스가 통합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키워드인 ‘친
환경 지속가능 발전’모델이 될 에코 빌리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림 41] 친환경 지속가능 발전모델

21) 환경재단 내부자료(자료제공: 환경재단 아시아네트워크국 박문진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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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Housing
그린하우징은 깨끗한 식수 및 안전한 조리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3개 마을을 대상

으로 한다. 사업 대상지의 가정은 경제적 여건과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 생활 터전인 
가정 내 안전한 주거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아동을 비롯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이고, 넓게는 자연 자원의 오염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그
린하우징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적정기술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안전하
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기술을 활용하
여 빗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을 교육하여 지역의 식
수문제를 해결하는 것,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효율은 높이는 클레이 클린스토브 
제작 방식을 교육하고 보급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 및 기후변화 경감에 기여하
는 것, 그리고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사이클론과 폭우로 인한 피해와 특히 토양침
식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것 등이다.

가축과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식수 연못 연못으로 물을 길으러 가는 어린이

취사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소똥 건조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

<표 17> 에코빌리지 추진 사업 대상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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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Education
그린 에듀 프로그램은 초등 및 중고등학교 20개교의 교사들과 학생 3,000여명, 그

리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글라데시는 기후변화 취약국이며, 사업 
대상 지역은 반복적인 기후재난으로 인해 잦은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그러나 한편
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맹그로브 숲이 넓고 로열 뱅갈 호랑이 등 
멸종위기동식물들이 다수 존재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그린 에듀 프로
그램은 다양한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 문
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 내 교사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 교재 제작, 초/
중/고등학교 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수칙들과 순다르반 지역의 환경에 대
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Green Business
그린비즈니스는 순다르반 지역의 자연자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저소득층이 절대다수인 마을로, 주로 농업과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린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과 전통 지식을 활용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에코투어리즘 : 맹그로브 숲 및 순다르반 지역을 방문하는 에코투어리즘 프로

그램을 개발, 지역 주민을 가이드 및 투어 인솔 보조로 교육 하여 주변 지역 학
교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기존에 투
어 산업에 종사하던 이들에게 에코 투어리즘을 알리고, 지역의 투어 산업이 보
다 친 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그린비지니스 연구: 지역의 그린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연
구․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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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환경 분야 국제협력 현황

1. 국제사회의 대 방글라데시 원조 현황22)

방글라데시는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사회의 ODA에 일정부분 의존(최근 5년
간 연평균 약 19억불)해왔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가 자
연재해(‘02,’07)로 인한 긴급구호 및 재건 등으로 원조 수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도 하였다. 지난 5년 평균 ODA 지원액 면에서 주요 공여국은 영국, 네덜란드, 캐나
다 및 미국, 독일 등이며, 경제인프라 확충(23.9%)과 기타 사회부문(19.6%)에 대한 
재원 배분이 가장 크다. 

[그림 42] 5년 평균 ODA의 분야별 투입 비율 (‘05-’09)

자료: OECD/DAC,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2012-2015

1) 방글라데시 정부의 원조조화 

방글라데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대외협력청(Economics Relations 
Division)이 원조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 공여국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
해 효과적인 원조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조 조화 협의체 Local Consultative Group
:  방글라데시 정부와 원조 기관 간 원조 조화 협의체로 Local Consultative Group을 

22) 대한민구 정부(2012), 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 2012-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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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ADB, UN 주재 대표, 영국, 스웨덴, 미국 등 6
개국이 이사국으로 활동 중에 있고 한국도 회원국이다. LCG 산하에 빈곤, 교육, 보
전, ICT, 환경,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등 분야별 소그룹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합동협력전략 Joint Cooperation Strategy(JCS)
:  Joint Cooperation Strategy(JCS)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 

공여국 및 기관들이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수립한 합동협력전략으로, 
주요 내용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리더십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각 사업별 분절
화 및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원조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원조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개발원조 사업 계획 및 수행에 반영되고 있
다. 

[그림 43] Local Consultative Group(LCG) 조직도

자료: http://www.lcgbangladesh.org/pages/Organogram_Jan_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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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여국 및 원조기관들의 집중지원 분야

주요 공여국 및 원조기관들을 방글라데시의 중장기 개발 계획 및 MDGs 달성을 
위해 다음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지원은 수도인 다카 및 제 2도시인 치타공 
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은 편이고, 지역별로 북부지역보다 남부 지역에 대한 지
원이 높은 편이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정 대상 지역을 선택하여 지원 중이다.

3) JICA의 원조 현황

JICA의 환경 관리 분야의 협력은 ①적절한 환경 정책, 환경 계획 만들기 위한 지
원,  ②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 ③환경 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을 중점으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폐기물 관
리, 기후 변화 등 여러 과제에 대해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 ~ 2009년의 5년
간의 협력 실적은 아래의 <표 19>와 같다. 

방글라데시에서 행해진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관 분야 

WB 경제 성장 가속화 , 지속가능한 성장 , 포용적 성장, 거버넌스 강화 

ADB
 농업 및 천연자원, 교육, 에너지, 교통 및 정보 통신, 물공급/ 도시 인프라, 보건 
및 사회복지, 거버넌스

JICA (일본)
교육, 보건, 물공급 및 위생, 자연재해 대응, 농업및 지역개발, 전력 및 에너지, 교
통, 민간부문, 거버넌스 

GIZ (독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에너지, 기타

DFID (영국) 거버넌스와 안보, 소득창출, 교육, 보전, 빈곤/기아, 물, 위생, 기후 변화 

USAID (미국)
보건, 민주주의/거버넌스, 인신매매 관련, 기업 육성, 에너지, 환경, 식량 안보, 재
난관리, 교육, 양성평등 

UNDP 민주적 거버넌스, 재난예방 및 복구, 빈곤 감축, 환경 및 에너지 

<표 18> 대 방글라데시 ODA 주요 공여국 및 기관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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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ICA 웹 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

일본은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개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양자 간 원조 실적으로는 최대 원조국이다. 환경 협력으로
는 비소 오염 방지 및 폐기물 관리, 수질 오염 대책에 대한 지원을 중점 분야로 하고 
있다. 특히, ‘다카시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발전에 따른 폐기물의 증가에 수집 차량이 부족하다는 방글라데시의 수요를 착
안해 다카시에 천연 가스를 연료로 한 쓰레기 수거차를 도입했다. 또한 ‘수질 검사 
체제 강화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급수 시설의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체제의 확립
을 목표로 방글라데시 공중위생국의 직원들에 의한 샘플링에서 수질 검사까지의 일
련의 수질 모니터링 절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2012년 진행 중인 프로젝트 <표 20>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수질오염과 
일반폐기물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야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유형 기간

대기오염 산성비 없음

수질오염

비소대책 정책자문 전문가 개별 2010/04～2011/03

수질검사모니터링시스템 강화 기술협력 2009/03～2012/03

지속적인 비소 오염대책 기술협력 2005/12～2008/12

죠소루 현 오바이나고루 군의 비
소 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 · 빈곤
화 억제 프로젝트

풀뿌리 단체 
협력 (파트너 
형)

2010/03～2012/03

토양오염 없음

일반폐기물

다카시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프
로젝트

기술협력 2006/02～2013/02

다카시 폐기물 관리 저탄소 전환 
계획

기술협력 2009/02～2009/08

다카시 폐기물 관리 계획 조사 기술협력 2003/10～2006/03

산업폐기물 없음

<표 19> JICA의 방글라데시의 환경 관련 ODA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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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대상국수 프로젝트 수 대상국

대기 오염 · 
산성비

7 개국 8 건
태국 (2), 베트남 · 중국 · 몽골 · 멕시코 · 온두라스 
· 세르비아

수질오염 19개국 36건

베트남 (5), 중국 · 인도 · 브라질 (4), 인도네시아 
(3) 태국 방글라데시 (2), 터키 ·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란 · 세네갈 · 파나마 · 멕시코 · 파푸아 뉴기니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1)

토양오염 3개국 3건 말레이시아 중화 인민 공화국 레바논 (1)

일반폐기물 20개국 28건

베트남 중화 인민 공화국 (3) 인도네시아 말레이지
아 · 대양주 지역 · 코소보 (2) 태국 몽골 방글라데
시 · 스리랑카 · 피지 · 통가 팔라우 쿠바 도미니카 
· 구 라테마라 · 수단 · 남 수단 · 이라크 시리아 
(1)

산업폐기물 2개국 3건 멕시코 (2) 말레이시아 (1)

<표 20> 진행 중인 프로젝트(2012년 1월)

   자료: JICA 웹 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

2.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원조 현황

1) 정부의 유무상 ODA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5년(‘07~’11)간 방글라데시에 대해 17개 기관(부처)에서, 총 166백
만불을 지원하였고, 사업의 형태는 EDCF와 KOICA가 27개 프로젝트형 사업 및 기술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분야별로는 5년간 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이 ODA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행정(IT포함)(23%)․산업에너지(19%) 등에 지원이 이루어졌
다. 일본 JICA에서는 환경 관련한 ODA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
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협력전략에서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과 연관된 지원 분야로는 경제사회인프라를 확충하
는 측면에서 수자원 및 위생시설과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이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되
어 있다.
다음 <표 21>은 최근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에 대한 원조유형별 지원현황이다. 

NGO 및 PPP(민관협력사업)지원이 매우 저조한 반면, 프로젝트원조는 꾸준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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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고 특히 2010년 이후 그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원조의 내용
은 주로 유상 지원의 경우는 교통, 공공행정, 산업에너지인프라 시설에 대한 분야에 
이며, 무상지원의 경우는 병원 및 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조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22.19 10.00 8.05 13.55 54.67 80.02 46.76 44.71

NGO, PPP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0.14 0.08 0.24 0.36 - - - 0.11

프로젝트 원조 18.93 3.23 1.74 10.38 49.19 75.18 41.87 39.59

기술원조 - - - - 4.51 3.73 4.43 4.45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0.02 - - - 0.97 1.12 0.46 0.56

미분류 3.11 6.69 6.07 2.81 - - - -

<표 21>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원조유형별 지원현황(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를 참조하여 재구성
        (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da/use.jsp)

위의 원조유형별 지원현황과 동일한 기간에 원조 분야별 지원현황은 아래의 [그림 
44]와 같다. 2010년 이후 운송에 관련한 지원비중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에너지 관련 지원비중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수공급 및 위생 관련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에 지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너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식수공급 및 위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0.04 0.43 0.16 0.07 0.02 0.01 0.05 0.87

수자원정책 및 행정관리 0.04 0.43 0.08 - 0.01 - - 0.01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 - - - - 0.01 0.02 0.83

식수개발(플랜트시설 등) - - - - - - - 0.01

폐기물 관리 및 처리 - - 0.07 0.07 0.01 - 0.03 0.02

<표 22>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식수공급 및 위생에 대한 ODA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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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개발 및 공급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5.23 0.45 -0.50 -0.39 14.54 13.28 7.23 11.69

에너지정책 및 
행정관리

- - - - 0.01 - - -

전력송전/배전 15.22 0.45 -0.50 -0.43 12.24 13.20 7.06 11.67

가스공급 - - - - 0.01 - - -

원자력발전소 0.01 - - - 0.01 - 0.01 0.01

태양에너지 - - - - 2.25 0.07 0.17 0.00

에너지교육/훈련 - - - 0.04 0.03 0.01 - -

<표 23>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에너지개발 및 공급에 대한 ODA지원 현황

[그림 44] 대 방글라데시 원조 분야별 지원현황 순지출액(백만불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를 참조하여 재구성 
(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da/us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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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0.04 - 0.06 - 0.01 0.37 0.20 0.08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0.00 - 0.02 - 0.01 0.37 0.20 0.08

생물권역 보호 0.01 - - - - - - -

환경교육/훈련 0.02 - - - - - - -

환경연구 - - 0.04 - - - - -

<표 24> 환경보호 관련 대한민국의 방글라데시 지원현황

방글라데시는 유무상 ODA 통합 중점 협력국으로 2011년 국가협력 전략 (CPS) 수
립 대상국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주요 
지원분야로는(그림 참조) 보건, 환경 등이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림 45] 방글라데시의 주요 지원분야 도출

자료: KIEP(2012),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2) 우리나라 민간단체 지원현황

‘2013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단체들이 방글라
데시에 추진한 사업의 수는 총 48개로 수적인 면에서 상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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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13,319 백만원으로 필리핀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3위를 기
록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방글라데시에 추진한 사업
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년마다 조사해 온 
국내 민간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빈도와 사업비 소요 기록을 보면 방글라데시는 
최근 꾸준히 사업의 수와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NGO 단체가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 및 의료,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환경재단과 같은 단체만이 직접적인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국내 NGO 단체가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해 온 국
제개발협력 사업 중 환경 분야만을 중점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 매우 적다. 한편,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과 같은 단체의 경우 방글라데시 지
역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 아래 식수개선사업, 우물개발 등과 같은 환경관련 사업의 
내용이 적정기술 활동이라는 내용으로 포함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적정기술 협력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방글라데시개발협회, 아시아
포커스, 월드비전, 웰인터내셔설, 한국해비타트 등이 가타일빠꾸띠아, 다카, 시라즈
곤즈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2011년 기준)23). 

단체명 주요사업내용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자연발효식 화장실 보급사업

굿네이버스 식수위생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우물개발

한국월드비전
지역개발사업

홍수 긴급구호사업

한끼의식사기금 위생프로그램

EACP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태양광 관개펌프 및 홈시스템 지원사업

<표 25> 방글라데시 내 국내 민간단체 환경 분야 적정기술 활동

  자료: KEITI(2014), 환경분야 적정기술개발 보급사업 보고서 

23) 2011년 국제개발협력 CPS 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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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분야 INGO의 대 방글라데시 협력 현황24)

식수의 비소오염 문제와, 지하수의 심각한 고갈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개발 NGOs 활동이 두드러진다. 월드뱅
크, 옥스팜, 국경없는 의사회, 방글라데시농촌발원위원회,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각각 보건위생, Water and Sanitation Program 등을 통하여 식수문제, 화장실 문
제 및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간략한 사례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

① Practical Action IN Bangladesh 
프래티컬 액션은 가난한 이들의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과 효과적

인 방법을 이용하여 빈민층을 돕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자 비영리단체로 프
래티컬 액션은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사업을 펼
쳐나가고 있다.

프래티컬 액션 방글라데시 지부에서는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 
기구 및 선진국의 자금 지원을 받거나 또는 협력을 통해 도시급수, 위생 및 폐기물 
서비스 프로젝트(Urban water, sanitation, and waste services)와 같은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다.25) 

도시급수, 위생 및 폐기물 서비스 프로젝트(Urban water, sanitation, and waste services)

- 도시 위생 및 위생 교육과 물 공급 프로젝트(GoB-UNICEF) 추진 기관 지원
- 중소 규모의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시설 마련 지원 
- Bangladesh WASH Alliance (BWA) 프로젝트
- 사이클론과 홍수 적응 건물 설계 프로젝트 
- 분뇨 슬러지 관리 및 서비스 프로젝트
- 조리용 스토브 개선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 시범 프로젝트 
- 농촌 번영을 위한 녹색 기술 장려(기술 교환 프로젝트)

<표 26> 방글라데시 프랙티컬 액션 지부의 주요 사업

② IDE(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 Bangladesh 26)

IDE는 농촌의 빈민층을 위한 다양한 관개 기술 및 공급망으로 널리 알려진 단체로 

24) KEITI(2014), 환경분야 적정기술개발 보급사업 보고서 참조
25) GIZ(독일), EC, DFID, USAID, ADB, World Bank 등과 협력 중임.
26) http://www.ide-banglade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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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장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IDE Bangladesh는 1984년에 IDE의 
첫 번째 국가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은 민간 영역의 수동 관개 펌
프의 공급망을 마련하여 소농들에게 지속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면서 생산성 제약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형식의 양수
기를 고안하고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연간 6만 대의 양수기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글라데시에서 150만대의 양수기가 팔았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SanMark Pilot Project (2011- 2013)27)로 일종의 위생 
변기 보급 사업으로 스위스 개발 협력(SDC)와  World Bank의 Water and 
Sanitation Programme (WSP)의 지원을 받아 북부 방글라데시 Rajshahi 지역에 
양질의 위생 변기를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참여가 이들 프로젝트 수행의 
핵심이다.

③ PurifAid 
방글라데시의 식수 비소오염제거 프로젝트를 위해 학생들 중심으로 결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그룹으로, 2013년 한국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4. 방글라데시 국내 NGO 활동 현황28)

1)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imited (IDCOL)29) 의 활동 

1997년 5월 방글라데시 정부가 설립한 회사로 중 대형 인프라 구축과 재생가능에
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으며 방글라데시의 민간 영역 에
너지와 인프라 파이낸싱의 선도 주자로 알려져 있다. 

가. Solar Energy Program 
IDCOL은 세계은행,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KfW, GTZ, Asian 

Development Bank and Islamic Development Bank 등의 지원을 받아 방글라데
시의 농촌 지역에서 솔라홈시스템(SHS)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3년에 시작하여 
2008년까지 모두 5만 가구에 시스템을 설치했고, 이후 2단계 프로그램으로서 2009
년까지 20만 가구에 2013년 1월까지 모두 1938957 개의 SHS을 설치 완료하였다. 

27) http://www.ide-bangladesh.org/ide-cp/images/documents/SanMark.pdf
28) KEITI(2014), 환경분야 적정기술개발 보급사업 보고서 참조
29) http://www.idcol.org/prjshsm20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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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그램 중 하나
로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전기 상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방글라데시의 
46개 파트너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행되었음. 이 사업의 파트너 조직들은 방
글라데시의 환경 분야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ODA 사업에 있어서 잠재적 협력 파
트너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250 kW Biomass Based Power Plant Project
IKapasia지역 Gazipur에 250 kW 바이오매스 기반 발전 시설 지원 사업으로 프

로젝트 수행 기관인 Dreams Power Private Limited (DPPL)에 자금 지원하고 설
비 공급은 인도의 Ankur Scientific Energy Technologies Pvt. Ltd가 담당한다. 
전기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300여 가구와 상업 시설에 친환경적인 전력
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400 KW Biomass Based Gasification Plant 
Chilarong, Thakurgaon sadar, Thakurgaon에 400-kW의 벼 껍질 가스화 발

전소 설립을 위해서 Sustainable Energy &Agro-resource Limited (SEAL)에 자
금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나오는 벼의 껍질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의 솔루션은 인도의 Orbit에서 제공하였다. 벼 껍질을 이용한 가스 생산
의 부산물로 나오는 침전 실리카는 치약 생산 등 화학 산업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
는데 현재 침전 실리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 생산 뿐 아니
라 외화 수입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Biogas Based Electricity Generation Plants 
MymensinghI와 Gazipur에 각각 1개와 2개의 바이오가스 기반 전략 생산 시설과 

Gazipur에 유기 비료 공장 설립을 위해 Paragon Agro Ltd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
고 있다. Paragon Poultry Limited가 제공하는 가축분뇨는 정화하여 가스 생산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100kW 짜리 세대 그리고 50kW 짜리 한 
대의 바이오가스 발전기에 사용된다. 바이오가스 분해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Sripur의 Gazipur로 보내져 유기농 비료 생산에도 이용된다.

마. Solar Irrigation Pump
Grameen Shakti and Rural Services Foundation  Naogaon의 Shapaha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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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5만 리터 용량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수중 작동 펌프에 필요한 전기를 공
급할 11.2 kWp 태양광 시설 설치 자금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3헥타르 가
량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활동으로 Rural Service 
Foundation (RSF)가 Baniali, Barinagar, Jessore에 진행하고 있는 수중 작동 펌
프 전기 공급을 위한 8.4 kW짜리 태양광 시설의 자금 마련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
해서 22.5헥타르 가량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22 농가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바. National Domestic Biogas and Manure Program 
IGoB, SNV(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와 Kfw의 지원을 받아서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총 37,269 개의 소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마련하는 기
금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 섹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설에서 생산된 가스는 가정에서 조리와 조명용 연료로 활
용되며 그 부산물은 비료로 활용되거나 물고기의 사료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32개의 파트너 조직들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다. 

2) 웨이스트 컨선 (Waste Concern)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개선, 유기농 농장 뿐 아니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의료 및 유해폐기물 관리, 폐수처리에 관한 연구와 실험, 도시환경 개선 
뿐 아니라 일반기업, 공공업체와 관계한 공동체를 발전,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여 
취업기회 창출 등을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된 조직이다. 

가. 폐기물 재활용을 이용한 혼합 비료 생산/ 바이오가스 및 매립 가스 발전을 통
    한 청정개발체제 (Carbo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Waste Concern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매년 다카(Dhaka)에서 7,500톤, 방글라
데시 다른 지역에서 8,087톤의 혼합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비료회사들은 추정하기를 
농부들의 비료수요량이 매년 50,000톤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데, 혼합비료 기
술을 통하여 매년 30,000-35,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20,000톤의 
CO2절감할 수 있다. 2004년 초부터 Waste Concern은 공공기관에 의지하기보다 
혼합비료 생산설비를 건립하기 위해 곧바로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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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상 청정개발체제(CDM)를 이용한 탄소배출권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고자 한 것으로, 최근 네덜란드 회사로부터 2개의 CDM 
프로젝트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 가지는 매일 700톤의 혼합비료를 생산하는 프
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다카(Dhaka)에 있는 Matuail 매립지역의 매립가스추출 및 
이용에 관한 프로젝트다. 다카(Dhaka)에 연간 50,000톤의 혼합물 생산능력을 보유
한 설비시설을 네덜란드 회사와 함께 건설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89,000톤의 CO2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aste Concern 은 이 
모델을 통해 스리랑카와 베트남에 있는 두 도시에 전파하고 있다. 최근, Lemelson 
Foundation의 Leap Frog Fund 도움으로 카라치(Karachi) 슬럼지역을 위한 파키
스탄 NGO단체 Saiban에 폐기물 관리모델을 수출하고 있으며 '빌 앤드 멜렌다 게이
츠 재단'의 도움으로 이 모델은 10개 아시아 도시와 10개 아프리카 도시에도 전파하
였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비료 생산과 탄소 감축을 통한 CDM사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3) Grameen Shakti30)와 Shidhulai Swanirvar Sangstha31)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의 확대 사업32)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보급 횟수 954,227개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속도 22000SHSs/ month

바이오 가스 플랜트 설치 횟수 23,466개

조리용 스토브 보급 횟수 557,915개

1일 전력생산용량 210.00MW-hr

기능공 교육 15,907명

주민 교육 384,629명

총 수혜인구 7백만명 이상

지불완료 주민수 229,974명

<표 27> Grameen Shakti의 Fact Sheet (2012년 9월 기준) 

Grameen Bank의 사회적 기업(social business)인 Grameen Shakti와 방글라데
시 북부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인 Shidhulai 

30) http://www.shidhulai.org/
31) http://www.shidhulai.org/afftechnology.html
32) http://www.ashden.org/winners/grameen08, http://www.ashden.org/winners/shidhu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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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irvar Sangstha33)34)는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딴 섬을 연결하는 배 
운영하고 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남는 에너지는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88,000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

4) Prokaushali Sangsad Limited (PSL)35)  

1969년에 설립된 개발 자문기관으로 Coastal Electrification and Women’s 
Development Co-operative(CEWDC)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은  안정적
인 전력 수급과 고용을 목적으로 하며 World Bank 등 국제 기관의 원조를 받고 있
다.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 조립 및 설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약 500개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3000개의 태양광 램프, 
8000개의 배터리 판매하였다.

5) Rangpur Dinajpur Rural Service (RDRS)과 IDE
   : 대나무 양수기(Bamboo Treadle Pump)

RDRS는 1971년 독립 전쟁 이후 LWF/DWS 현장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자율적인 
NGO로 주로 방글라데시 북서부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두 2935명의 정
규 인력이 일하고 있으며 40만 명의 농촌 빈민을 대표하는 300여개의 CBOs와 긴밀
하게 작업하고 있다. RDRS의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적 권한 부여(Social 
empowerment), 커뮤니티 보건(Community Health), 생계(Livelihoods), 마이크
로금융(Micro-finance) 등이 있다. RDRS의 농업 코디네이터였던 Gunnar Barnes
와 Marceline P. Rozario는 1980년에 treadle pump를 발명했으며 이들이 만든 
treadle pump는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 (IDE)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농촌 빈민들의 관개에 필요한 펌프를 만들기 위해
서 애를 썼으며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장치는 기본적으로 0.5 헥타르의 밀농사에 물
을 댈 수 있으면서 가격이 싸고 마을에서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설
계에 어디에서나 구하기 쉬운 대나무를 이용하고 있다.

1980년 11월에 소개되었고, 그 뒤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20여개의 펌프
를 제작하였고, 1982년까지 twin tubewell, twin dugwell, twin low-lift, twin 

33) http://www.shidhulai.org/
34) http://www.shidhulai.org/afftechnology.html
35) http://www.ashden.org/winners/p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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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well with drinking spout 등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어 자체적으로 수요를 감당
하지 못하자 지역의 사업체들이 트레들 펌프를 제작하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을 도움
을 주게 되었다. 1984년까지 모두 26,701개의 treadle pump가 팔렸고 1985부터 
약 84개 업체에서 양수기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0만 개 판매하였
다. 1986년에 IDE는 양수기를 소규모 농가의 수입과 생산성을 늘리는 기술로 확정
하고 마케팅을 시작하였고 나아가 펌프 제작 워크숍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 전 세계
에 양수기를 보급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 Bangladesh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ociety (BEDS)

Quazi Mahfuzur Rahman Mukul을 대표로 하여 2010년 설립되었다. 설립의 목
적은 방글라데시 내 환경관련 의식제고와 역량 강화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
능한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쿨나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한 순다르반 
맹그로브 숲의 생물다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맹그로브 숲 재
조림을 위한 나무 심기 등이 있으며  ‘삶을 위한 생태계(Life for Biodiversity) - 벵
골호랑이, 거북, 악어 등 멸종위기 종 보호를 위한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이니셔티
브, 해안 지역사회 중심으로 순다르반 생물다양성 보호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한국의 환경재단과 2012-2013년도 태양광사업 협력단체로 
협력하고 있다. 

Ⅷ. 개발협력 가능 사례

1. 민관 협력사업 분야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인도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시티 관련 분야에서 외
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환경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델리 · 뭄바이 간 
산업 대동맥 구상(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Project)의 일환으로 스마트 
커뮤니티 계획을 비롯해 발전, 해수 담수화, 재활용 등의 사업 제안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 기업에 의한 청정 개발 체제 (CDM) 사업, 유럽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물 인프라 시장도 많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환경관련 비
즈니스 시장 확대의 원천은 일본 미국 유럽 각국의 국제 협력 기관에 의한 환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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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안건 형성에 의한 것이 많다. 일본의 JICA와 스웨덴 SIDA, 독일 GTZ 등의 지원
을 통해 에너지, 물 관련 많은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에 반해 방글
라데시 환경 대책 시장은 현 단계에서는 규모가 작고, 각국의 국제 협력기구에 따르
면 무상 원조 풀뿌리 지원과 NPO · NGO 등에 의한 활동이 중심이다. 앞서 확인한 
방글라데시의 환경수요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사업에 적합한 분야를 꼽아보자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공해대책 분야의 환경협력이 있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도시 지역의 오염이 심각하고, 시멘트, 제지, 섬유 공업이 주요 배출

원이다. 최근 4 개 도시 (다카시, 치타 공시, 쿨나시, 등)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했지만 
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둘째, 폐기물 관련 환경협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보고서36)에서 제시한 방글라데시 주요 도시 주민들의 인식조사

에 따르면 주민이 생각하는 환경 문제의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평가 한 결과, 중산
층 거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폐기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중산층 거주 지역도,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도 대다수가 폐기물 관리에 대
해 '불만족'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불편함이 발생함과 동시에 병원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카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3,000 ~ 3,500t /일로 추정되며, 당
국에 의한 수집은 42 %에 그치고 있다. 최근 다카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파일
럿 플랜트의 성공에서 퇴비의 보급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도 
폐기물 발전 시설 건설 계획이 보도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
지 않았다.

셋째, 수질오염 및 식수공급관련 환경협력이 있다.
방글라데시 물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도시개발지

역과 공업지역에 집중된 개발로 인한 대규모 수질 오염과 둘째, 상하수도 시설의 낮
은 보급률과 방글라데시 전역에 걸친 비소오염에 따른 안전한 식수부족이다. 

먼저,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 폐수, 폐기물, 공장 폐수가 혼합하여 용수를 크게 오
염시키고 있다. 공장 폐수는 무 처리에 방류하는 경우가 많고, EU와 북미 기업이 독

36) 2012, MR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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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배수기준을 마련하고 처리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정도이다. 방글라데시 수
처리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외국계 기업은 해외에서 관련 장비를 수입하고 있
다. 이러한 지역은 대규모 시설의 환경협력이 필요한 반면, BOP 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 

2. 식수관련 BOP 비지니스

1) 일본 시코쿠 화성공업(四國化性工業)의 현지 사회적 기업37)

일본의 기업인 시코쿠화성공업은 인도현지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빈곤층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현지에 유통망을 만들어 빈곤 감소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빈곤층 대상 음료수 공급사업의 주요한 실패사례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사용시점(point-of-u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정수제를 개
발했다. 개도국에 진출하거나 설립한 BOP 대상 사회적 기업들은 제품의 종류에 못
지않게 판매 유통망 확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유명한 정수제 PUR(Purifier of 
Water)를 개발한 미국기업 프록터앤겜블(Procter & Gamble: P&G)도 진출 초기 유
통망건설에 많은 고충을 겪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들이 현지의 NGO 단
체와 협력하여 빈곤층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시코쿠화성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에서도 보는 것처럼 농촌지역의 NGO단체와 협력하여 빈곤층인
력들을 훈련 시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고객밀착형의 컨설팅 세일즈를 
전개하는 방법을 택하여 판매네트워크구축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성공을 거두었
다. 이러한 방식은 BOP시장에서도 수익이 확보될 수 있는 가격과 유통모델이지만 
동시에 중간층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도 관련 제품군을 판매 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인도시장에서 제품비용절감이나 기업브랜드향상 등의 상승효과를 기
록하고 있다.

37) 강우규 외(2015), 안전한 식수를 위한 BOP비지니스의 가능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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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시코쿠 화성공업 사회적 기업 모델

2) 우리나라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식수사업38)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SEWB,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의 
식수 공공성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적정기술을 통해 현지에 보급한 사례로 눈여겨 볼
만한 하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1년이 넘는 짧은 시간동안 SEWB는 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비교적 빠른 시간에 현지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관리자를 확보하
여 약 4000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업성과
를 단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
다. 아래의 그림은 본 사업에 관계된 국내와 현지의 관계자들과 그 역할에 대한 대
략도이다.

38) 본 내용은 저자의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의 사무국의 활동내용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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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SEWB의 식수사업 관계도

본 사업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의 요청에 따른 사업 대상지 선정이다. SEWB의 사업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NGO, 학교, 유치원, 고아원 등과 같은 단체로부터 요청
에 따른 것이다. 필요가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하는 초기투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한
편, 필요에 의한 사업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둘째, 수혜대상을 공동체로 하였다. 안전한 식수의 공급을 개인 혹은 한 가구가 아
닌 마을단위, 공동체 단위, 커뮤니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는 보다 높지만 그만큼 더 기능이 뛰어난 정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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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EWB의 정수시설의 특징

셋째, 현지 파트너를 통한 사업현장의 관리 및 유지보수 전략이다. 이는 수요 발굴 
때 뿐 아니라 적정기술 보급에 있어 가장 어려운 유지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도 항상 
현지 파트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지파트너는 현재 현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NGO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전개에 따라 점차 현지인을 발굴하
고 교육 훈련시켜야 한다는 과제 또한 남아있다.

[그림 49] SEWB 캄보디아 현장(좌: 씨엠립 다일공동체, 우: 꼭저마을)
사진출처: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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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2015년 사업대상 신청 과정

[그림 51] 2015년 iCOOP사업 진행과정 및 SEWB와 현지파트너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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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지에서 적용하기 간편하고 교체가 용이한 패키지 형태의 정수 장치를 개발하
여 현장의 수원 상황에 맞게 활용하였다. 수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정수 장치를 다
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음용수를 생산할 수 있다. 먼저, 사용규모에 따라 각 가정에서
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항아리를 활용하게 되면, 이 빗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공동
체에서 활용하는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처리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샌드필터나 
전처리 설비를 통해 생활용수를 생산한다. 또한, 원수의 수질에 따라 Filter를 다양한 조
합으로 배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Filter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여분의 Filter로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수장치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림 51]에서 나
타나는 것처럼 다양한 수요와 환경, 수질상황 등에서도 음용 가능한 물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다섯째, 마이크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정수기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SEWB의 소형정수패키지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현장에는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지 않는 simple water package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력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공급되는 않는 곳은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가발전으로 
사용이 가능한 solar water package의 두 종류가 개발되었다. 

[그림 52] simple water package [그림 53] solar water package

3) ISWHB 물탱크 사업39)

본 사업은 일본의 Institute for Sky Water Harvesting 이라는 연구소가 방글라

39) 강우규 외(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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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의 “빗물을 위한 사람들”(People for Rainwater (PR)-Bangladesh)이라는 지
역 NGO와 협력하여 만든 사회적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일본 
JICA의 시범 프로젝트로 비롯되었다. Institute for Sky Water Harvesting 
Bangladesh(이후 ISWHB 표기)는 방글라데시 해안지역의 비소 및 염분오염에 시달
리는 빈곤층부터 비교적 상류층까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맛있고 안전한 식수를 지
속가능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가. 빗물의 이용
식수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와 염분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환경이슈인 방글

라데시에서는 염분과 비소는 여과막 처리에 의해 정화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
어 쉽게 보급되기 어렵다. 반면 빗물에는 비소와 염분이 없어 빗물만 잘 관리한다면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몬순기후로 동해안은 
연 평균 강우량이 2,000mm로 매우 많아 빗물을 보관할 수 있는 빗물탱크의 설치는 
식수확보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54] 빗물탱크의 현지설치
사진출처: http://www.takeda-foundation.jp/

나. 사업의 진행상 문제점 타계
이에 ISWHB는 방글라데시의 지역 NGO는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빗물 탱크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이는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은 아니었고 사업 투자
금의 거의 전부를 기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사업에는 많은 문제가 발견
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6인 가족을 위해 건기동안에 마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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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용량은 적어도 4천 4백 L는 되어야 하는데 설치한 일부 탱크의 용량은 
1,000–2,000L에 불과했다. 따라서 연간 물 수요를 충족하는데 모자람이 있었다. 또 
건기 중 물 수요의 자기 조절이 가능한 물 수위 계량기도 없었다. 또한 빗물관리시
스템의 운영과 유지에도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모기나 기타 곤충이 탱크
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JICA는 ISWHB를 
BOP 사회적 비즈니스로 전환해 위의 많은 문제들을 타개하였다. ISWHB가 고품질, 
저비용 탱크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JICA가 지원해 설립된 주
식회사는 고품질 4,400L 콘크리트 탱크를 개발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
들었다. 그는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지역 NGO와 협력하여 방글라데시의 해안지
역에 100개의 탱크를 설치했다. 

다. 저비용의 현지제품 제작
이 사회적 기업은 빗물관리시스템을 마이크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판매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이 콘크리트 탱크는 가격이 2만 TK(다카)로 비싸 중산층에서 부유층까
지만 구입이 가능했다. 빈곤층이 구매할 수 있게 하려면 위 가격의 60-70% 정도 수
준은 되어야 한다. 이 회사는 저비용 탱크의 태국기술 습득을 위해 태국 촌부리 직
무훈련 연구소에 직원 2명을 파견했고 용량 1,000L이고 비용은 3,000TK(다카)에 불
과한 AMAMIZU(天水)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Morrelganj, 
Bagerhat.에 위치한 AMAMIZU 생산센터(AMAMIZU Production Center:APC)에
서 이 시스템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라. 현지 역량 강화
ISWHB는 또 AMAMZU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이는 고아 또는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과 같은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다. 또 생산된 음
용수를 배달하거나, bottle water로 판매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회적 비즈니스로 모
색되고 있다. ISWHB의 사업구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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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ISWHB의 사회적 기업 모델

3. 태양광 사업40)

1) 그라민 샥티의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한 태양광주택(SHS) 보급사업

그라민 샥티는 1996년에 방글라데시의 농촌 지역들을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
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그라민 은행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라민 샥티는 태양광주
택시스템(SHS, Solar Houehold System_이하 SHS로 통일)를 판매함으로써, 그것
을 구매한 사람이 조명, 통신(특히, 이동통신)과 TV 등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 보급 현황 
그라민 샥티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많은 SHS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조직

이다. 1997년부터 소규모로 SHS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1만 3천여 개
를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22만개까지 설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의 계
획까지 달성하면, 총 53만여 개의 SHS를 설치하게 되는 셈이다. 

40) 이부분의 내용은 주로 강우규 외(2015)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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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그라민 샥티의 태양광주택 보급 추이

2007년까지 총 11만개 이상을 설치한 총 설비용량은 5MWp이며, 3만 여개의 마
을에서 이루어졌다(The Right Livelihood Award, 2007). 그라민 샥티가 이렇게 많
은 수의 SHS를 판매·설치할 수 있었던 것에는 모조직인 그라민 은행의 마이크로 크
레딧 시스템이 중요했다. SHS 사용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조건 하에 마이크로 크레
딧을 이용하여 SHS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자
금은 초기에는 그라민 은행의 ‘Grameen Trust’와 ’Grameen Fund’의 자금을 이
용하였고, 이후에는 2008년까지 세계은행과 지구환경기금(GEF)로부터 나온 보조금
이나 양허성 차관을 이용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상환된 대출 자금을 이용하여 재
정적으로 지속가능한 토대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나. 그라민 샥티의 구입비용 설계
50Wp급의 SHS는 대략 24,000 타카(185파운드, 한화로는 대략 34만원 정도)인

데, 이는 방글라데시 국민 1인의 연평균 수입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라민 샥티는 계
약하면서 구입자들이 15~25%의 보증금(deposit, 대략 3,300타카)을 내고, 나머지는 
월 400~800 타카(즉, 3~6 파운드, 한화로 대략 5천원에서 1만원)를 2~3년 동안 갚
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SHS는 기본적으로 조명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기존에 
사용해오던 등유 램프를 위해서 지출하는 월 평균 400~500 타카를 절약해줄 수 있
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으로 매달 갚아야 하는 SHS 구입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손쉽게 가난한 방글라데시 농촌지역 주민이 SHS을 구입
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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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라민 샥티의 여성중심 사업운영   
구입 계약은 주로 가정에 오래 머물고 SHS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 내 여성들과 체

결하도록 노력했다. 그라민 샥티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수도인 다카의 본사에 대략 
60명(이중에 20명은 생산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840명 이상의 현장 직원을 두
고 있다. 또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에 걸쳐 15개의 제조 시설을 설립한 상
태이며(Anne Wheldon, 2006), 방글라데시 64개 전체 지역에 390개의 마을 단위 
사무소를 설치하였다(The Right Livelihood Award, 2007). 그라민 샥티는 특히 지
역 역량을 구축·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SHS의 구상, 실행과 유지에 지역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지역에서 SHS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설치된 7개의 기술센터들이다(2006년 현
재). 이들은 지역의 조건을 잘 알면서 지역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기술자
(technician)를 양성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현재 2,000명을 훈련시켰다(이들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이들은 공동체 수준까지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시스템을 수리하며 충전 통제기(charge controller)를 조립하기도 한다. 
그라민 샥티는 이 기술센터를 SHS에 대한 정기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자족적인 사업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57] 설비 점검 및 유지 기술을 교육받고 있는 여성 기술자들
사진출처: http://ibr.kr

라. 기관과의 협력
그라민 샥티는 여러 정부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

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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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05년부터 정부 공기업인 인프라 개발 회사(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any Ltd./ IDCOL)를 통해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이용한 SHS 보급이라는 그
라민 샥티의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지
원받고 있는데, IDCOL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민 샥티와 같은 민
간 행위자들에게 연성 차관(Soft loan)과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그라민 샥
티는 방글라데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의 확산에 필요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제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기구의 설치·운영에서 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의 수입 관
세 조정,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개발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Dipal C. Barua, 2007)

마. 시사점
그라민 샥티는 가정 태양광 시스템과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보편적
으로 관찰되는 장애물이 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그들의 수입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라민 샥티는 이를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 운영, 
관리, 수리를 위해서 지역의 기술자를 훈련시키고, 이를 담당할 기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주목된다. 게다가 이슬람 국가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제약되고 있는 문화 속
에서 지역의 기술자 훈련, 그리고 SHS 구입의 계약을 여성에 집중함으로써 여성의 사
회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1) 방글라데시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
서 방글라데시의 환경관련 프로젝트를 시작 할 때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
업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분야로 꼽히는 안전한 물 공급, 상
하수도 시설, 폐기물 관련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협력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환경관련 수요와 빈곤감소의 문제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BOP 
(bottom of pyramid)비즈니스41)와 같은 모델이 환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1) ‘BOP 비즈니스'란 개도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생산자 판매자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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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O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강화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범주의 영역에서 현지 NGO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
로,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 및 지역전문가 인력 Pool을 구축하고 정부의 ODA사
업과의 연계를 사업의 시작에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정부의 ODA 사업 
및 NGO 사업에 대한 평가 시 공동참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
해, NGO와의 연계사업 발굴 및 NGO의 역량강화도 추진할 수 있겠다.

3) 비구조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

방글라데시의 환경수요가 대부분 정수기의 보급, 태양광 패널의 보급 등과 같은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로 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현지주민의 참여와 가
난하고 소외된 계층과 여성의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결합되어
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방글라데시 빈곤층의 장기적인 삶의 질 향상
을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내용도 기술과 시설설치의 위주를 넘어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기후 특성상 잦은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차원의 대
응방안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민간영역에서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
의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접근하여 환경의 악화를 경감시키는 한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로 하는 형태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기업 혹은 선진국가의 신규시장개척이라
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식수 등과 
같은 저소득층의 환경 및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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