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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주요 내용

중
 남미의 국토개발은 산업화를 위한 국토개발 패러다임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맞물려 중남미의 국토분야
개발협력 또한 국토 및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중
 남미 국가들의 다양한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 중남미에서 이루어진 국토분야 개발협력은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하여 공동체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제적·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국토 및 도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 친화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
대표적 사례로는, 시민 조직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
과 협조하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 브라질의 바이후-레가우(Barrio
Legal) 사업과 낙후된 농촌을 개발함으로써 균형적 국토 발전을 모색한
페루의 Aliados 프로젝트, 그리고 볼리비아 도시빈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라파스-엘알토 케이블카 사업이 있다.
  국
 토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멕시코의 역사지구 재생사업이나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관광지구
개발 사례는 중남미 각국이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국토개발을
모색한 문화적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
 속 가능한 국토분야 개발협력에서 얻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
친화적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칠레의 랄코-판게 수자원개발 프
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과 환경 의제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남미
정부와 수원국들은 개발 의제를 선택함으로써 환경의 보존을 요구하는 원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행위 주체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국토분야 개발협
력 사업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파라과이의
대규모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 또한 파라과이 환경에 초래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정책 제안

  중
 남미의 국토분야 개발협력은 오랜 식민 지배를 경험한 중남미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로, 국토와 천연자원에 대한 대외 세력의 개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입이 수원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중남미 각국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협력 사업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토개발이라는
이슈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사회적 행위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개
 발 주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모든 사례에서 이러한 갈등을 초래하고
악화시킨 가장 결정적 원인으로는 해당 사회의 낮은 제도적 투명성을
들 수 있다. 중남미에서 국토분야 개발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의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등의 방안이
충분히 모색되어야 한다.
  중
 남미 국가 중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가 수원국의
지위를 벗어나 신흥 공여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과의 삼각협력을
통하여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자약력

이 상 현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하고 2006년 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Enterprise Reform: A Comparative Study of Mineral Sector
Cases in Latin America”를 주제로 중남미학(Latin American Studies)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부산외국어대학교 HK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틴아메리카 리튬 자원 산업 정책 비교 연구”, “라틴아메리카 급진좌파의 부상과
정당체제”,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질”, “포퓰리즘과 반지성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자원산업과 소유권 문제, 라틴아메리카 정치제도와 포퓰리즘,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책 등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 경 모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글로벌개발협력전공 교수)
영남대학교에서 사회인류학 및 민속학을 전공했으며 2009년 “파라과이 과이레뇨의 종족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했으며 동
대학에서 조교수를 거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글로벌개발협력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김 유 경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스페인어와 중남미지역을 공부했으며 2007년 “형성요인과 추진전략에
따른 반부패 국제 레짐 성격 연구: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2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교대, 전북대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 전북대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
“페루의 이중적 부패구조와 반부패 정책의 한계”(글로벌정치연구),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연계성과
다차원적 안보 위협”(국제지역연구), “세계화와 페루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공고화: 비판이론적
관점에서”(중남미연구) 등이 있다.

김 은 화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남미지역을 공부하고 국제지역학 석사학위를 취득하
였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에서 근무 후 현재는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
원으로 재직 중이다. 석사학위 논문 “Mega-events and Socio-Spatial Impacts of Public Policy
from 2008 to 2016: The Case of Favela in Rio de Janeiro, Brazil”(2018)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
이루시의 FIFA 월드컵 및 하계올림픽 개최 준비시기 글로벌 시티 전략이 빈민가(favela)의 Morar
Carioca 주택정책과 UPP(Pacifying Police Unit) 치안정책에 미친 사회적·공간적 함의에 대해 연구
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부문의 다양한 해외 컨설팅·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현
재는 국토·도시부문 탄소중립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노 용 석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영남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였으며, 2005년 ‘민간인학살을 통해 본 지역민의 국가인식과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구조와 유해 발굴 등을 연구하였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근무하였다. 이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가 국가폭력 및 과거사청산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7년부터 중남미 과거사청산과 국가폭력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현재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폭력 및 과거사청산의 비교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원주민들의 유해
발굴을 한국팀들이 추진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한국문화인류학회 연구위원장,
글로벌지역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약력

박 윤 주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중남미지역학으로 석사를 그리고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클리블랜드
대학교(Cleveland State University)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틴아메라카의 인종, 여성, 노동 분야에서의 사회운동과
그 운동의 결과가 각종 사회정책에 투영되는 과정을 연구해왔고,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에서 니냐스 노 마드레스(Niñas, no Madres)까지: 사회운동이론의
틀 정렬(Frame Alignment)을 통해 본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운동”,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민주화 운동의 성공: 멕시코 68 민주화 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칠레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이해 :
신자유주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적 행위주체” 등이 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운동,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정책 등 라틴아메리카
사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 지 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영국 리버플대학교에서 중남미지역학을 공부했으며 2015년 “Neoliberal Extractivism and Rural
Resistance: The Anti-Mining Movement in the Peruvian Northern Highlands, Cajamarca (20112013)”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전임연구원,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박사후 펠로우를 거쳐, 현재는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라틴아메리카 발전론, 정치 생태학, 대안적 도시 거버넌스와 다층공간 대안 정치
등이다. 대표 논문으로는 “에콰도르 아마존 빈민의 환경주의와 대안적 발전”, “도시 거버넌스
변화와 사회·공간적 함의: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파벨라의 사례”, “공동 자원 거버넌스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페루 북부 안데스의 경험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오 인 혜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였으며, 동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멕시코 메트로폴리탄자치대학교(Universidad Autonoma
Metropolitana)에서 사회연구(사회경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라틴아메리카
관광산업과 지역발전으로, 해당 분야의 소외와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Dulce María Martínez Angeles (Instituto Tecnológico superior de Libres)
멕시코 푸에블라 베네메리타 자치대학교(Benemérita Universidad Autonoma de Puebl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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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21세기 중남미 국토 도시 공간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토란 각 주권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며,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자 생활공간으로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주권을 행사하는 ‘물적 토대’라고 볼 수 있다(최병두 2016, 4-5).
국가는 국토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국민에 대한 통치 이데올로기와 주권적
효력을 발휘하고자 하며, 국민은 그 국토 공간 내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삶을 유지한다(최병두 2016, 5). 한편 도시는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지이자
제조업·상업·금융 등의 경제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인구가 밀집된 국토의
일부 공간이다(최병두 2016, 6). 도시가 정치·행정·경제·사회의 중심지가
된 것은 근대 이후이며, 산업화가 진척된 오늘날 도시는 국민 상당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발간된 유엔(UN)의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 초 단 3%만이 도시에 거주했던 세계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55.3%의 세계 평균 도시화율을 기록하며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서지현 2021c, 7-8).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를 계기로 시작된 변화는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300년 이상 식민 통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1776년 미국 독립을 시작으로
19세기 초 중남미 지역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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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성취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는 탈식민화된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며 산업화 및 근대화를 추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세 가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즉 근대 국민국가는
국토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에 대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권’적
효력을 발휘하며, 그 주권적 효력이 미치는 국토 공간인 ‘영토’를 보유한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탈식민화한 중남미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은 멕시코의 혁명이나 과테말라의 내전처럼 폭력적 갈등
상황을 통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독립 이후 통치 엘리트에 의한 법과 제도의
확립을 통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다. 중남미 지역은 유럽의 식민 통치
과정에서 북아메리카 지역과는 달리 높은 혼혈화 과정을 겪었으며, 식민
통치 기간에 부족한 노동력을 수급하기 위한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로부터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경험하였고, 독립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부터
많은 수의 이주민을 수용하였다. 이 때문에 중남미 각국에서 전개된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다양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각기 다른 국민국가
형성 과정과 더불어 각 국가가 영토 내의 국민으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권적 효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또한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 20세기 후반 이후 중남미에서 중요한 정치·사회적 행위자로 부상한
멕시코, 과테말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의 원주민들은 이들 국가가
국토 내에 사는 국민에 대한 통치 정당성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중남미 지역에서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세기 들어 중남미 각국은 산업화 및 근대화를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 공간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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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을 동반하며
중남미 각국에서 급격한 도시성장을 이끌었다. 이처럼 중남미에서 도시를
포함한 국토 공간은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이면서 국민 삶의 터전이자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비(非)인간 동식물의 생존 공간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20세기 중남미 각국이 추진한 산업화 및 근대화의 목표는
북반구 국가들과의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으며, 각국의 국토 공간 및
생태환경은 이러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 및 생태환경의 사회적·생태적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각국의 개발 목표에 따라 국토 공간이 불균형하게 개발되기도 했다. 중남미
국가 중 수도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통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증가하여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등과 같은 종주도시(primate city)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인 농업, 광업 등과 같은 1차산업 중심지를
중심으로 교통 및 에너지 기반 시설이 건설되면서 국토 공간이 불균등하게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남미 각국의 국토 공간은 북반구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도시를 급격하게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도시 주거지 부족, 교통 체증, 일자리
부족,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공간·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서지현 2021c, 8).
또한,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산림 황폐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물·공기
오염 같은 각종 환경오염, 공동 자원의 사유화 및 개발에 따른 일부 사회
집단의 배제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 위주의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불거진 공간·사회적 문제들은
비단 중남미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60년대 말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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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북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 위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했다. 20년 후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지구환경회의)에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고려한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1992년 리우 지구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온 ‘지속 가능한 발전’은 21세기에 이르러 더는 역행
하기 힘든 주된 흐름이 되었다. 특히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를 통해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현실화를 위해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 모두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서는 21세기 지속가능발전으로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맥락에서 중남미 국가의 국토 및 도시 분야를 포괄하는 공간 개발과
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특히 국내에서 중남미 개발 및 개발 이슈에 관한 연구는
정치·경제적 발전 동학과 관련 사회 행위 주체에 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국내의 중남미 지역 연구의 주된 관심은 남반구에 자리한 중남미
지역이 북반구 지역과의 개발 격차를 줄이고, 저개발 혹은 미개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치·경제적 관계 및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은 무엇이며, 관련 행위자는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 및 도시 에서 발생하는 공간·사회적 문제들은
주로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의 쟁점으로 연구되기는 하였지만, 개발과 공간의

5

제1부 중남미 국토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특징

상관관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는
중남미 각국이 탈식민화 이후 19세기와 20세기에 전반적으로 국민국가 형성 및
근대화 ‘과정’에 있었으며, 20세기 들어 실시한 중남미 각국의 국토개발정책이
‘국가’를 중심으로 계획, 실행되었기에 국토 공간은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류화는 국토 공간을 단순히 국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존재의 이해관계 및 가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가령 아마존 공간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높은 개발 가능성을 지닌 광물, 목재, 농업 경작지,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기회의 공간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환경 활동가들, 원주민 및
인권 보호 단체 및 농민 사회 조직 등이 무분별한 개발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이 공간에 천연자원이라는 경제적 가치 이외의 생태·사회·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서지현 2019;
2021a).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중남미 도시를 포함한 국토 공간은 다층
공간에 위치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국토 공간 및 생태환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치 및 권력이 경합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서지현 2021a).
이러한 배경에서 본서는 중남미 국가에서 국토 및 도시 공간 개발이 본격화된
20세기 이후 중남미 각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에 관한 경험적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대(對)중남미 국토 관련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실용적 목표와 더불어 본서는
그동안 정치·경제 발전과 역사 및 사회 구조적 맥락 파악에 집중되어 있었던
중남미 지역연구의 지평을 지리 공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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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서의 구성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1부는 본서의 개관으로 중남미
지역의 국토 및 도시 개발 역사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국토개발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중남미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 국토와 도시개발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맥락에서 중남미 국토 및 도시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제2부에서는 중남미 국토 및 도시 개발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제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은 중남미의 주요
메가시티 중 한 곳인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주거정책과 국토부문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브라질에서 기존에 실시된 주거정책과는
달리 주거 빈곤층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바이후 레가우(Bairro Legal) 프로그램을 분석해 국토개발협력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6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를 전환한 칠레의
수력발전과 국토개발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칠레에서 수력발전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국가와 국제 자본이 국제개발협력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행위자들의 동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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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대상 지역 및 위치

제6장
멕시코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 계획
사례

제7장
과테말라
안티구아 관광산업
사례

제5장
페루
고지대
농촌개발사업
사례

제2장
칠레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
사례

제3장
볼리비아
라파스-엘알토
케이블카 사업
사례

제1장
브라질
브라질 주거빈곤층
사회통합정책
사례

제4장
파라과이
국제 횡단
루트 건설
사례

제7장은 볼리비아 라파스-엘알토(La Paz-El Alto)시 케이블카 사업 사례를
연구한다. 이 사업은 브라질 상파울루 주거정책 사례와 함께 성공적인
국토부문 국제개발협력 사례로 꼽힌다. 라파스-엘알토 광역도시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연결성 문제는 물론 도시에 내재한 사회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단계별 대중교통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제8장은 파라과이 교통 인프라와 국토개발 사례를 분석한다. 볼리비아와
함께 남미의 내륙국인 파라과이에서 발전의 딜레마인 교역로의 확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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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국토개발의 성격을 주도적으로 규정함을 분석해 낸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국제 국토개발협력 기회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한다.
제9장은 페루의 농촌개발사업과 국토개발 사례 연구로 역사적으로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을 이루어온 페루에서 특히 농촌사회 빈곤 감축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시도한 알리아도스(ALIADOS)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국토개발협력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10장에서는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의 또 다른 메가시티인 멕시코시티의
구도심 재생 계획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적인 상업 공간이자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 중층적 기능을 가진 멕시코시티 구도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국제 국토개발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1장은 과테말라의 관광산업과 연관된 국토개발 사례를
분석한다. 과테말라는 36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근대화와 국토개발이 뒤처진 경우다. 1996년 평화협정 이후
국토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기회를 마주하는데, 이 맥락에서 초기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한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에서 지역의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부에서는 제2부의 사례 연구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대안을 정리하고, 향후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다양한 형태의 국토개발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본서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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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 국토개발의 이론적 관점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중남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국토개발 연구는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성장과 발전 수단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21)에 따르면,
국토개발은 “국토 내 공간 물리적 특성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별적, 집단적
이니셔티브, 경제적, 기술적, 사회·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직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환경의 건설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토개발은 공간적·경제적 관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구성하는 제반
환경을 포함하는 요소의 총체인 것이다.
본 장의 서술 목적은 중남미 국토개발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이러한
이론적 관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중남미의
국토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21세기
중남미 국토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관점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중남미 지역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개발과 발전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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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남미 국토개발에 대한 이론적 관점
본 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국토개발 사례 분석에서 빈번히 제시되는
이론적 관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알부르케르케(Alburquerque 2013)는
국토개발을 하나의 정의로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통해 지역 주민이 더 나은
생활 조건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개념화했다. 또한 리포(Riffo 2013)는
국토개발을 중남미의 시기별 개발 이론(종속이론, 세계체제론, 세계화론,
지역발전론 등)과 연관 지어 중심부-주변부와 종속이론 시기, 세계화 시기,
그리고 지역 발전 시기 등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하였다(Riffo 2013).
한편 세르히오 보이시에르(Sergio Boisier)는 1990년대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이 제안한 인간 개발 논의와 20세기 후반 이후 주류화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중남미 국토 연구에서 지역발전에
방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보이시에르(Boisier 2001)는 국토개발 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통하여 오늘날 중남미
국토개발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에스트라다와
올리바레스(Estrada & Olivares 2017)는 보이시에르(Boisier)의 연구가
21세기 통합적 공간으로 국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며, 국토의 물리적 공간과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는 매일의 구성을
보여주는 데 유의미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트라다와
올리바레스(Estrada & Olivares 2017)는 보이시에르의 국토개발 개념이
형성된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경제적 맥락에서 무역 시장
개방에 따른 세계화의 진전. 둘째, 행정적 배경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조응. 셋째, 국토를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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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맥락에서 정부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진행된
이러한 다면적 변화의 배경에서 국토개발은 국토 공간에 정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공간 층위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상이한 발전
전략을 통합하는 발전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이시에르의 국토개발 개념에 근거할 때, 21세기 중남미
국토개발은 “제도적, 경제적, 생산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정책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다루는 체계적인 접근이어야 한다”(Estrada and
Olivares 2017, 35). [그림 1-2]는 에스트라다와 올리바레스(Estrada and
Olivares 2017)에 의해 제시된 국토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그림 1-2 국토개발 요소

거시
국가

시민참여

법적-정치적
기구

전망

내생성
잠재력 촉진

도구

에너지
쓰레기

지속가능
개발

법적인 틀

지방
지역

각 수준 사이의 관계

정부구조

전략적 계획

탈중앙화

토지 운용

조직적

공공정책

구축

지역개발
사회조직

제도적

능력 개발

정치 제도

자연환경

중간

중점

사회
문화적

국토
개발

환경적

자연재해

환경

인간개발

필요 충족

메타

생산 경제

환경

중점

취약점

생산적 측징

환경

시스템 경쟁력
혁신

경제적

미시

생산 전문화

지리적 특징

기업

수출 고도화

생산품 질 개선

고립

기술적
시장규모

변화

생산 전문화
제공의 다양화

생산적
경제 행위자

자료: Estrada and Olivares 201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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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는 인간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술, 공공정책을 통한 국가의 활동 및 환경보호와 같은 요소들과
복잡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알부케르케(Albuquerque
2013)는 국토개발을 “사회 및 인간 개발, 제도적 문화적 발전, 경제발전과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사회 및 인간 개발: 국토개발에서 교육·영양·보건의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 소득 분배 개선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와 지속가능발전목표(SGDs 2016)
그리고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의 인간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국토
공간에서 개발의 질적 맥락을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도적·문화적 발전: 국토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략의 주체로
시민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및 사회집단
간의 연대를 장려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사회자본의 형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제발전: 다양하고 품질 높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거시 경제의 개선은
물론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SME)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국토 기반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한 재정 구조와 합법적 조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국토
공간의 자연 및 문화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환경친화
적이고 생태적인 생산 증진을 통한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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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포(Riffo 2013)는 통합적 국토개발을 위해서 다중 스케일 (multiscalar) 변수를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강조하고 있다.

•혁신, 학습, 진화와 복합성: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토지는 필수적
변화 요소로 고려된다.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국토 공간에 대해 오랜
기간 전통적인 지식을 형성해 온 사회집단의 지역 지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설계해야 한다(Riffo 2013, 42).
•지속가능성: 국토라는 구체적 장소의 환경뿐 아니라 국토 공간의 다중
스케일을 넘나드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평등과 사회통합: 중남미 지역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 혹은 국가마다 차이점이 있으니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 직과 사 회참 여: 각 각 의 이해당 사 자 에게 부 합 하 는 ‘영역화 된
사회조직(organized territories)’을 기반으로 국토개발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루카나, 아야비리 그리고 키스페(Lucana, Ayaviri and Quispe
2020)가 제안하는 국토개발에서 고려해야 하는 6가지 요소인 기술혁신,
기업경영, 지식 보급, 제도,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혁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양질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소비,
생활양식 및 생산 과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관점에서 국토개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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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경영: 생산력, 제품의 기술개발 측면을 고려함과 더불어 대중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활성화한다.
•지
 식 보급: 기술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과 같은 능력 배양을 위한 지역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공유한다.
•제도: 기본적으로 합의 이행을 위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확립된
게임의 규칙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경제 및 천연자연과 같은 지역 자원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과 국토개발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자 간의 합의를 통해 영토에
적용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지역에서 국토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논의되는 국토개발의 개념과 그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들을 살펴보면 국토 공간 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다층적 차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토개발 개념의 변화는 중남미의
전반적인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맥락을 함께한다. 다음 장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중남미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국토개발 개념이 확장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중남미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
영어로 ‘Development’는 우리나라 말로 ‘개발’ 혹은 ‘발전’으로 해석되지만,
개발 혹은 발전에 내재한 의미는 확연히 다르게 이해된다. ‘개발’은
사전적으로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 혹은 ‘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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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발전’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1) 같은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포스트 개발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박민철(2018)은 개발과 발전에
내포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개
 발은 토지나 자연 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효용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발전은 삶의
수준을 개선시킨다든지 인간 생활에 유용성과 혜택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박민철 2018, 41).

이처럼 개발이나 발전에 내포된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개발과 발전이라는 용어는 혼용되어 쓰이는 듯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과 발전은 시기별 개발 패러다임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중남미 지역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서 개발과 발전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중남미의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는 [표 1-1]에서 보듯이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표 1-1

시기

1945~1970년대

1980~1990년대

21세기

개발 패러다임

국가 주도
개발 패러다임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

지속 가능한
개발 패러다임

자료: 저자 작성.

1) 네이버 사전 (2021년 7월 2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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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남미 국가 주도 개발 패러다임: 1945~1970년대
국제사회가 ‘개발’이라는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식민지를
경험한 남반구 국가 대다수가 독립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다.
당시 갓 독립한 남반구 국가들과 북반구의 선진 산업국가 간의 개발 격차,
즉 경제성장의 수준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발’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다른 남반구 국가들보다 이른 19세기 초반에
대부분 독립을 이뤘지만, 이들 국가에서 개발 논의 역시 20세기 중반경에
본격화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 국가들과의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남반구와 북반구 국가 간
경제성장의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개발’이라는 용어가 주류화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접어들기 전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 노동 분업에서 천연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로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공황은 원자재 생산과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여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대공황이 가져온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중남미 국가들은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내부 지향적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한편, 국제적 맥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중남미 국가들은
다른 남반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 전략에 편승해
국가 주 도의 개발 프 로젝트 를 추진했다. 국제경제의 변화에 따라
경제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과 미국의 냉전 전략이라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화의 맥락에서 20세기 중반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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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로 자리 잡았다.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민국가(nation-state)’와 ‘경제성장’이었다.

개발 프로젝트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조직화 전략, 동맹과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 시스템을 포함하며, 이 시스템은 냉전 시대의 경쟁적 이고
군사화된 조건 속에서 수립되었다 (필립 맥마이클 2013, 35).

개발 프로젝트의 또 다른 요소인 경제성장을 위해 유엔은 ‘국가의 발전을
공통의 기준에 따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제도화’했다(필립
맥마이클 2013, 104).

1 945년에 발효된 유엔 헌장은 ‘생활수준 향상’을 전 세계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물질적 복리’ 지표는 한 나라 안에서 상품과 용역의
상업적 결과(산출물)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민총생산(GNP) 또는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이 그 대표적인 방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생활수준 향상(보건, 문자 해독률 등)을 가늠하는 유일한 측정치가
되지 못하는데도, 이른바 ‘좋은 사회’를 향한 측정 가능한 진보인 1인당
국민소득 기준 – 미국 대통령 고문을 지낸 월트 로스토(Walt Rostow)가
말한 발전의 최종 단계인 ‘대량소비 사회’라는 개념으로 유명해진 – 이
개발의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되었다(필립 맥마이클 2013, 104).

이처럼 국내외적 맥락에서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남반구의 국민국가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하에서 추진된
국가 주도 개발 패러다임은 중남미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맥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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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멕시코,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해
제조업 발전을 추진하였고, 그 밖의 중소국가들의 경우 국제기구와 북반구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자원 개발 및 농업 근대화 정책을 지속하기도 했다.
특히 자원 개발과 수출 중요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자원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1) 수입대체산업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남미 국가들이 무역과 경제성장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와 당시 위원장이던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Raúl Prebisch)는 불평등 교환에 따른 중남미
저발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부 지향적 산업화 전략은 1950년대 제3세계로 널리 퍼졌으며,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도 산업화 초기 전략으로 채택되었다(Sheppard et al.
2019). 이후 미주기구(OAS)는 1961년 이 정책을 대폭 수용하여 수입
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시대를 낳았으며,
남미공동시장을 출범시키는 배경을 마련하기도 했다(ibid.). 수입대체산업화는
중남미 국가 주도 발전 패러다임하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수출을 위한 1차산업 생산 외에도, 기업을 설립하고 국제경쟁에서 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가가 개입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국가는 주요 수입 산업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토착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들 물품의 국내 생산을
재정적으로 보조해야 한다. 유치산업을 보호하려면 가장 생산적인
부분에 희소한 외화를 제공하며, 산업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임금을

19

제1부 중남미 국토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특징

부여하고 저개발국을 무역 블록으로 배치하며, 국내 소비를 장려하고,
유럽과 미국 기업이 선택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Sheppard et al. 2019, 114).

이 같은 맥락에서 중남미에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로 멕시코와 브라질을 들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혁명의 제도화가
일단락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했다.
시멘트, 철강, 화학 같은 주요 산업의 경우 국가가 국영기업을 설립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과 내수산업 보호로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했다(Blouet & Blouet 2010, 357; 이성형 1997, 41). 국가 주도 경제정책의
주체는 주로 재무부와 중앙은행 중심의 기술 관료 집단이었으며, 이들 집단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을 통해 국가 주도 발전을 주도했다(이성형 1997, 41).
카마초 정권(1940~1946)하에서 수입대체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멕시코개발은행을 통해 시멘트·철강·화학 등의 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시행했고, 통신·수송·전력·에너지·광업 등의 부문에서 국영기업을
운영했다(김희순 2010, 151). 또한, 고율의 관세와 수입허가제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통화 및 투자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 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재 수입과
기술 도입을 추진했다(이성형 1997).
브라질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브라질식 자본주의 발전의 기원은
대공황 이후 정권을 잡은 제툴리우 바르가스(Getúlio Vargas) 정권에
둔다. 바르가스는 국가 근대화를 위해 민족주의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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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신국가 체제(Estado Novo)라는 슬로건 아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정립하고 산업화 발전을 추진했다. 집권 초기에는 생필품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에 머물렀던 산업이 1940년대 이후 다변화되었고,
산업화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제철소와 항공기 제작 공장, 철강회사 등
국영 기업을 설립했다(김영철 2003, 73). 이처럼 바르가스에서 시작된 국가
주도 산업화 발전은 1955년 대통령에 당선된 주셀리누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시기 더욱 활성화되었다(Blouet & Blouet 2010, 503).

(2) 자원 민족주의
이처럼 국가 주도 개발 패러다임하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산업화를 통해
내부 지향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 분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 산업과 관련해서 무역 관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남반구 국가들의 탈식민화가 완결되는
1960년대에 그 계기가 마련된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남반구 국가 77개국이 공동 선언을 하며 형성된 G77은 더욱 공정한
국제무역체제를 요구하였고, 1974년 G77은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을 선언했다.
G77은 국제 경제 관계에서 다섯 가지 부분의 변화를 추진하였는데, 원자재
가격,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율, 기술이전의 수단 개선, 해외 원조의 증대,
무역 규율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Karns et al. 2015, 42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원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중남미 국가는
자원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발전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남미의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다. 195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독재 정치에 대한 공군의 반란과 시민
봉기로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로물로 베탕쿠르(Romulo Betancour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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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되며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된다(이순주 2003).
베탕쿠르 정권은 근대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석유 부문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베네수엘라는
1960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주요 산유국과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창립하여 국제 석유 공급량 관리를 통한 원유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이순주 2003, 140). 국가 주도 개발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1975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국영석유회사(PDVSA)를 설립하였다.

2) 중남미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 1980~1990년대
한편 발전을 구가하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1970년을 전후하여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전후 20여 년간 호황을 지속했던 미국 주도의 개발
패러다임이 자본 축적의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국민국가가 주도한
개발 프로젝트는 포드주의 축적 체제가 위기를 맞이하며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축적 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주도한
영국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과잉 축적에 따른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끊임없이 지리적 팽창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Harvey 2001). 1970년대 초 과잉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지리적 팽창을 도모해 이윤 축적을 지속하고자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세계화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경제 세계화는 이전
시기 국민국가가 주도하던 개발 프로젝트를 넘어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
기구들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중남미의 경우 1982년 멕시코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을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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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으로 불리는 외채 위기의
시기를 겪으며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중남미 국가들은 외채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에 재통합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는 경제 부문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
무역자유화, 시장개방, 민영화, 탈규제화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걸쳐 발전된 패러다임은 경제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민국가가
아닌 초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구 등과 같은 초국적 행위자가 주도하면서
글로벌화되었다. 중남미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칠레와 멕시코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비전통 수출 부문의 발전
먼저 칠레의 경우, 1973년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피노체트 정권은
일명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라고 불리는 기술 관료들을 경제정책의
주체로 임명하여 경제구조 개혁정책을 시행했다(서지현 2018, 111).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칠레는 상대적으로 빠른 1970년대 시장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내부 지향적인 발전 모델에서 시장 주도의
외부 지향적 발전 모델로 전환하게 되었다. 시장 개발과 무역자유화 정책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 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꾀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수출 산업이 구리 이외에도 임업, 어업, 비전통 농산물로 확대되는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이뤄졌다(서지현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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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가치사슬(GVCs)의 발전
한편, 수입대체산업화에 기반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했던 멕시코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위기에 봉착했다.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은
다음과 같은 내재적 한계를 보였다.

1) 과도한 내수시장 보호로 기업가들의 이윤은 보호했으나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는 방해가 되었으며, 자본재 공급을
선진국이 독점하여 대외 종속 상황은 여전하였다. 2) 점차 자본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한편 국내 소비재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3) 국내 식량 자급에 실패했다. 4) 소득
분배의 형평성 개선은 답보 상태였다(이성형 1997, 43-44).

이와 같은 발전 패러다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멕시코 정부는
산업구조의 개선이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석유 자원에 의존한 경제적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다(이성형 1997, 47).
1970년대 일시적인 석유 붐에 따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해외 차관을
증가시키면서, 1982년 외채 위기에 봉착한 멕시코 정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이성형 1997). 1980년대 이후 외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일련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했으며, 1994년에는
미국·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시장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멕시코 역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칠레 혹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이뤄졌지만,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역시 변화하게 된다. 글로벌가치사슬의 발전에 따라 멕시코에서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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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형 산업화가 진전되었다. 이전의 수입대체산업화가 국가가 주도하는
내부 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했다면, 보세 가공 산업(마킬라도라)은 국내외
자본이 참여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1980년대 이후 멕시코의 발전
패러다임이 전환함과 함께 급속히 성장했다. 마킬라도라 산업은 원래
멕시코 국경 지역의 실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멕시코시티
중심의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국경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1965년 시행한
국경산업화계획(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 BIP)에 기원을 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한 수입대체산업화로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북부 국경지대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었다(강명구 1994,
217). 1980년대 멕시코 경제위기에 따른 페소화 평가절하로 노동비용의
절감을 노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마킬라도라 산업은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며,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북미 시장 진출을 노리는
다국적기업들이 대거 북부 국경지대로 진출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마킬라도라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했다(김희순 2008, 254).

3)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 패러다임
이상과 같은 개발 패러다임의 글로벌화와 함께, 20세기 후반 산업화
발전에 기반한 ‘개발’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와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와
같은 생태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가시화되고
공론화되면서 기존의 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어졌으며, 20세기
후반 이후 지속 가능한 형태의 ‘발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1세기에는 그 주체가 국민국가 혹은 초국적 행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25

제1부 중남미 국토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특징

경제성장을 통해 남북 간 개발 격차를 줄이는 형태의 ‘개발’ 논의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형태의 ‘발전’ 논의인 지속 가능한 발전 논의가
주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중남미의 지속 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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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남미 국토도시개발의
역사와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 개발 패러다임은 20세기 중반 이후 세
시기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으며, 시기마다 개발 목표, 주체, 특징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기별 중남미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 개발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그림 1-3 중남미 주요 도시

자료: https://travelupstreet.com/international/america/countries-of-latin-america-and-the-carib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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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화 발전 공간으로서의 국토도시개발
1) 산업화와 도시개발
국가 주도 개발 패러다임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중남미 국토는 근대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한다. 중남미 근대화의 핵심축은 산업화의
진전과 천연자원 개발 산업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화는 대공황
이전 국제경제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산업화를 위해 각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도로와 같은 물류 인프라 건설, 수력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토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0세기
중반 중남미의 많은 국가는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중남미 인구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거주했고,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세 곳에 불과했다. 1930년대부터 산업화와 함께 농촌
지역에서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집중적인 도시화가 진행됐고,
그로부터 70년 뒤 중남미 지역은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되었으며, 40개 이상의 도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Rodgers
et al. 2011, 1). 20세기 초 중남미에서 도시는 문명과 근대성의 상징이었다.
사르미엔토의『파쿤도: 문명과 야만』(1845)에 제시된 문명은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도시에서 영위하는 삶을 의미했고, 야만은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한
농촌에서 영위하는 삶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하에서 도시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근대성의 성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다(ibid.).
하지만 1930년대를 기점으로 중남미에서 도시는 부정적인 사회문제들과
연관되어 인식된다(ibid). 중남미에서 도시화가 본격화된 1940년대와
1950년대 도시에서는 ‘과도시화(over-urbanization)’와 관련된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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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었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시화는 특정 도시 혹은
수도에 산업 발전과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각종 공간·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수입대체산업화와
함께 도시에서 고용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20세기 중반 이촌향도 현상을
일으키면서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증가하는 도시 인구에
대응할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부재하고 관련된 도시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지면서 주택 부족, 위생 및 공공 서비스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각종 도시·사회 문제가 발생했다(서지현 2021c).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중반 중남미 도시·사회 문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슬럼(혹은 비공식 정착지)이었다. 즉 ‘공식적인 도시 공간’과 ‘비공식적인
도시 공간’으로 ‘이분화된 도시(divided city)’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도시
공간인 슬럼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도시악 혹은 도시문제로 근대화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했다(Rodgers et al. 2011, 8).
중남미 정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관련 공공기관을 설립했으며, 도시 빈민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은 1960년대 미국이 주도한 ‘진보를 위한 동맹’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Blouet & Blouet 2010, 256).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 주택 프로그램은 슬럼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며, 때로는
슬럼 강제 철거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서지현 2021c). 한편 1970~1980년대
사이 비공식 정착지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주도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국제기구 차원의 주택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의
도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세계은행 프로그램은 개도국 정부들이 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빈민에게 제대로 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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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인식에서 시행되었다(Van Lindert
2016, 254).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존 터너(John Tutner)가 제시한 ‘자조
주택(Self-help housing)’으로 도시빈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좀 더 수용적인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Van Lindert 2016, 254-255). 자조 주택 프로그램은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제공한 주택보다 도시 저소득층의 필요를 훨씬 더
잘 충족해 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수백만 채에 달하는 비공식
주거지 건설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Blouet
& Blouet 2010, 256-259). 또한 자조 주택 프로그램은 예산 규모가 너무
작고, 주거정책이 도시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Van Lindert 2016, 255).

2) 근대화와 국토개발
수입대체산업화의 결과는 중남미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멕시코,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산업화를 통한 발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반면, 중미나 안데스 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
발전 전략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들 국가에서 근대화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는 농업 근대화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농업 근대화
발전 전략과 식량 지원 정책에 힘입어 많은 중남미 국가는 농업 근대화를
근대화 발전 전략으로 삼아 추진하였다. 주요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20세기
미국의 농업생산 혁명을 이끈 녹색혁명 기술발전에 기반한 기술 지원(농업의
기계화, 화학비료와 살충제 등의 도입)과 중남미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농업보조금, 토지개혁 등이 포함된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토지개혁(agrarian reform)’인데, 20세기 중반 이후

30

제3장 중남미 국토도시개발의 역사와 특징

중남미 각국에서 시도된 토지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농업 근대화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 소유 구조의 변화가
필요했다. 즉 토지소유권 획정을 통해 농업 근대화를 이루고자 한 경제적
이유가 20세기 중반에 시행된 중남미 토지개혁의 한 요인이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요인으로 독립 이후에도 중남미 각국에 여전히 지속되던
불평등한 토지 분배 구조는 20세기 중반의 산업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위기로 심화되어 사회 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Kay 2001).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 중남미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농민운동은 불평등한
토지 분배 구조에 대한 변화 요구였다. 특히 당시의 중남미 정부들이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1959년
쿠바혁명의 성공에 뒤이은 미국의 냉전 전략과도 연결된 맥락이 있었다.
각국의 상황에선 어떤 형식으로든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쿠바혁명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중남미 많은
국가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토지개혁이 시도되었다. 대규모의 토지개혁이
이뤄진 국가로는 칠레와 페루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은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토지개혁은 중남미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유지해 온 기득권 세력의 권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컸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중남미 국가
정부는 기존의 개간지를 재분배하는 형태의 정치적 부담이 큰 토지개혁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미개발 지역’ 혹은 ‘황무지’를 개발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새로운 경작지 혹은 정착지를 분배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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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쳤다. 대표적으로는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미개발 산림지역을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 기존의 경작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무토지 농민들의 토지 분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무마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화를 진전시키는 것과 아울러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개발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중반 중남미 각국은 미개발 지역을 국가의 영토 통합 대상지로
삼고, 이 지역에서의 토지 개간, 식민화 정책, 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부의 재분배 및 사회 정의를 추구했다. 즉
이전 시기 미개간지는 황무지이자 근대화의 걸림돌이었던 반면, 20세기 중반
국가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하에서는 근대화 및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기회의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 아마존은 남미
각국의 근대화 발전에서 중요한 기회의 공간이었다.
페루에서 아마존은 전체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아마존 개발을
본격화한 1960년대 벨라운데(Belaunde) 정권은 아마존 개발을 근대화에
필요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기회이자, 당시 고산지대에서는 토지
부족 문제로 사회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Larsen 2016, 83-84). 즉 아마존은 단순히 이전과 같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근대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의 땅이자
그동안 개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 먹거리와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대상 공간이었던
것이다(Larsen 2016, 84).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존과 해안 지역 혹은 고산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확충은 경제·사회적 근대화에 필요한 토지와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국토개발 과제였다(Gr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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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aron 2012, 118).
같은 맥락에서 1950년대 중반 쿠비체크(Kubitschek, 1956~1960년 집권)
정부하에서 본격화된 브라질의 아마존 도로망 건설 프로젝트는 아마존
개발을 통한 근대화 정책의 신호탄이었다(Little 2001). 특히 군사정권하에서
남동부 해안 지역 및 수도와 아마존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하고, 농업
식민화 정책을 통해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브라질 군사정권의
아마존 개발 정책은 브라질 국토개발의 지형을 크게 바꿨다(서지현 2019).
해안 지역과 안데스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경제에 의존해 오던
에콰도르의 경우도 1960년대 동북부 아마존 지역에서 석유 탐사가
시작되고 도로 및 송유관이 건설되면서부터 아마존 지역 국토개발이
본격화되었다(Little 2001, 75). 페루,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석유 개발과 농업
식민화 정책은 1970년 민족주의적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국가 근대화와
산업 발전을 추동하였다. 이 시기 아마존은 국가 통합과 주권을 보장하고,
자원과 영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에콰도르
국민의 생활 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마존 지역은 주요 국토개발 대상 지역이 되었다(Little 2001, 94). 이러한
국토개발 패턴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세계화 발전 공간으로서 국토도시개발
1) 지역균형개발과 인프라 프로젝트
20세기 후반 경제 세계화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중남미 국토개발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그동안 국토가 불균형하게 발전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토균형개발 정책과 지역 중심의 특화 발전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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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 세계화의 맥락에서 중남미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 중 하나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과 클러스터(cluster) 개발을 통한
글로컬(glocal) 연계 전략이다. 이러한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하에서 중남미
국토 전역에서는 특정 산업 부문에 특화된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이렇게 발전된 지역 클러스터는 확장된 시장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글로벌가치사슬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980년대 외채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 대부분은
세계화로 늘어난 수출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쳤고, 수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두드러진
산업 부문은 농업· 광산업·목축업·임산업 등과 같은 1차산업 부문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전통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져왔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1차산업의 범주가 유례없이 다변화되었으며, 특히 천연자원 산업의 경우
추출의 강도와 범주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칠레는 전통적으로 구리의 생산과 수출에 기반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출 품목은 와인·과일·채소
등 비전통 농산물과 연어, 임산업 등으로 다변화되며 이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급성장했다(서지현, 2018; 2021b).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대두 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두 생산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서지현 2021d).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제 광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국적인 광산 개발에 대한 투자, 생산,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지에서는
석유 생산과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도 증가했다.
이와 같은 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증가와 중남미 1차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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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수출 증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유례없는 규모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 보호 지역, 문화 혹은 원주민 보호 지역 등
그동안 개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까지 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글로벌 발전 패러다임하에서의 국토개발의 지리적 확장은
초국적인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남미인프라통합구상(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damericana: IIRSA)2)을 들 수 있다. 2000년 8월 브라질
주도로 남미 인프라 통합 계획이 수립됐는데 남미의 세계시장 통합을 위한
도로, 항구, 수로, 철도, 공항, 에너지 설비 등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총 9개 하부 지역을 축으로 계획되었다. 이 계획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지리적 환경으로 지역 간, 국가 간 연결성이 낮은 지방 간의 교류
증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요 수출 품목인 광물 자원이나 농산품의 국제
교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다(김희순 2011;
이상현 외 2014). 즉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하에서 중남미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다시 주목받게 된 1차산업을 국제경제로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해 국가 단위 규모로 이뤄지던 국토개발이 20세기 중반 들어 남미 대륙
전역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원 추출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개발의 범주와 강도를 확대함으로써 전 지역에 걸쳐 국토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유발하였으며, 문화적 권리와 사회정의,
환경보호를 요구하는 사회 세력들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2) 이와 관련해서는 II부 파라과이 사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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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글로벌 도시
20세기 후반 중남미 도시 발전은 이전의 국가 주도 개발 패러다임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전 시기에는 주로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과도시화가 중남미 도시 발전의 주된 성격이었다면, 20세기
후반에는 도농 간의 이촌향도 속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메가시티의 성장
속도도 느려지고 도시 간 인구 이동 혹은 국제 이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IDB 2015, 6). 1990년대에서는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좀 더 소규모의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대도시의
인구성장률은 안정세를 보였다(IDB 2015, 7). 이러한 도시 성장 경향성의 변화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끝나고 보다 광범위한 자유시장 모델이 적용되면서,
탈규제와 지방분권화 등의 정책을 경험한 것에 기인한다(Rodgers et al. 2011,
3-4). 또한, 도시 간 이주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에 따라 산업 발전의 속도가 주춤해지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도시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Rodgers et al. 2011, 5).
이처럼 1990년대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하에서 중남미 도시들의
불평등 양상은 심화되었고, 실업률과 도시빈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도시
내 공간·사회적 이분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도시 범죄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치안 불안정이 주된 특징으로 꼽혔는데, 이에 따라 도시 내 요새화된
인클레이브(fortified enclaves) 공간이 확산되었다. 요새화된 인클레이브는
주로 상류층 도시민들의 자급자족적 주거 및 상업 공간으로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폐쇄성과 고급 주거 단지 및 복합상업시설로
특징지어진다(Rodgers et al. 2011, 5-6). 이와 같은 도시 공간의 이분화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거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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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변화의 맥락에서 중남미의 많은 도시가 글로벌 도시(global city)
전략을 채택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글로벌 도시 전략은 시정부가 도시
거주민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제 자본의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업가형’ 도시 발전 전략이다(Richmond and Garmony
2016, 628; 서지현 2021c, 22에서 재인용).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들 수 있다. 리우데자네
이루시의 시장으로 오랜 기간 재임한 에두아르도 파에스(Eduardo Paes,
2009~2016년 재임)가 리우의 도시 성장 전략으로 글로벌 도시 전략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파에스는 다국적 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유치했으며, 이는 도시 공간을
국내외 민간투자의 대상으로 변모시켜 도시 공간의 신자유주의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서지현 2021c). 글로벌 도시 전략에 따른 도시 공간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국내외 시민단체들의 높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Kim 2018).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도시 공간의 자본화 혹은 신자유주의화 경향은
중남미의 다른 도시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파나마는 중남미 교통과
교역의 요충지로 1914년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의 개통
이후 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지형은 운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운하가 지나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수도 파나마시티는
파나마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종주도시이다. 파나마시티는 독립 이후 파나마의 경제활동이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면서 사회·공간적으로 이중적인 도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파나마에서도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화되고,
1999년 파나마 운하의 운항권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미군 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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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와 함께 민간 자본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었다(Spalding 2017, 546).
특히 2000년대 초부터 파나마는 부동산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이상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친화적인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다(Spalding 2017,
549). 기본적으로 파나마의 주택 공급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또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Espino and
Gordon 2015, 2). 저소득층과 관련된 주택 공급 정책을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붐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은 중산층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시장을 형성하게 된 반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부동산 붐과 함께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난
저소득층의 무분별한 자가 주택 건설과 토지 점유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서비스(교육 및 보건 서비스 등) 및 인프라
시설(대중교통, 상하수도 시설 등) 공급도 함께 부족한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파나마시티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붐과 도시
공간의 자본화로 인해 도시·사회 공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의 국토 및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
개발은 시기별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맥락에서
중남미의 국토 및 도시 개발은 어떠한 국제적 담론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맥락에서 중남미의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위상에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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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 가능한 국토도시개발과
중남미 국제개발협력

1.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중남미
국토도시개발의 특징
1)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1세기를 규정하는
주류화된 개발 패러다임으로 20세기 동안 남북 대륙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히 남반구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에 주력해 온 개발
프로젝트를 비판, 성찰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발전 패러다임이다. 아래의 [표 1-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에너지
위기, 인구 위기, 자원 위기, 환경 위기 등 전 지구적으로 부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20년 후인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그동안의 개발주의가 유발한
중층적 문제에 대응하고 남북 간의 개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경제성장·사회정의·환경보전이라는 발전의 3개 축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를 통해
마침내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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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 구체화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발전
문제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표 1-2

주요 국제 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형성

배경

결과

에너지 위기, 인구 위기, 자원
위기, 환경 위기 등 전 지구적
문제의 부상
UNCHE에서 남북 문제가
제기된 이후 환경문제는
발전과 연관된 문제로
논의되는 전환점을 맞이함
리우 선언 이후 의제 21과
관련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

리우 선언과 어젠다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산림 원칙 등 채택,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설립

201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Rio+20)

의제 21과 관련된 2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

2015년 이후 글로벌 개발
체제에 대한 합의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만료될 것을 앞두고 MDGs
이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파리기후변화협약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Rio+10)

스톡홀름 선언
UNEP의 설립

자료: 저자 작성.

2) 지 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개발의 특징: 환경, 문화, 공동체 친화적
국토개발
이상에서 살펴본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맥락에서
드러난 국토개발의 특징은 환경·문화·공동체 친화적 국토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이 단순히 국토 공간의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하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문화적·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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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경합을 함께 고려하는 발전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국토개발의 특징은 관련 국제 규범의
변화, 이와 관련된 국내 법규의 형성,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가진
이해당사자 간의 경합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표 1-3]을 참고할 수 있다.

표 1-3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개발의 특징

기후변화 레짐의 변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예) 기후변화협약
예) 생물다양성 레짐의 변화
예)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적
국토개발

세계문화유산 보존

공동체
친화적
국토개발

지역 주민 및 공동체
참여 강조

예) 유네스코

국토 공간의 다양한 가치
경합을 고려한 개발 지향

▶

↓
통합적 국토 계획의
중요성 강조

예) ILO 협약 169

자료: 저자 작성.

국가 중심 개발 패러다임과 글로벌화 개발 패러다임하에서 국토 공간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토 내 천연자원이나 토지 생산을 위한 개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개발은 공간·사회적으로 불균등한
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태·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국토
공간은 물론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사회 집단이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생계나 공동체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20세기
후반 그동안의 경제성장 중심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생태·문화·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내외 시민사회 집단 혹은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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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큰 힘을 얻게 되었다.
[표 1-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20세기 후반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하에서 국토 공간은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이라는 목표와
함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토 공간을 대상으로 한 가치 경합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 중 한
곳으로 아마존 지역이 있다. 아마존은 20세기 중반 국가 통합의 대상이자
국가 근대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개발의 주요 대상 공간으로,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펼쳤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아마존은 그곳에 존재하는
목재, 광물, 농산물, 육류 등의 자원 개발 가능성으로 국내외 민간 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세계경제에 재통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 공간은 1980년대 외채 위기 이후 중남미의 거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된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자원 생산과 교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마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 무토지 농민과 같은 사회 집단의
생계와 삶의 방식은 개발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중요한 생태 공간인 아마존에
대한 국내외 환경활동가 및 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여 아마존은 다양한
가치와 권력관계가 경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서지현 2021a).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 형태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의 중요성이 국내외 사회에서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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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개발의 전환과 특징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도시개발의 특징은 유엔 해비타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표 1-4] 참고)3). 1970년대 이전에는
국내외 기관들이 발전 전략의 주안점을 농촌에 두었다(Van Lindert 2016,
253).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기조가 점차 변화하게 되었는데,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정주회의는 당시 도시화에 따른
도시·사회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도시 및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전환점을 마련했다. 1976년 회의의 후속 조치로 1978년
인간정주센터가 설립되었다. 도시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등 인권 및 사회
갈등이 고조된 맥락에서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 제공”을 핵심 의제를 다루고,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하며 도시개발에서 지방정부 및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 1992년 리우 지구환경회의 개최
이후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주류화된 맥락에서 계속된 경제·사회·환경의
불평등 심화와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의 지구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해비타트 III 회의는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고 통합적·연계적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며, 지방자치 분권 및
시민참여 구조의 강화를 강조했다.

3) 본 단락의 내용은 서지현(2021c, 8-9)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43

제1부 중남미 국토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특징

표 1-4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개발의 특징

구분

배경

의제 및 시사점

해비타트 I
(1976)

도시화에 따른 도시빈민,
환경문제

도시 및 주거 문제 인식 제고,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주거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 마련

해비타트 II
(1996)

도시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등 인권 및 사회 갈등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 제공,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보장,
지방정부 및 시민참여의 중요성 인식
제고

해비타트 III
(2016)

경제·사회·환경 불평등
심화 및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 지구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요구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채택, 통합적·연계적 도시계획의 중요성
부각, 지방자치 분권 강조, 시민참여
구조 강화

자료: 이유경 외 2018, p.96.

특히 지속가 능발전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해비타 트 III는 그동안
개발 대상이자 개발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관리해야 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를 이해하던 맥락을 넘어 도시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보고, 도시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발전의 형태는 인프라 건설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도시 재개발(re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포용적 도시(inclusive city),
압축도시(compact city), 스마트 도시(smart city)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아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맥락에서 중남미의 지속
가능한 국토 및 도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4

제4장 지속 가능한 국토도시개발과 중남미 국제개발협력

2. 중남미의 지속 가능한 국토도시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1) 국제개발협력과 중남미 국토개발
국제개발협력은 국가나 비정부기구(NGOs) 또는 지방정부 기관이 공동의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국과 함께 진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국제협력의 다양한 형식을 명확하게 요약 제시한 소카스와
오우르카데(Socas and Hourcade 2009)의 내용을 [표 1-5]로 정리했다.
표 1-5

개입 행위자에 따른 국제협력의 유형
수직(북-남)

중앙집권
국제협력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

한 국가-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NGO
등과 타 국가의
다른 행위자들
과 함께(행위자
들 중 한 나라의)
국내적·국제적인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탈중앙
수행

지방 공공조직
및 민간 비영리
단체를 통해 수행

양자

공여국: 선진국
수원국: 개발도상국

두 국가-정부 사이에
수행

수평(남-남)
공여국과 수원국:
개발도상국

삼각
두 국가-정부가
제3국가와 협력하기
위해 연합
다자
공여국: 국제기구
직접
공적/공공
지방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지원
간접
행위자들 사이의 직접
관계 구축 없이 실행

비공식
민간 비영리단체를
통해 수행
자료: Socas and Hourcade 200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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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America(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남미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아이티를 제외하고 중저소득국과
중상위소득국으로 간주되어 매우 높은 수준의 불평등과 심각한 제도적
취약성, 환경문제와 사회적 불공정이 존재함에도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우선순위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남미 지역의 주요 공여국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56%), 미국(21%),
스페인(12%), 영국(8%), 프랑스(7%), 독일(7%), 일본(7%). (RedAmerica
2016, 6). 유럽 국가들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이 중남미
지역 국가의 안정과 제도적 강화(인권 수호, 사회권 확대 및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발전)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국제개발협력은 저소득국가와 중하위소득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빈곤
감축, 범죄 및 마약 밀매 소탕과 긴급구호 지원으로 방향이 굳어졌다.
페레즈(Pérez 2017)는 21세기의 국제협력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공여국에서
지원한 자원을 통해 원조의 질(quality)과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 어젠다2030의 공약 이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선 외부 재원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개발 지원(TOSSD)’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다(ECLAC 201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은 금융 지원 기구, 양허성
정도 및 양자·다자 형식과 관계없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공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재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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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개발지원(TOSSD) 재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i)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 A A A, Addis Ababa Action
Agenda)의 합의사항 이행 및 향후 논의될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전략 지지, ii)
국제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협정으로 이루어진 표준·원칙·규정 준수,
iii)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원조와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ECLAC 2018, 19).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18)는 국제협력 방향이 바뀐
또 다른 요인으로 2008~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들고 있다.
그림 1-4 중남미 지역 주요 수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평균 비교(2012년, 2016년)
2016년

2016년

아이티
9.5
콜롬비아
10.9

25.0

9.8

외부(2016)
33.3

10.2
브라질
6.0
9.8
6.2

2012년
6.7
23.7

3.3

베네수엘라

6.8
7.2

5.6
3.4 4.5 5.3

멕시코
3.6

쿠바
2.4 2.8

3.8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페루

자료: ECLAC 201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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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그림에서 단순 비율 증가로 보자면, 멕시코와 쿠바를 제외하고는
2012년에 비해 2016년 중남미 지역의 순 공적자금지원(ODA)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전, 재원 조달, 공동의 번영 의제 수립 등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과
같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식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내 국가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중남미 지역의 국제개발협력 노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어젠다(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토개발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많은
연관성이 있음은 대략적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일반적 방식이며,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차원적
수준은 생략하고 있으며,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심도 있는
분석 없이 국가 차원의 거시 경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위기의 문제는 국제협력의 진전과 활동에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도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 모델의 변화와 특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 국제개발협력 모델의 변화와 특징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해 온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모델 역시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표 1-6] 참조). 국제개발협력 모델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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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주체에 따른 개발협력의 특성에 따라 대략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45~1970년대 국가 주도 개발 패러다임 시기로, 이 시기
개발의 목표는 국제 노동 분업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중남미 국가들이
대공황 이후 겪게 된 경제적 타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산업 발전 혹은 ‘불평등 교환’을 극복하기 위한 신국제무역 질서의
수립이었다. 이러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로 각국의 개발청, 양자
원조기관, 다자 원조기관이 개발 계획, 개발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관계는 1960년대 이전 주로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북반구 국가들의 자선이나 원조 혹은 일부 북반구 시민단체들이 재정을
지원하는 자선 개념을 넘어 국제 수준의 개발협력으로 발전했다. 특히
남반구 국가들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G77 국가를 중심으로
“원조가 아닌 무역” 이라는 슬로건 아래 불공정한 국제무역 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맥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 국가들이 탈식민화된 남반구 국가들과의 개발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기술 혹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국제 정치·경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석유
파동을 계기로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에 내재한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제1세계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겪게 되고, 국가
주도 발전 패러다임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시기 중남미 국가들도
전후 시기 국내외 개발 기관들의 주도하에 추진한 산업화 혹은 근대화 정책이
기대했던 경제적 성과를 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동시에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국제사회는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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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둔 국가들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과도시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각종 도시·사회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도시개발이
이분화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또한, 산업화 발전 전략에 따른 친산업 정책은
구조적 근대화 과정을 겪지 못한 중남미의 농촌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USAID를 비롯한 양자 혹은 다자간 기구의 지원과 더불어
농촌사회 역시 근대화를 추진하였으나, 토지개혁 실패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한계로 20세기 중반 농촌사회는 대규모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거나
조직화를 통한 저항 정치에 연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2년 멕시코의 모라토리엄 이후 중남미 국가들에
확산된 외채 위기는 기존의 국가 중심 개발에서 시장 중심의 글로벌화된
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두 번째 개발
패러다임 시기인 1980~1990년대 동안의 개발 목표는 외채 위기 이후 중남미
각국이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세계경제로 재진입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전
시기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세기 후반 이후의
개발 주체는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구, 국제개발기구, 비정부기구(NGOs),
각국 개발청,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국가를 넘나드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중남미 각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정치 변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활성화라는 정치적 기회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맥락에서 196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가시화되고 공론화되기 시작한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과 같은 전 지구적 과제의 부상에 따른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 배경도 있다. 이 시기 국제개발협력은 1980년대 전반적으로 원조액이
감소하는 경향과 함께 조건부 차관 형태의 원조가 강조되었다. 또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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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개발 모델로 전환함과 아울러 원조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이
시기 원조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1990년대 개발 NGOs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 개발협력을 위해 시장의 민간 행위자들이나 개발 NGOs의
활동을 통해 개발협력 대상의 역량 강화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강조되었다. 아래에서는 21세기 국제개발협력 모델의 변화와 그 특징을
포스트 개발론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21세기 개발협력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표 1-6

국제개발협력 모델의 변화와 특징

구분

1945~1970년대

1980~1990년대

21세기

개발 목표

특히 1960~1970년대
구조주의자들의
지적과 같이 ‘불평등
교환’에 기반한 무역
구조의 극복과
산업화 발전

외채 위기 이후 거시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경제 세계화
(무역 자유화, 투자
활성화 등)

발전의 다각적
측면이 강조되고
발전의 이해 당사자
참여와 역량 강화
(empowerment) 강조

개발 주체

각국 개발청,
양자 및 다자
원조기관

개발협력의 특성

해외 원조에서 국제
수준의 개발협력으로
(1970년대 원조
피로에 따른 원조
효율성 강조)

다국적기업, 국제금융기구, 국제개발기구,
NGOs, 각국 개발청, 지방정부 등

전 지구적
과제의 부상과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증가

국제적인 어젠다와
국제개발협력
(MDGs and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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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45~1970년대

1980~1990년대

21세기

1970년대 세계
각국 개발청이
자본주의의 위기와
주도하는 양자 원조의
함께, 1980년대
팽창,
전반적으로 원조액
주로 기술 원조와 예산
감소,
지원 강조,
1980년대 조건부
범분야적 주제 강조
국제개발기구와
차관 형태의 원조 강조,
개발협력의 특성
총체적 접근과 개발
다자간 원조
시장 중심의 개발과
효과성 고려의 필요성
(특히 세계은행,
원조 효율성 강조
국제통화기금 등이
1990년대 시장이나
농업 개발, 빈곤 감축
NGOs를 통한
등의 사회 개발 분야에
개발에서 참여적
투자)
접근과 역량 강화 강조
개발 NGOs의 부상
자료: 저자 작성.

3) 21세기 개발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개발협력: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포스트 개발론은 개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개발 담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며, 개발을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이용균 2015, 138). 이와 같은 포스트 개발론의 부상
배경에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과가 많은
생태·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의 저항에 봉착하였고,
지역문화와 환경을 파괴하는 유럽 중심적인 개념에 대한 반발과 성찰의
분위기”가 존재한다(박민철 2018, 43).
포스트 개발론의 핵심 주장은 개발이 많은 개발도상국가와 국민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이지만, “성장, 진보,
그리고 도구적 합리성을 포함하는 개발의 핵심적 가정에 대해 급진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서구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한 보편적 경험을 일반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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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제3세계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것”이 포스트
개발론자들의 핵심 주장이다(박민철 2018, 43). 이러한 포스트 개발론의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을 맥락화하여 접근해야 한다. “반드시 서구
중심의 개발을 부정하기보다는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만큼 다양한 개발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Ziai 2004; 연경심 2020, 323에서 재인용).
이는 “공여국과 협력국이 동등한 관계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교환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며, “정형화된 형태의 개발을 거부하고,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현지어로 표현되는 비정형화된 모형과
기능”을 강조한다(연경심 2020, 323). 요약하면, 포스트 개발론의 관점에서
개발협력은 “공권력, 엘리트, 기타 전문가들보다는 개발의 수혜자들,
참여자들, 사회적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과 범위에서 결정”되어, 그 개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Ferguson 1994, 50; 연경심 2020,
324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은 원조 혹은 원조 효과성을 강조하던 그동안의 국제 개발협력의
한계를 넘어 개발 효과성을 강조하는 21세기 국제개발협력 모델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여국 관점의 개발협력을 넘어 개발의 범주, 개발의
효과를 개발협력국 관점에서 광범위하고 통합적으로 정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국토개발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국토
혹은 도시를 경제발전의 대상 공간으로 보고 개발 계획의 합리성, 전문가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공간에 사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주체들의 가치 관계,
권력 관계를 고려한 발전 개념으로 접근해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제2부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국토 및
도시개발 사례 분석을 통해 국제 국토개발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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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라질:
상파울루시 주거빈곤층 사회통합 정책 사례

1. 브라질 국가 개관
그림 2-1 브라질 지도

그림 2-2 브라질 지리적 특징

자료: World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브라질은 연방국가로 국토 면적은 약 851만 ㎢이고, 인구수는 약 2.1억 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고, 6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21%, 남아메리카 대륙의 47.7%를 차지하고, 남아메리카 인구의 50%가
브라질에 거주한다. 브라질에는 총 26개 주와 1개의 연방구(수도 브라질리아
위치)를 포함해 5,570개의 도시가 있다(UN-Habitat and Colab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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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대서양과 접해 있고 그 외 지역은 남미의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10개 남미 국가 모두와 국경을 접한다. 브라질
경제는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농업·항공업·건설업·천연자원·화학
등 다각화된 산업 분야 를 바탕 으로 경제가 성장하였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은 구매력 평가(PPP)를 고려할 때 2020년 기준으로 약 3조
달러이며 1인당 GDP는 1만 5,643달러이다.
정치적으로 브라질은 4년 임기제의 대통령제 기반 연방공화국이며, 정부
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와 시정부가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가장 상위의
법·규정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정부 및 시정부가 정책을
수립한다. 연방국가 체제하에서 주정부와 시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각
정부 단위로 정책이 파편화되어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브라질은 대표적인 다인종 국가로 백인, 흑인, 황인, 혼혈, 원주민의 5개
인종이 국민을 구성한다.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53.4로, 콜롬비아가 51.3,
멕시코 45.4, 칠레 44.4인 것과 비교하여 브라질은 높은 수준의 사회불평등
지수를 보인다(UN-Habitat and Colab 2019).

2. 브라질 국토개발의 역사와 특징
1) 브라질의 경제성장과 불균형한 국토 발전
브라질의 경우 16세기 포르투갈 식민 시기부터 20세기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재원이 집중되며 지역경제의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된 국토개발 양상을 보인다. 16세기 북동부에 위치한
살바도르(Salvador)가 식민지 수도일 당시 북동부 지역이 국가경제의 핵심
원동력이었으나, 17~18세기 설탕과 금이 주요 산업 자원으로 부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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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상파울루(São Paulo) 등이 위치한
브라질 남동부 지역이 경제발전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이후 남동부 지역은
커피의 최대 생산지로서 노예제 폐지에 따른 임금노동자의 증가와 농촌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인구가 집중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도시화가 급속히 이뤄지게 되었다. 북동부, 북부, 중동부 등의 다른 지역들은
점차 쇠퇴하였으나 1920년대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서 산업화(이 지역
산업 생산량은 전체의 약 65.9% 차지)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은 급격하게
발전한다. 20세기 중반 브라질 군부독재 시기 정부는 에너지·물류·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를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남동부 지역이 정부 산업화 정책과 인프라 개발 정책의 주요 수혜
지역이 되며, 1970년대 남동부는 전체 산업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Lima 2020).
브라질 연방정부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발전이 근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며, 1960년대부터 일부 낙후된 지역에 개발 관리·감독 기관을 설립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시도하였다. 195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북동부는 건조한
사막기후와 가뭄의 기후적 요인과 함께 낮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1차산업
비율이 높고 원자재 위주의 수출산업 등으로 인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낙후 지역의 저개발 문제가 국가 산업화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한 브라질 정부는 북동부개발위원회
(Working Group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ast)를 조직하였고,
1959년 북동부개발관리청(Superintendency for Development of
the Northest: SUDENE)을 출범하였다. SUDENE는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다년도 공공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1966년
아마존개발관리청(Superintendency for the Develop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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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UDAM), 1967년 동서부개발관리청(Superintendenc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entre-West: SUDECO) 및 마나우스자유구역(Free
Zone of Manaus: SUFRAMA) 설립의 토대가 되었다. 브라질 정부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도들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화 전략에 대한
보상적 조치로서 세제 혜택, 보조금·융자 및 공공투자 지원 등을 통해 낙후
지역의 경제를 부흥하고자 했다(Lima 2020; Alves et al. 2014).
표 2-1

브라질 지역·도시별 사회·경제 및 인프라 수준 비교

자료: OECD 2013,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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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브라질 정부가 국토 전반에 걸친 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중남미 전체에 덮친 저성장 기조, 경제침체, 높은
인플레이션, 채무불이행 등 불안정한 시대에 경제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브라질은 불균형한 지역발전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여기며, 지역균형개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의 근대화와 혁신을 시도하였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국가통합부(Ministry for National Integration:
MIN)를 수립하여 기존의 여러 지역개발청을 MIN 산하에 두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국토개발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2003년 연방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성장 모델을 지향하는 최초의 ‘지역발전정책’(National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PNDR)을 마련하였으며, 1차 PNDR이 제도적으로
공식 승인된 것은 2007년이다(연방법령 제6047호, 2007년 2월 22일). 1차
PNDR은 최초의 연방 차원 지역발전정책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북부,
북동부, 동서부 지역)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주요 정책 목표로 두었다. 1차
PNDR의 주요 특징은 연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이면서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지자체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전략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PNDR은 국토 전체를 각 도시의 GDP
변화(1991/2001)와 소득수준에 따라 총 4개(고소득, 성장, 정체, 저소득)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원 투자의 우선순위 지역 및 도시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였다(OECD 2013; Lima 2020; Alves et al. 2014).
1차 PNDR을 통해 국가통합부(MIN)는 4개의 지역통합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지속 가능한 광역 발전 프로그램’(Promotion of the
Sustainability of Subregional Areas: PROMESO)은 광역(meso-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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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지역통합 발전 프로그램으로 광역 지역을 선정하여 산업 및 비즈니스
발전을 지원하였다. ‘반건조지역 지속 가능한 통합 발전 프로그램’(SemiArid Sustainable and Integrated Development: CONVIVER)은 가뭄이
잦은 반건조 기후 지역의 만성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지역발전 프로그램이다. ‘국경지대 사회발전 프로그램’(Social
Development of the Border Strip: PDFF)은 브라질과 남미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는 지역(대상 지역: 11개 주, 588개 도시)의 사회 및 산업
인프라에 투자하여 국가 간 협동을 통해 국경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지역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통합발전지역 개발
프로그램’(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evelopment Regions:
RIDEs)을 통해서는 연방구(Federal Destrict)와 주변 지역(Juazeiro-Bahia,
Petrolina-Pernambuco, Grande Teresina-Piauí) 간의 통합적 정부 정책
이행 모델을 수립하였다(OECD 2013).
1차 PNDR은 2015년 국토개발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유형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서 PNDR 수정 제안서가 연방법령
제9810호(2019년 5월 30일)에 따라 제도적으로 승인되었으나 아직 브라질
연방상원의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2020년도 인구조사 데이터를
반영하는 등 정책 데이터를 현대화하기 위해 정비하고 있다. 수정된 PNDR은
각 도시의 3년마다의 GDP 변화 수준(2002/2004, 2012/2014), 소득수준,
성장 역동성에 따라서 지역 유형을 분류하였다(OECD 2013; Lim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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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브라질 1차 및 수정 지역발전정책(PNDR)의 지역 유형 분류체계 비교
1차 PNDR(2007)

•지역·도시별 GDP 변화(1991/2001)와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
•분류: 총 4개 유형(고소득, 성장, 정체,
저소득)

수정 PNDR(2019)

•지역·도시별 GDP 변화(2002/2004,
2012/2014)와 지역 성장 역동성에 따라
분류
•분류: 총 9개 유형(고소득-고성장,
고소득-저성장, 고소득-중성장, 저소득고성장, 저소득-저성장, 저소득-중성장,
중소득-고성장, 중소득-저성장, 중소득중성장)

자료: BRAZIL, MIN, SDR, IICA 2004; BRASIL, MIN, SDR 2017. Lima(2020) 재인용.

2019년의 수정 PNDR은 저성장, 낙후 지역인 북부·북동부·중서부 지역
외의 다른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지역발전기금’(National Fund for Regional Development, FNDR)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의 PNDR의 공공재정 투입이 북부·북동부·중서부에
치중된 것을 개선하고, 수정된 지역 유형 중 저소득-중/저성장 지역에도
재원 접근성을 향상하여 전국에 균등한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정 PNDR에서는 지역발전정책에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지식센터(Regional Intelligence Center)와 지역발전정보체계(National
Information Sytem for Regional Development)를 수립했다(Lim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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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구분

국가
발전
전략

세부
구분

브라질 지역발전정책 변천(1950~현재)

1950~70년대

1980~90년대

2000~2010

2011~현재

우선
순위

산업화

거시 경제, 인플
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국가 개입
최소화

사회통합 성장

사회통합 성장
강화

주요
경제
성장
모델

내수산업 육성,
수입대체산업화

해외 직접투자
유치, 수출 주도
성장

혼합모델: 내수 및 혼합모델: 내수 및
수출 주도 성장
수출 주도 성장

지역발전 프로
지역 이슈 재점화:
제한적 지역개발
단계 그램 제도 및 계획
1단계 지역발전
프로그램
형성
정책(PNDR)(2007)
지역 격차 해소
위한 보상정책
(낙후지역 산업
시설 유치 위한
세제·신용 혜택)

전 지역의 사회
내생적 성장
사회통합 및 산업
통합 및 산업 발전
잠재력의 역동화 발전 위기(낙후)
위한 차별화된
(dynamisation)
지역 중심 정책
정책 지향

-지역발전제도
제도
형성, 북동부개
정비
발관리청 설립
(1958)

- 1999: 국가통합 - 2003: MIN 산 - MIN은 대통령제
하 지역개발청
부(MIN) 설립
와 연계한 범부
재설립, 기획예
- 2001: 지역발전 산운영부 지역발 처 기구 설립 제
안
청 해체
전 이슈 재조명

주요
목표

지역
발전
정책

2단계(수정)
PNDR(2019):
지역통합 발전
제안

- 지역발전헌법
- 1988: 지역발전 기금(FCO, FNE,
FNO) 및 연방정 - 국가지역발전기
헌법기금(FCO,
금(FNDR) 제안,
부 예산
FNE, FNO) 설
심해유전(deep재원 - 전략 분야 국유
립, 제한적 기업 - 경제성장촉진
see oil) 개발 로
조달
기업
활동 지원 프로
프로그램(PAC)
열티 지역발전
그램 및 지속가
인프라 집중 투
재원으로 활용
능환경 프로그램 자, 사회 프로그
제안
운영
램 운영(Bolsa
Família, MCMV)
자료: OECD 2013, p.93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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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질 국토개발의 주요 이슈
1) 도시화와 무허가 주거지 ‘파벨라(favela)’ 팽창
브라질의 도시인구 비중은 1960년 이미 46.1%였고, 1999년에 도시인구가
전체 인구의 80%를 넘기며 매우 빠른 속도의 도시화 수준을 보였다. 중남미
전체 지역의 평균 도시인구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중남미 지역은 2016년
80%를 초과한 것에 견주어 브라질은 1999년에 이미 그 수치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도시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World Bank Data4)).
브라질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산업 발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기존의 주요 도시들이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브라질도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추진했다.
이 시기에 교통, 통신 등의 주요 기간산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수산업 성장과 국가 주도의 인프라 개발 정책은
도시성장과 도시인구 증가를 촉진했다.
브라질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에 따른 산업 발전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을 추동했다. 특히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에 커피 플랜테이션(대농장)
지역 및 산업화와 수출입 항구로 발전한 브라질 남동부의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는 1930~1980년대에 사회·경제·정치의 주요 무대이자
도시화의 중심지였다. 경제성장이 활발한 도시로 이주 인구가 집중되면서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는 주변 지역의 인구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Ignazzi C. Antonio 2015).
4) World Bank Data. Urban Population (% of total populatio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URB.TOTL.IN.ZS?locations=BR (2021년 7월 2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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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브라질 역시 수입대체산업화에 기반한 산업 발전의 내재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1980년대 외채 위기로 심각한 경제침체와 산업화의 쇠퇴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 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의 실업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도시빈민을 대거 양산하였다. 1980년대 대도시에 대규모의
불법 판자촌이 심각한 수준으로 팽창하며, 지금까지도 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의 무허가 주거지는 포르투갈어로 ‘파벨라(favela)’라고 통칭하며,
건축 형태와 생성 원인, 위치 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브라질은
전체 도시인구의 22.3%가 파벨라에 거주하며 절대적 수치로는 약 4,500만
명이 거주한다(World Bank Data). 이는 우리나라 인구수 약 5,000만 명에
약간 덜 미치는 수준이고, 베네수엘라·페루·볼리비아의 각 도시인구보다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에는 약 5,600개의 도시에 325개의 파벨라가
존재하며,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등의 주요 대도시의 도심과 도시
외곽 지역에 대규모 파벨라가 분포해 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시의 파벨라
인구는 브라질 전체 파벨라 인구의 12.2%에 달하는 수준이며, 리우시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IBGE 2010; IBGE 2012).
브라질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 및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야기한 도시빈민 확산과 무허가 주거지 팽창은 대도시의 높은 지가 및
부동산 가격과 낮은 임금 수준 및 적절한 공공정책의 부재에 기인하여 더욱
고착화되었으며, 주택 공급과 수요 조절 정책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브라질의 무허가 주거지 팽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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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Price Income Ratio: PIR)은 18.72이고, 도심 지역의 PIR은 26.57로
높은 수준이다. 브라질의 최저 월 소득은 207달러이나 평균 임대료는 약
1,578달러이다. 최저임금 기준 저소득층의 평균임금이 20만 원 내외인데 주택
임대료가 100만 원 정도인 것은 저소득층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합법적
주택시장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김은화 외 2021).
브라질 연방정부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주택 공급 프로그램 ‘My
Home My Life’(Minha Vida Minha Casa: MCMV)를 시행하여, 대규모
주택 건설을 통해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2009년 브라질 룰라 정부 시기에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브라질 연방정부의 유일한 주택정책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MCMV의
주요 정책수단은 수요자에게 주택 보조금 및 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자(개발자)에게 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MCMV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총 550만 호의 주택을 계약하였고(Globo
2019), 상당수의 저소득가구, 특히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하위 소득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MCMV는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주택 건설을 통해 ‘자가’ 비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주택 보조금 및 대출제도 이용에
제한이 있는 최저소득층이 정책을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MCMV 수혜
가구 중 2018년 기준 36.9%의 가구가 주택 대출이자를 체납하며 채무불이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Globo 2019). 가장 심각한 문제는 MCMV의
넓은 필지 확보를 위해 도시 외곽에 주로 건설하다 보니, 저소득층 대부분이
도심에서 일하고 있어 충분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MCMV에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도심 파벨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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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공정한 토지 분배 구조와 ‘무토지농민운동(MS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의 불균형한 국토발전 구조는 지역-지역,
도시-도시 간의 격차 및 농촌-도시 간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내에서도 오랜 역사에 걸쳐 매우 소수의 대농장 소유주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브라질 농촌의 대토지 소유주
‘라티푼지아(latifúndia)’는 전체 농민의 1.6%에 불과하나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1억 5,300만 헥타르로 전체 농지 면적의 53.2%에 해당한다. 이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하다. 반면에
소농(10헥타르 미만)은 전체 농민의 30.4%이지만 전체 농지의 1.5%만을
소유한다(김영석 2004). 이러한 농촌 지역의 비효율적인 농지 소유 구조에서
브라질은 토지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토지정책이 소수 대토지
소유주에게 독점적 토지 소유권이 주어지는 농촌 개발 모델을 양산하며,
농촌 지역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대토지 소유제는 오랜 식민 시대의 유산으로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존재한다. 브라질의 경우, 토지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토지 농민이
500만 명에 달하였고, 1970~199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 시기에 약 3,000만
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해 파벨라를 형성하며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김영석 2004). 결과적으로 농촌의 불균형한 토지 소유 구조는
소수의 농장주를 제외한 자영농, 무토지 농민 등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을 유발하였고, 도시로 이주한 농촌인구 대부분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50~1960년대 브라질 정부는 국가발전주의 기조에 초점을 두고,
농지개혁이 빠른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1964년 군사정권
카스텔로 브랑코(Castelo Branco)가 토지개혁법(법률 제4504호,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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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을 제정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생산방식의 자본주의화를
통한 생산력 증대가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토지 재분배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김영석 2004). 이후 1970년에 브라질 토지개혁 식민화 기구
(National Institute for Colonisation and Agrarian Reform: INCRA)가
설립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토지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현재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INCRA는 대규모의 유휴 농토나 소유주와 노동자
간 분쟁이 있는 토지, 환경 파괴 위험이 있는 토지를 정부가 수용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재분배하여 농촌 빈곤 가구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Souza 2010; FAO 2003; 김영석 2004).
이와 더불어 ‘북부·북동부 지역 토지 재분배 프로그램’(Programme for
Land Redistribution and Stimuli to Agro-industry in the North and
Northeast: PROTERRA)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토지 재분배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Souza
2010).
브라질 정부가 1950~1970년대 군사정권하에 시도한 토지개혁은
자본주의적 수출 위주의 농업 생산력 증대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토지
재분배보다는 오히려 소수 대토지 소유주에게 독점권이 집중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개혁 시도는 소농, 자영농, 무토지 농민들이
토지 소유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찾기 위한 사회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농촌 근로자들은 ‘농촌근로자전국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Agricultural Workers: CONTAG)을 설립하였으며,
‘무토지농촌노동자운동’(Rural Landless Workers Movement: MST)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농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MST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사회운동으로 브라질 정부의 하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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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을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Souza 2010; 김영석
2004).
MST는 1950년대 토지개혁법으로 아마존강 유역 지구 자본가들이 토지
소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농들은 자신들이 개간한 농토에서 쫓겨나거나,
댐 건설 등의 인프라 건설로 인해 농토를 잃은 남부 소농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MST 이전에 ‘토지 문제에 관한 사제단(CPT)’(1975)이
결성되었으며 CPT가 MST를 지원하며 브라질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농민운동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MST는 남부의 유휴지를
점거하여 정착촌을 설립한 후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쟁취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35만 농가의 150만 명 이상이
3,700만 헥타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MST는 브라질 23개 주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며 약 400개 농업협동조합에 1만 1,17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서비스·유통·신용 등의 여러 조합과 농산물 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김영석 2004).
MST 확대와 함께 정부는 좀 더 포괄적인 ‘농업개혁계획’(National Agrarian
Reform Plan: PNRA)을 수립하여, 유휴지로 남아 있는 대토지 소유주의
농토를 수용하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여, 무토지 농민 140만 가구의 재정착을
5년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토지 소유주 중심의 이익단체들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결과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후 1988년 헌법개정을 통해
INCRA가 사회적 기능 및 생산 기능을 하지 않는 대규모 유휴 농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Souza 2010; 김영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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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정착 가구

1995~2001년 토지개혁 정착 가구 규모
전체 면적

가구당 비용(R$)

헥타르당 비용(R$)

1995

42,827

1,313.5

19,412.74

382.67

1996

61,674

4,451.9

16,385.04

343.21

1997

81,944

4,394.5

14,614.59

292.23

1998

101,094

2,540.6

10,116.34

287.49

1999

85,327

1,478.5

8,294.83

264.75

2000

108,986

3,861.3

9,094.91

256.70

2001

102,449

1,697.0

9,701.00

-

합계

584,301

18,737.3

-

-

자료: INCRA, FAO(2003) 인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1980년대의 토지개혁 흐 름 과 달리 1990년대 경제 중심 정책이
시행되며, 브라질 정부는 1997년 시장 기반(market-oriented) 토지개혁
정책을 도입하였다. ‘토지융자 프로그램’(Land Bill Programme,
PCT)은 INCRA의 토지수용 및 재분배 방식과 다르게 북동부 5개 주의
무토지 농민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융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토지은행(Land Bank)을 설립하고,
‘토지신용프로그램’(Property Credit and Struggle against Rural Poverty,
CFCP)을 창설하였다. INCRA의 정부 강제수용 및 재분배 방식은 크게
축소되었고, 토지은행과 CFCP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농민협동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매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다(Souza 2010; 김영석 2004).
이러한 시장 기반 토지정책은 정부가 장기 융자를 제공하며 토지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이점이 있지만 2000년대 초반 시장개방 정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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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 분야 보조금이 삭감되며, 농산품 지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토지 매입을 위해 정부 대출금을 이용한 무토지
농민들은 부채 증가를 겪고, 이는 다시 농촌 빈곤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또한, 토지소유주와 농민협동조합의 직접적 농지 매매 방식이
실제로는 토지소유주와 지방정부 간에 이뤄지며 토지가격 거품을 생성하는
등의 부패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장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분배한
토지가 특히 비옥도가 떨어지고 농산물 소비시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시장 기반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김영석 2004).

4. 브
 라질 사례 및 이슈 분석: 상파울루시 주거빈곤층
사회통합 정책 사례
상파울루시는 브라질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는 도시이자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또한 약 1,000만 명이 넘는 도시 슬럼 인구가 대도시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심각한 도시빈곤, 빈부격차 및 슬럼 문제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Bueno, F. and Sedeh, V 2011). 상파울루시는 오랜 역사에서 기인한
만성적 도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였으나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브라질 상파울로루시의 도시성장 과정에서 파생하였으나 현재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도시빈곤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질
국토·도시 부문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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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두로서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지역에서 도시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와 도전 과제를
상파울루시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1) 상파울루시 주거 불평등 현황
브라질 상파울루주는 상파울루시를 포함한 39개의 개별 도시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상파울루 대도시권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광역도시권으로
총 약 2,000만 명이 거주한다. 상파울루주의 주도인 상파울루시에는 약
1200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는 브라질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한다(Cities
Alliance 2008). 상파울루시는 브라질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국가경제의
뇌관을 담당하며, 1950~1980년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민들을 흡수하며
성장하였다. 1952년에 200만 명에 불과하던 도시인구는 1980년에 84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는 상파울루주 전체 인구의 53%가
상파울루시에 거주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2017년 기준 상파울루시 GDP는
1325억 달러로 브라질 전체 GDP의 20%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이러한 높은 인구수와 탄탄한 경제규모와 대조적으로 상파울루시 인구의
40%는 저소득층에 속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실업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인다. 저소득층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저소득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주택금융 등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주거 대안으로 불법 주택을 선택하며 불법 정착촌 또는 파벨라(favela)를
형성한다. 상파울루시의 슬럼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인구의
30%가 슬럼 지역에 거주하고, 이들 중 3분의 1이 빈곤층에 속한다(Cities
Alliance 2008; UN-Habitat and SEAD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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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상파울루시 대도시권

그림 2-4 상파울루시 대도시권 환경보호구역(붉은 선)

상파울루시

자료: Cities Alliance et al. 2009, p.19.

자료: Cities Alliance et al. 2009, p.17.

상파울루시의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파울루시 도시성장 과정과 그에 수반한 무허가 주거지의 형성 과정 및 위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파울루시는 브라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꾸준히 외연을 확장하고 하고 있으며, 주변 도시를 흡수하며 상파울루
대도시권을 형성하였다. 특히 195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제품 수출입
등이 중요해지며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산투스(Santos) 위주로 도시의
외연이 확장됐고, 물류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도 이러한 도시 확장과 함께
건설되었다. 그 당시 상파울루에 제조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이
계속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주변 도시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이주민을
흡수하였다.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의 이주민들은 불법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주거 대안이었다. 이주민 중 비숙련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은 도시화가 진행된 도시 중심부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공식 노동시장에 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택, 교통수단, 위생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지역이나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무허가 주거지를
형성했다. 이는 상파울루시의 외연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6년 상파울루주는 상하수도보호법(Satate Water Suppl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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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을 제정하고 식수로 활용 가능한 강줄기 주변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환경보호구역을 저소득 이주민과 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못한 비숙련 노동자들이 점령하게 되었다. 무허가 주거지 대부분이
위생시설이나 상하수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식수 공급이 용이한 강
주변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는 여러 방면에서 저소득층의 불안정한
생활을 더욱 악화시켰는데 특히 교육과 고용 문제가 심각했다(Cities
Alliance et al. 2009).

그림 2-5
1987년

상파울루시 파벨라 확산 비교(1987년, 1993년)
1993년

자료: Fix, M. et al. 2003, p.12.

1980년대 이후 상파울루시의 산업이 제조업에서 금융업과 지식·정보 분야로
성장 패턴이 전환되면서, 비숙련 노동자는 고용시장에 접근하기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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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져 점차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반면, 도심 지역은 점점 더 지식층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은 도시 집적으로부터 얻는 기초
인프라, 교통, 고용 등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도심 지역의 빈집을 무단 점령
하거나 쪽방촌(Cortiço)과 파벨라를 형성했다.

그림 2-6

상파울루시 인구성장 및 교육수준 지표

인구성장률(연)

미취학 수준(13~19세)

자료: Cities Alliance et al. 2009, p.21-23.

상파울루시는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주거지 대부분이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일부 도심 지역에 잔존하는 무허가 주거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및 중산층·상류층 주거지역 바로 근처에 주로 위치해 있다.
2) 상파울루시 주거 정책: 바이후 레가우(Bairro Legal) 프로그램
1990년대 말 상파울루시의 전체 인구 중 불안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1994년 6%에서 1998년 12%로 4년 사이 두 배 증가하였다.
이에 상파울루시 정부는 2001년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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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파편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정책을
통합하여 도시정비 및 토지소유권 양성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상파울루시
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이하 SEHAB5))는 국제기구인 Cities Alliance6)와
파트너십을 맺고 ‘Bairro Legal(Nice Neighborhood)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원조를 받았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시정부는 도시에서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고 불안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다(Cities Alliance 2019).

표 2-5

상파울루시 정부와 Cities Alliance의 Bairro Legal 기술원조 프로젝트 개요
항목

내용

프로젝트명

Bairro Legal 기술원조 프로젝트

파트너

Cities Alliance, 세계은행(World Bank), 상파울루시 정부
주택·도시개발부(SEHAB)

기간

2001~2004년(약 3년)

재원

USD 300,000(Cities Alliance 지원)

자료: Cities Alliance 2019.

Bairro Legal 프로그램(이하 Bairro Legal)은 기존의 불법 주거지 철거 및
주민 이주 정책과 다르게 불법 주거지로 정착된 곳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지역을 정비하고 개방하는 방식에 기반한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5) SEHAB은 상파울루시 정부 주택부인 Secretaria Municipal de Habitação의 약어이다. Bairro Legal 프로그램
시행 당시에는 주택부가 주택·도시개발부였다.
6) Cities Alliance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도시빈곤 해결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슬럼 업그레이드,
도시개발전략, 국가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고 기금을 운영한다. 각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
총 29개 기관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UNOPS(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가 기금을 지원 및
운영한다. https://www.citiesalliance.org/ (접속일: 2021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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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파벨라-바이후(Favela-Bairro)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모델을 수립한 브라질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Bairro Legal을 좀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Bairro Legal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 3년간 시행되었으며 Cities
Alliance에서 약 3억 5000만 원(USD 300,000)을 지원하였다. 도시에서
폭력·범죄율이 가장 높고 사회경제적 배제 수준이 높은 지역 위주로
프로그램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도시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외곽 지역에 위치한 Jardim Ângela, Brasilândia, Cidade Tiradentes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Cities Alliance 2019). Bairro Legal은 기존에 존재하던
정부 정책의 발전과 새로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
및 토지소유권 부여(양성화), 불법 정착촌 개발·정비 및 양성화, 상하수도
공급, 공공주택 부동산 소유권 부여, 사회특별지구(Special Zone of Social
Interest: ZEIS) 지정 등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토지소유권 양성화가 우선되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접근 방안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 불법 정착촌 주거민의
강제철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쟁 조정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1만 3,000가구의 철거를 방지하였다. 두 번째, 양성화 정책을 도입하여
국공유지를 점령한 160개 불법 정착촌에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고 양성화함에
따라 160개 파벨라의 약 4만 5,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세 번째, 2000년
4월 이전부터 존재한 대부분의 불법 토지 구획지를 양성화하였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이전에 공공주택에 거주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에 대한 특별 조건을
제시하여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약 2만 2,000가구가 주택 소유자가 되었다. 또한, 1987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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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계약을 이행한 저소득가구 중 부채 규모가 큰 5만 7,000가구의
빚을 탕감하였다(Cities Alliance 2019; UN-Habitat and SEADE 2010).
본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도시
전체에 포괄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잘 정비된 중형 규모의 주택은 도시 외곽에 공급하였으며,
소규모의 주택은 도심 지역 위주로 공급하였다. 상파울루시 도심 지역 불법
정착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Cortiço 정비사업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정착촌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기초 인프라 개선,
사회복지 서비스 모니터링과 신규 불법 정착촌 생성 방지 및 시정부의 토지
양성화 관련 법 제정·개정을 포괄하였다. 본 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Bairro Legal 프로그램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며 2004년까지
69개 불법 정착촌에서 총 4만 2,000가구가 정비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았다(UN-Habitat and SEADE 2010).

3) Bairro Legal 프로그램 주요 성과
Bairro Legal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SEHAB이 불법 정착촌과 토지이용
및 토지지구제에 대한 지리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했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계획을 구상할 때 주민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지역사회에 당면한
실질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해결 가능한 대책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youth outreach)이 구상되었으며,
주민들이 직접 지역개발 및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관심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주민과 시정부 간에 상호 신뢰하고
협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방 및 주정부, 법조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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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 등에서 포괄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시정부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참여자 간에 공동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Cities Alliance 2019).
상파울루 시정부는 특히 Bairro Legal 시행 시기인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으로 저소득층의 다양한 주거 불안
문제를 인지하고 공공부문의 개입을 다각화하였으며, 불법 정착촌의 토지
양성화 및 기초 인프라 개발, 신규 주택 공급, 불법 정착촌 개발 및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이행하였다. Bairro Legal 종료 시점인 2004년 수립된
시정부의 마스터플랜에서는 새로운 용도지구제인 ‘사회특별지구(Special
Zones of Social Interest)’(이하 ZEIS)를 확립하였다. ZEIS로 선정되면
사회주택(공공주택) 건설 용지가 필수적으로 할당되며, 불법 정착촌의 개발
및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 ZEIS가 도입된 이후 상파울루 대도시권의 불법
정착촌 지역 위주로 1만 4,000헥타르가 ZEIS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85%가
상파울루 외곽 지역에 위치한 불법 정착촌이며, 6%는 사회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지정된 유휴 부지이고, 5%는 도심의 Cortiço 지역, 3%는 사회주택
건설용지 주변의 환경보존지역이다(UN-Habitat and SEADE 2010; Cities
Alliance et al. 2009). ZEIS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개발의 법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규제가 우선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실제로 상파울루시 당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먼저 브라질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Locaçao
Social(Social lease)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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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긴급수당 Bolsa Aluguel(Rent allowance)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파벨라 지역사회의 교육
증진을 위해서 통합교육센터 Centros Educacionais Unificados(Unified
Educational Centres)를 건설하였다. 상파울루시 정부의 사회주택정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연방-주-시정부 각 정부 위계별 재원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계속 확대되어 2004년에는 1억 1500만 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6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UN-Habitat and SEADE
2010). Bairro Legal은 이렇듯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정책보다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며 그동안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
Bairro Legal은 리우데자네이루시의 슬럼 업그레이드 정책인 Favela-Bairro
프로그램(1994)의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개선된 정책 체계와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 및 시행되었다. Bairro Legal은 이전에 시행된 정책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접근하였고, 소규모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성공적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브라질의 국토발전은 20세기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재원이 집중되며 지역경제의 심각한 불균형과 양극화된 지역개발 양상을
보인다. 남동부 지역이 정부 산업화 정책과 인프라 개발 정책의 주요 수혜
지역이 되며, 1970년대 남동부는 전체 산업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심각한 지역 격차가 산업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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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 1960년대부터 일부 낙후된 지역을 개발 관리·감독하는 기관(SUDENE,
SUDAM, SUDECO 등)을 설립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시도하였다.
브라질 정부가 국토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중남미 전체에 덮친 저성장 기조,
경제침체, 높은 인플레이션, 채무불이행 등 불안정한 경제를 성장으로 견인할
새로운 발전 전략이 요구되었다. 브라질은 지역 불균형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여기며,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대화와 혁신을 시도하였다. 1999년 브라질 연방정부가
국가통합부(MIN)를 수립한 데 이어, 2003년 연방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성장 모델을 지향하는 최초의 ‘지역발전정책’(PNDR)을 마련하였다.
2019년의 수정 PNDR은 저성장, 낙후 지역인 북부·북동부·중서부 지역
외의 다른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지역발전기금’(FNDR)을 새롭게 도입하여, 기존 PNDR의 공공재정
투입이 북부·북동부·중서부에 치중된 것을 개선하고, 수정된 지역 유형 중
저소득-중/저성장 지역에도 재원 접근성을 향상하여 전국에 균등한 발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며, 보다 통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 국토발전은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하는 불균형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지역발전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만성적으로 고착화된 불균형한 사회·경제구조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기인한 여러 부정적 결과를 야기했다. 특히
브라질의 저소득층의 심각한 무허가 주거지 문제는 지금도 해소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 브라질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MCMV 프로그램은 수요자에게 주택 보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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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자(개발자)에게 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총 550만 호의 주택을
계약하였고, 상당수의 저소득가구, 특히 기존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하위소득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성공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러 채무불이행 문제, 최저소득층 배제, 도심 연결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의 여러 한계점도 지적되었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본 브라질의 토지개혁의 경우, 브라질 농촌 지역에
오랜 기간 존재해 온 소수 대토지 소유주 ‘라티푼지아’ 1.6%에 전체 농지
면적의 53.2%가 집중되어 있는 부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하였다. 연방정부가 브라질토지개혁식민화기구(INCRA)를 설립하고
토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유휴 농토를 강제 수용한 후 무토지
농민에게 재분배하고자 했으나 대토지 소유주 등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였다. 1985년 무토지농촌노동자운동(MST)이
시작되며 브라질 토지개혁의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으나, 1990년대 시장개방 경제정책에 따라 시장 중심 토지정책이
시행되고, 브라질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등과 맞물리며 무토지 농민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농촌 빈곤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 고리가 다시 형성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며 대규모 파벨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 중심 토지정책은 지방정부와 토지소유주 간의
부패 관계를 조장하며 토지가격 상승과 저질의 토지 매매, 국경지대 토지
집중 매매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브라질의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는 데 따른 주택
및 토지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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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상파울루시 정부의 주거빈곤층 사회통합 프로그램 ‘Bairro Legal’을
통해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지역사회의 참여와 시정부의 역할이
프로그램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프로그램 시행 초기 정보 데이터 관리부터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였고, 인프라 건설 등의 물리적
개발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도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개발 및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였다.
Bairro Legal 프로그램을 통해 상파울루시 정부는 사회특별지구(ZEIS)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용도지구제를 도입하여 사회주택 건설 용지 의무 할당을
촉진하였으며, 공공임대프로그램(Locaçao Social)도 수립하였고, 민간임대주택
거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수당지원 프로그램(Bolsa Aluguel)을
도입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 증진을 위한 통합교육센터도 건설하였다.
상파울루시 정부는 특히 재원 활용에서 연방-주-시 정부 각 정부 위계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전의 주거빈곤층 지원 프로그램보다 한
단계 개선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상파울루시의 해소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만성적 주거 불안정 문제는 사회·경제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이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정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나 브라질의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도시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Bairro Legal과 같은 정책을 꾸준히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Bairro Legal에서 보여준 시정부의 리더십,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국제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향후 중남미
지역의 저소득층 주거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성공적
정책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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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칠레: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 사례

1. 칠레 국가 개관
그림 2-7

칠레 지도

자료: World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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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남미 대륙의 남서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기다란 형태의 국토를
가진 국가로 태평양을 접한 해안선이 무려 4,300km에 이른다. 전체 면적은
75만 6,102㎢로 한반도의 3.5배에 달하고, 북쪽으로는 페루와 볼리비아,
동쪽으로는 안데스산맥을 경계로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칠레
국토는 북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에서 시작하여
남미 대륙의 최남단 케이프 혼(Cape Horn)까지 이어진다. 태평양의
이스터섬을 포함한 칠레의 국토는 남미 대륙, 남극 대륙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무려 세 개의 대륙을 포괄한다.
칠레의 국토는 다섯 지역으로 구분된다. 우선 대북부(Norte Grande)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볼리비아 및 페루와 인접한 지역으로 아타카마
사막이 위치한 곳으로 매우 낮은 강수량을 기록하며, 구리 및 질산염이
풍부하게 매장된 자원의 보고이다. 그다음 지역은 소북부(Norte Chico)
지역으로 대북부의 남쪽에 위치하며, 아콩카과(Aconcagua)강까지 이어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칠레에서 가장 좁은 지역으로 안데스산맥에서 발원하여
태평양 방향으로 흐르는 강 덕분에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소북부의
남쪽 지역을 중부(Zona Central)라고 하며, 중부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중부에는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그리고 콘셉시온 같은
대도시들이 위치하며, 칠레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칠레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농업이 활발하다,
칠레의 와인 생산도 이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 아래 남부(Zona Sur)
지역은 아라우카니아(Araucanía)와 라고(Lago) 지구를 포함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남부 지역은 안데스에서 시작된 강이
태평양으로 흘러들면서 만드는 수많은 호수가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파타고니아(Patagonia) 지역은 칠레 최남단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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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희박하고 빙하의 침식으로 생겨난 피오르(fiord)를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푸에르토몬트에서 케이프 혼까지 다양한 섬이 군도를
이룬다(외교부 2018, 15; http://www.chileculture.org/geography-chile/
2021년 6월 25일 검색).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 형태로 인해 국토 안에 서로 다른 기후와
다양한 천연자원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북부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수산자원 그리고 안데스에서 태평양을 향해 흐르는
강들이 제공하는 수자원, 그리고 그 천혜의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다양한
동식물은 칠레가 발전하는 데 근간이 되는 천연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총 길이가 4,000km에 달하지만 폭은 평균 250km에 불과한 칠레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하여 칠레 국토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성을 띠고
있다. 동쪽의 험준한 안데스산맥으로부터 서쪽의 태평양으로 흐르는 여러 개의
강이 폭이 좁은 국토를 흐르면서 어떤 지역은 풍부한 강수량과 수자원으로
수력발전의 최적지로 활용될 수 있지만, 영토를 따라 강수량의 차이도 큰
폭으로 나타나서 북부나 남부의 파타고니아 지역의 경우 사막에 가까울 정도로
강수량이 적고 빈약한 수자원으로 인하여 수력발전이 쉽지 않다(Nazer and
Llorca-Jaña 2020, 197). 그 결과, 칠레 국토는 수력발전에 적합한 지역과 전혀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은 향후 수력발전 계획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길고 넓은 칠레 영토에 거주하는 인구는 한국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23만 6,597명(2021년 기준)이며, 2037년에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라틴바로메트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59%는 스스로를 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5%는 메스티소, 그리고 약 8%는 원주민으로 인식하고 있다(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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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Review 2021). 칠레인 다수가 믿는 종교는 가톨릭이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5.2%가 스스로를 가톨릭 신자라고
밝혔고,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믿는 종교는 개신교로 국민의 약 12.5%가
개신교도이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이 강한 칠레에서 최근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거의 29%의
인구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0.4%의 인구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규정하였다(Statista 2021).
칠레의 경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구매력 평가(PPP)를 고려할 때 세계
45위이며 국내총생산(GDP)은 4,459억 달러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2만 3,300달러이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 World Bank 2021).
라틴아메리카에서 소득 상위 국가에 속하는 칠레는 2010년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2017년 OECD의 국제개발협력
수혜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개발협력 수혜국 지위를 졸업하였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구리 매장량의 21%와 생산량의
27.2%를 차지한다. 구리는 칠레 경제의 핵심으로 전체 수출의 약 28%를
차지한다(Cochilco 2021). 구리와 아울러 칠레의 최대 수출품은 농산물이다.
2019년 기준으로 칠레의 농업 비중은 전체 수출의 28%에 달하며, 국내총생산의
11%를 차지하고, 국내 고용의 10%를 담당하고 있다(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1). 우리나라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인
칠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정도로 시장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유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칠레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공화국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재임은 가능하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하원은 155석으로 임기는 4년이고 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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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석으로 임기는 8년이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 2021년
현재 칠레는 1980년 군사독재하에서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21년 7월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제헌의원 155명이 새로운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헌법 작성 과정은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새 헌법은 완성된 지 60일 이후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될 것이다. 헌법 개정은 2019년 10월 칠레 사회의 대규모 시위
끝에 사회 각계각층이 합의한 결과로, 새로운 헌법 제정을 통하여 칠레
사회의 숙원이던 독재의 잔재 극복과 민주화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loomberg 2021).

2. 칠레 국토개발의 역사와 특징
1) 칠레 국토개발의 역사: 중앙 집중과 지역 분산의 긴장
칠레의 행정구역은 15개의 주(Regiones)로 구성되어 있고, 이 15개의 주는
다시 56개의 군(Provincia) 및 345개의 시(comuna)로 세분된다(외교부
2018, 16).
칠레의 특징은 정치·경제 활동이 수도인 산티아고에 극단적일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산티아고의 소득수준이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및 정치 권력이 산티아고에
집중되어 있지만,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 특히 구리를 중심으로 한
광업과 농업 중심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계획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와 1980년대의 경제자유화 시기를 거쳐 강화되었고,
특히 중부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 건설과 같은 국토개발계획은 이러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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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의 입지를 강화하였다(Badia-Miró 2020, 157-158).
그림 2-9 칠레의 행정구역

자료: 외교부 2018.

지나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칠레 정부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한 역사는 꽤 길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노력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피노체트 정부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면서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한다. 이를 위하여 피노체트 정권은
1974년 이른바 ‘지역화(regionalización)’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대통령령
573조와 575조를 발동하여 지역화에 필요한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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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은 1980년 헌법에 지방분권화 정신을 담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다. 이후
1990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일부이자 동시에 지방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Henríquez 2015, 35).
지방정부의 강화와 행정 권력의 분권화는 국토개발계획의 분권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국토개발계획을 관장하는 지방발전처(Subsecretaría
de Desarrollo Regional y Administrativo)가 1985년 신설되었는데, 이는
1974년부터 지방분권화를 담당해 오던 행정개혁위원회(la Comisión Nacional
de Reforma Administrativa)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국가발전계획을
담당하던 사회발전부 및 기획부를 통합한 국가 발전계획처(la Oficina de
Planificación Nacional)의 후신이었다. 지방발전처는 이후 국가발전계획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이해관계를 중재하였다(Henríquez 2015, 37). 흥미로운
점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지방발전처가 중앙부처
소속이라는 점이다. 이는 칠레의 지방정책 그리고 나아가 국토개발계획의
중요한 특징, 즉 중앙의 이익에 봉사하는 지방의 개발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이후 추진된 지방발전계획은 철저히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지방발전계획은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국가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위한
지방개발계획, 특히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행정부 조직의 지방분권화는
국토개발계획의 분권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도시화 계획, 사회기반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당하며 지방의 국토개발을 기획하는 대통령 산하 자문회의가
신설되었고,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는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을 지방에
이식하였다(Henríquez 2015, 39). 결국 지방정부는 국가의 발전 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목표를 위하여 동원될 뿐이었다.
형식과 제도상의 지방분권화가 정책 결정의 분권화로 이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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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식 지방분권화는 이후 다양한 국토개발계획에서 지방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댐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이 대규모로 진행된 국토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칠레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제기구의 기술 및 재정 지원 아래 추진됨으로써
국익과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지역의 현실이 무시되고 시민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종종 지역사회
시민들의 저항을 가져왔다.

2) 칠레 국토개발과 수자원 개발
국익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방의 시민사회가 빈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자원 개발 계획이다. 칠레는 에너지 자원
및 연료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는 국가이다. 게다가 광업이 국가 주요 산업인 만큼
칠레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꾸준히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전력 수요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Agostini et al. 2017, 1073). 게다가 1970년대 오일쇼크나 2004년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 발표와 같은 사건들은 에너지 부분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칠레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칠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1930년대부터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바로 수력발전이다.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칠레의 수력
잠재량은 현재 설비용량보다 4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된다(박진희 2015, 29).
지난 50여 년 동안 칠레의 수력발전을 담당했던 기관은 엔데사(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S.A.)이다. 1943년 국영기업으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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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사는 1980년대 민영화되기까지 전력의 생산과 전송, 특히 수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칠레 수력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194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영기업처럼, 엔데사도
대체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칠레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직접
해외 금융기관들과 차관을 협상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관료 조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위를 누렸다. 그 결과, 엔데사는 기업 운영에서 투명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Nelson 2013, 195).
그뿐만 아니라 엔데사는 1943년 확정된 칠레의 국가전력공급계획
(National Electrification Plan: NEP)의 수행 기관이 되었다. 국가전력
공급계획은 자본이 부족한 민간기업이나 “대단히 불편한”(Nazer J.R. and
Llorca-Jaña 2020, 195) 해외자본에 의해서 실행될 수 없으며, 따라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특정 이익단체들로부터 자유로운 기술관료
중심의 국가기관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국가전력공급계획은
칠레 국토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칠레 국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천 형태와 그 밖의 다른 수자원의
특징 그리고 수력발전 가능성에 따라 칠레를 7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전력공급계획은 모두 3단계로 나뉘는데 각 단계는 6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1943~1949)에서는 각 구역이 독립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1950~1956)에는 지역 간 전력
교류, 즉 생산된 전력이 그 지역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그렇지 못하거나 부족한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최종적으로 제3단계(1957~1963)에는 행정구역상 2번 지역이 5번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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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라세레나 지역에서 추가 생산된 전력이 푸에르토몬트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발전소 건설과 충전소 및 송전망
구축이 추진되었다(Nazer J.R. and Llorca-Jaña 2020, 198).
특히 국가전력공급계획 중 수력발전계획은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추진되었다. 수력발전계획의 1단계는 1943년에서 1955년으로 7번 구역을
제외한 전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오소르노에 건설된 필마이켄 수력발전소로 1944년 운영되기
시작했다. 1943년부터 1981년까지 엔데사는 13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이 발전소들은 총 125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 건설 중이던 세 개의 댐까지 포함하면 총
수력발전량은 200만kw를 넘어선다.
표 2-6
Hydropower station
Pilmaiquén
Sauzal
Abanico
Los Molles
Cipreses
Antofagasta
Sauzalito
Puerto Aysén
Pullinque
Isla
Chapiquiña
Rapel
Ei Toro
Total 1980
Under construction
Antuco

엔데사 건설 수력발전소(1943~1980)
Period
1944-1959
1948
1948-1959
1952
1955
1959
1959
1962
1962
1962-1963
1967
1968-1970
1973-1974

1981

Power capacity kW
35,040
76,800
136,000
16,000
101,400
1,500
9,500
2,000
48,000
68,000
10,200
350,000
400,000
1,254,440

Electricity Zone
Ⅴ
Ⅲ
Ⅳ
Ⅱ
Ⅲ
Ⅰ
Ⅲ
Ⅵ
Ⅴ
Ⅲ
Ⅰ
Ⅲ
Ⅳ

300,000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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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power station
Colbún
Machicura
Total 1980

Period
1985
1985

Power capacity kW
400,000
90,000
790,000

Electricity Zone
Ⅲ
Ⅲ

자료: Nazer J.R. and Llorca-Jaña 2020, p.21.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62년부터 1980년 중반까지 엔데사는 칠레의
수력발전량을 4배 증가시켰다(Nazer J.R. and Llorca-Jaña 2020, 201).
덕분에 [그림 2-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칠레의 전력생산량 중 수력
발전에 담당하는 비중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칠레의 빠른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성장이 천연자원 분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천연자원이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것은
칠레 경제성장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칠레는 천연자원을
개발하면서 이에 필요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자원 개발을 통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나 천연자원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 더 나아가 오랜 기간 천연자원의 개발은 지극히 기술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나 의견 개진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칠레의 경제발전 정책이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환경비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시당할
때, 사회갈등 또한 촉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gostini et al. 2017, 4).

104

제6장 칠레: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 사례

그림 2-10 전력원별 칠레 전력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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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zer J.R. and Llorca-Jaña p.204. .

칠레의 수력발전계획 특히 랄코-판게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이러한 칠레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엔데사가 1943년부터 1980년까지
야심만만하게 추진해 온 수력발전계획 추진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갈등은
초래되지 않았다. 당시 환경의 보존이나 원주민의 문화권 존중 등은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65년 엔데사는
이후 랄코-판게 수력발전 개발 계획의 모체인 비오비오강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향후 6개의 대규모 댐이 비오비오강에
건설될 것이었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나 언론의 관심은 적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후 민영화된 엔데사가 칠레 정부와 세계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되었던 랄코-판게 댐 건설을 추진하자, 칠레 사회는 상당한
분노와 우려를 표출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랄코-판계 수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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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혹자는 칠레에서 환경보존의 시대 전후를 가르는 사건이라고 평가
하였다(Nelson 2013, 196).
다음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랄코-판게 수력발전 계획을 분석하여 칠레의
국토개발협력의 명과 암을 살펴보기에 앞서 칠레 국토개발협력의 현황과
국토개발협력 시 고려해야 할 이슈 및 쟁점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3. 칠레 국토개발의 주요 이슈
1) 국토개발협력과 외세의 개입에 대한 저항
라틴아메리카 국토개발협력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국제 공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오랜 식민 지배 시기 동안 자원은
물론 국토의 착취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에서 국토개발, 특히 외세의
개입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국토의 개발은 민감한
정치사회적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미주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은 국토개발협력 사업들이 저항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발 생해 왔 다 . 세계은 행의 지원을 받 아 아 마 존 지역 개발 을 위해
추진된 브라질의 폴로노로에스테 프로젝트(The Polonoroeste project),
브라질개발은행(Brazilian Development Bank: BNDES)이 지원하는
남미인프라통합구상(Iniciativa de Integración Sudamericana: IIRSA)의
아마존 도로 구축 프로그램 등은 대상 지역의 원주민, 환경단체 및
지방정부의 불신과 저항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Wade 2015, 217-8;
Guardian 2013). 국토 균형 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더
나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개발 논리는 종종 주민들의
문화권 및 생존권 보장 그리고 환경주의자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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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공청회 개최와 끈질긴 협상을 통하여
극복되기도 하지만 그 갈등이 증폭되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거나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
다 른 라 틴아 메리카 국 가 들 과 비교 해 볼 때 무 상 원조에 기반 한
국토개발 부분의 국제개발협력보다는 유상원조에 의한 개발협력, 특히
미주개발 은행이나 세계은행과 같 은 거대 금 융기관 의 지원을 통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칠레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국제개발협력을 국가 발전에 대한 외세의 개입 그리고 착취의 시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칠레의 대표적
천연자원인 구리에 대한 외국 자본의 독점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1971년 7월 11일 칠레의 하원은 칠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리 회사이자
미국계 회사이던 아나콘다(Anaconda), 케네콧(Kennecott), 그리고
세로(Cerro)의 지분을 국유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헌법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대통령이던 살바도르 아옌데는
이날을 “칠레의 두 번째 독립기념일”(Gedicks 1973, 1)이라고 선언하며
1818년 스페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 칠레가 마침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냈다고 주장하였다(Ibid., 1). 그 결과 추키카마타, 엘테니엔테,
엘살바도르 등의 구리 대광산이 정부의 주도로 국유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당시 국유화는 무상몰수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 근거는
그동안 외국계 구리 회사들이 지나친 초과이익을 누렸고, 이러한 초과이익이
외국계 구리 회사들이 가진 대광산 지분의 가치를 넘어선다는 정부의
주장이었다(이상현 2013, 91).
당시까지 칠레의 구리 생산과 판매에 상당 부분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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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주도했던 세 회사는 칠레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당시 이 회사들은 무려 7억 달러 상당의 자본을 칠레 구리
광산에 투자했는데 이 금액은 칠레 정부와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미국 정부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몰수(expropriation)’에
대비하여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New
York Times 1971). 따라서 칠레의 구리에 대한 미국 광산 회사들의 투자는
민간 부분의 광산 투자 성격을 넘어서는 정부 차원의 개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칠레의 구리 산업 국유화는 칠레에
진출한 미국계 광산 회사들만 곤경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칠레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향후 미국 정부가 아옌데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옌데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피노체트 정권이 칠레 구리 산업을 다시 민영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피노체트 정권조차 칠레 구리 산업의 민영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칠레의 구리 국유화를 위한 헌법 수정안의 표결 내용이다.
칠레 역사상 최초로 선거로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과 이에 대한 우파
정당들의 반발이 극심하던 상황에서 칠레 구리 국유화 관련 법안은 상하원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이상현 2013, 94). 이는 칠레 사회가
천연자원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에 얼마나 반감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정서는 매우 급진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고 평가받는 피노체트 정권(Weyland 1998)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칠레에서 추진되는 국토개발협력과 칠레 구리 산업의 민영화를 등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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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무리한 논리라고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칠레 구리 산업의 국유화는
칠레 사회가 천연자원 및 국토개발에서 외부의 개입에 대하여 보이는 정서적
저항을 가늠케 해주는 예이다. 개발협력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수혜국과
공여국의 관계가 투자국과 투자를 받는 국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겠으나,
천연자원과 국토개발에 대한 민족주의적(nationalistic) 정서가 강한
칠레에서 해외자본의 투입과 외국 정부 기관의 조언을 통하여 진행되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건드릴 여지가 있다.
본 장에서 소개할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담론 중 하나가 칠레의 국토개발을
스페인 자본으로 민영화된 회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이러한 비판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국토개발협력과 원주민: 원주민의 권리 vs. 국가의 발전
개발협력은 협력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추동한다. 일례로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이라면, 교사·학생·학부모·
담당 정부 조직의 공무원 그리고 심지어 교육 분야에 진출한 산업의
주체들이 모두 그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갈등하고,
협상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없이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그 프로젝트는 사회에 끼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해 실패한
프로젝트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특정 사회적 주체의 의도와 시각에
의해 경도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개발협력 분야의 사회적 행위
주체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을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진다. 칠레의
국토개발협력의 경우, 국토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행위 주체들 중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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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과 칠레 정부의 관계가 적대적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림 2-11 칠레의 원주민 분포도

칠레에는 9개의 원주민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그룹은 마푸체 공동체로 전체 원주민의 84%를 차지하고,
아이마라, 디아시타, 리카난타이 그리고 케추아 공동체 등이 나머지 16%를
차지한다. 칠레 원주민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토지에 대한
권리(terrotirial rights)’이다. 칠레 정부는 2007년에 유엔의 원주민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고, 2008년 세계노동기구 조약 169를 비준하였다(IWGIA
2021). 세계노동기구의 조약 169는 1989년 승인되어 전 세계 정부가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이 조약이 세계노동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지 무려 20여 년이 지난 2008년에야 칠레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칠레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 간의 쉽지 않은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현재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원주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을 가진 칠레에서 이 조약에 대한 칠레 정부의 늦은 비준은 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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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아니었다. 특히 이 조약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칠레 정부의 늑장 비준은 무관하지 않다.

7조 1항. 원주민 공동체는 그들의 삶, 신앙, 제도 그리고 영적 행복(wellbeing)과 그들이 점유하거나 혹은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영향을 받는
개발 과정에 대하여 자신들이 우선 사항을 스스로 정할 권리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ILO 1989).

세계노동기구의 조약 169에 따르면 원주민 공동체는 자신들이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는다. 이는 국제 규범이 식민
시기를 거쳐 식민 지배자들에게 토지를 빼앗긴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토지권에 대한 권리
회복을 요구해 온 칠레의 원주민 공동체 특히 마푸체 공동체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아울러 자신들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기업이
일방적인 개발을 시도할 때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편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마푸체는 현재 칠레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한다. 칠레 남부에서
거주해 오던 마푸체 공동체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원주민들과는 달리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고, 결국 1860년대에 들어
칠레 정부에 의해 정복당하기까지 스페인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주권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181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칠레 정부는
남부의 마푸체 공동체를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이들이 소유했던 약 2천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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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당시 마푸체 부족이 소유한 토지의 95%에 달하는
양을 몰수하였다. 이를 아라우카니아 7) 점령이라고 한다. 이후 마푸체의
저항이 계속되자 칠레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는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약 10만 명 이상의 마푸체가 사망하였다(BBC 2020; Gurdian
2020; The Borgen Project 2020).
역사 속에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온 칠레 원주민 공동체, 특히 마푸체
공동체와 칠레 정부의 관계는 마푸체 공동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칠레
정부가 마푸체 부족의 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며 반테러법을 적용하여
마푸체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면서 마푸체 공동체와 칠레 정부 간의
반목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마푸체 공동체는 칠레 국가의 폭력을 규탄하며
국제기구의 개입마저 요구하는 상황이다(Bell 2021). 칠레 정부와 칠레 원주민
공동체 간의 갈등이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촉발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Ralco and Pangue Hydro
Projects, 1990~2004)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칠레에서
진행되는 국토개발협력이 봉착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3) 칠레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쟁점: 수혜국에서 삼각협력 중심국으로
칠레는 남미 최초로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최근 개발협력의
수혜국이라는 지위를 졸업하고 공여국으로 떠오르는 국가이다. 칠레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이 칠레 전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7) 아라우카니아는 마푸체 공동체가 주로 거주하던 칠레 남부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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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1년 2.73%로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점점 축소되어 2017년 기준으로 0.26%를 기록하며 매우 낮은
상황이다(World Bank Data 2021).
하지만 2010년부터 2017년 칠레가 받은 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유상원조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동시에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국토개발 프로젝트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칠레가 받은 개발협력 지원의 80%가 약 4개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됐는데, 독일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했고,
그 뒤를 유럽연합 기구들(18%)과 기후투자기금(the Climate Investment
Funds)(13%)이 잇고 있다(OECD 2020, 21).
그림 2-12 GNI 대비 개발협력 수혜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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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Data 2021.

113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표2-7]은 2010년에서 2017년 동안 칠레가 받은 주요 개발협력 지원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칠레가 받은 개발협력
지원은 감소하였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국토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7

칠레의 주요 개발협력 수혜 사례(2010~2017)

지원 금액(유상원조)

수혜 기관

지원 기관

목적

1,500만 유로

Santander Chile

EIB(유럽투자은행)

풍력 개발

1억 5,980만 달러

-

KFW(독일개발은행)

태양력 개발

1억 4,680만 달러

Banco de Estado

KFW(독일개발은행)

에너지 효율성 강화

1억 4,459만 달러

Banco de Estado

KFW(독일개발은행)

중소기업개발

5,530만 유로

-

EIB (유럽투자은행)

수력발전소 건설

4,650만 달러

-

KFW(독일개발은행)

에너지 효율성 강화

자료: OECD 2020, p.20.

국토개발과 관련한 유상원조 형태의 개발협력은 2017년 칠레가 개발협력
수혜국 지위를 졸업하면서 급감하였다. 대신 칠레는 국토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칠레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칠레가 세계 구리 산업을 선도할 뿐 아니라 거시 경제 지표가
우수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구사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직접 투자는 [그림 2-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시장에서 구리 가격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개발협력의 수혜국 지위를
벗어난 칠레가 좀 더 안정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OECD 20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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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세계 구리 가격 변동과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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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20, p.2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칠레는 2017년 OECD의 개발협력 수혜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선진국으로부터 개발지원금을 받는 수혜국이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여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칠레 국제개발협력기구(Agenciaa Chilen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AGCID)에 따르면, 칠레 정부가 해외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액수는 2019년 기준으로 71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42.5%는
양자 혹은 삼각 협력 프로그램에 활용되었고, 나머지 47.4%는 장학금
프로그램과 같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할애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칠레는 남미·중미·카리브 지역 그리고 멕시코와 함께 144개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 중 124개의 프로젝트가 양자 혹은 삼각협력
프로젝트였다(OEC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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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칠레가 스페인 정부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내의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인 칠레-스페인 기금(Chile-Spain Fund)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칠레가 공여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칠레와 스페인 정부가
2010년 설립한 칠레-스페인 기금은 2011년부터 1단계(2011~2014년)와
2단계(2016~2020년)에 걸쳐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20만 달러의 기금 중 스페인과 칠레가 각각 70%와 30%를 출자한
1단계에서는 라틴아 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에서 4개의 프 로젝트 를
지원하였고, 120만 달러의 기금을 각각 50%씩 출자한 2단계에서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에 또 4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칠레스페인 기금의 삼각협력 프로젝트 내용은 [표2-8]과 같다.
표 2-8

칠레-스페인 기금 개발협력 프로젝트(2010~2017)

연도

프로젝트

수혜국

2010

교육부 강화

파라과이

457,372

2013

혈액 기증 시스템 인력 강화

볼리비아

317,270

2014

CDEMA: 지진 및 쓰나미 대비
프로그램 강화

CARICOM 회원국

368,548

2014

토지 관리 및 개발 관련 교육

파라과이

45,360

2017

마약 소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

엘살바도르

165,000

2018

토지 정비 및 개발 관련 교육

도미니카 공화국

198,493

2019

남미 원뿔 지역(south cone) 재활용
사업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159,984

2019

파라과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치안 강화

파라과이

174,664

자료: OECD 2020,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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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OECD의 개발협력 공여국 중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연성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칠레의
사례는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한 국가들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더욱 효과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 또한 스페인처럼 칠레와 협력을 통한 삼각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칠
 레 사례 및 이슈 분석: 랄코-판게
(Ralco-Pangue) 수력발전 프로젝트 사례
이 장에서 다룰 칠레의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Ralco and Pangue
Hydro Projects, 1990~2004)는 국토개발을 위한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저항, 특히 원주민 공동체와 환경단체의
저항에 봉착하여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는
1965년 당시 칠레 국영기업이던 엔데사(ENDESA)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칠레 남부에 6개의 대규모 댐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1990년 스페인전력에 매각되어 민영화된 엔데사가 다시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가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맡았다. 1990년
엔데사는 우선 판게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0년 발표된 내용은 칠레
남부의 비오비오강을 막아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산업화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댐의 건설로 인하여 비오비오강
상류 페웬체-마푸체 공동체의 주거지역이 수몰될 것이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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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자, 칠레에서 규모가 가장 큰 원주민 부족인 마푸체 공동체는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주의자들이 연대하여 댐의 건설로
인해 초래될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공론화하였고, 강력한 반대 전선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은 칠레 정부,
스페인계 기업 엔데사, 그리고 세계은행이 협력해 진행되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결국 칠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996년 판게 댐이, 그리고 2004년 랄코 댐이 건설되었다.
랄코-판게 수력발전 계획은 칠레의 국토개발 프로젝트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칠레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국토개발협력 연구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특히 국내 정치와 사회관계뿐 아니라 개발협력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제화된 갈등 상황을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국토개발 분야의 개발협력이 직면할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 절에서는 우선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 주체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대형 국토개발 계획의 평가에 주로 활용된 경제적 혹은
기술적 관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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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비오비오(Biobio)강 위치

자료: International Rivers Network.

비오비오강은 안데스산맥에서 시작되어 콘셉시온을 지나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 는 칠레 남 부 의 대표적인 수 자 원이다. 랄 코 댐의 경우
비오비오강에 엔데사가 건설하기로 계획한 6개의 댐 중 가장 큰 댐으로
무려 높이가 155m이며 3천4백 헥타르에 달하는 수몰 지역이 생김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700명의 페웬체-마푸체 원주민들이 삶을 터전을
잃고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랄코 댐 건설 지역, 즉
비오비오강 상류가 역사적으로 페웬체 공동체의 터전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신성시해 온 영토 또한 수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Environmental Justice Atlas 2019).
페웬체 공동체는 18세기와 19세기 초기까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가축을 교역하는 주요한 거간꾼들이었다. 또한 19세기 초까지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를 유지하던 몇 안 되는 원주민 공동체였다. 마푸체 공동체의
일원인 페웬체는 마푸체 언어인 마푸둔군으로 잣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비오비오강 상류에서 많이 자라는 잣나무에서 이 공동체를 이르는
119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페웬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 페웬체의 인구는 랄코-판게 프로젝트로 인한
강제 이주 전까지 약 1만 명에 달했으며, 공동체 내에 다시 4개 부족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카야키(Callaqui) 화산 근처 약 3만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였다. 잣을 채취하고 산에서 얻은 땔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던 페웬체 공동체에게 이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대대로 거주하던 영토가 수몰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Nesti 2002, 6-7). 게다가 페웬체 공동체
구성원 중 특히 연장자들은 강에 댐을 짓는 행위가 강의 정령인 푸날카가
공동체를 떠나도록 할 것이며, 이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것으로 믿었다. 나아가 조상의 땅, 특히 조상 대대로 사용해
온 묘소를 수몰시킨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Orellana
2015, 515).
프로젝트 초기에는 페웬체 공동체의 반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였다. 칠레 정부와 엔데사 그리고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은 앞다투어 랄코-판게 댐 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90년
엔데사는 비오비오강에 계획한 댐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1982년 피노체트
정권이 만든 전기 서비스 법을 활용, 페웬체 공동체의 땅을 사유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칠레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세계은행을 통하여
조달하였고,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는 1992년 12월 일련의 조사
과정 끝에 판게 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1993년 10월, 엔데사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가 판게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결과 국제금융공사는 엔데사에 1억
7,000만 달러의 투자를 승인하였다. 이에 덧붙어 국제금융공사를 통하여
여러 국가의 투자기관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이 이 프로젝트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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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약속하였다. 예컨대 노르웨이 개발협력기구(the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ORAD)는 1,400만 달러를,
스웨덴 산업기술지원국(the Swedish Board f or Industr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BITS)은 2,800만 달러의 금융 지원을 각각
약속하였다(Johnston and Turner 1999, 396).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비오비오강에 건설될 6개 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판게 댐은 비오비오강 상류에 건설될 더욱 큰 댐인
랄코 댐과 함께 기능하는 댐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판게 댐을 승인하기 전에 랄코 댐의 건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환경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판게 댐에
금융 지원을 약속한 여러 국제개발협력 기관들도 우려를 표하였다. 하지만
국제금융공사는 이들에게 이 개발 프로젝트는 판게 댐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가 건설 계획은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이는 이후
거짓으로 밝혀졌다(Ibid., 396).
비오비오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댐 건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칠레 정부는 1990년 이미 엔데사의 비오비오강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판아메리카 고속도로를 확장하여 인적이 드문 비오비오강
상 류 까지 동 쪽 으 로 도 로 가 확 장 되도 록 공 사 를 진행하였다. 판 게
프로젝트의 환경평가는 이미 이러한 도로 건설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페웬체
공동체가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과정은 불가피한 문화 융합 과정으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통하여 파웬체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Johnston and Turner 1999, 396). 이러한 긍정적
환경영향평가는 이후 미국의 인류학자 다우닝이 세계은행의 의뢰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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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의해서 부정되었다. 판게 댐 건설을 끝까지 반대하던 9번째 가구의
집은 강제로 철거되었고, 이들이 받은 최소한의 정착금은 새로운 터전을
찾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판게 댐 건설로 인해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
들은 극빈층이 되었고, 이들의 약 77%는 페웬체였다(Ibid., 397).
판게 댐 건설이 마무리되자마자 랄코 댐 건설이 시작되었다. 랄코 댐은
엔데사의 비오비오강 개발 프로젝트로 건설되는 6개의 댐 중 가장 큰
댐으로 판게 댐으로부터 약 27km 떨어진 지점에 건설되었다. 높이가 약
155m에 이르고 3천4백 헥타르의 토지를 수몰시키고 완성되는 랄코 댐은 약
5백7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Latta 2007,
230). 이제 페웬체 공동체 대부분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약 500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인구, 즉 케푸카-랄코와 랄코-레포이
지역에 살고 있는 91가구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페웬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동·생물 또한 랄코 댐의 건설로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몰 지역에 서식하는 27종의 포유류, 10여
종의 양서류, 그리고 8종의 어류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댐의
건설로 벌목이 활발해져서 지역 생태계가 빠르게 훼손될 것이란 보고가
이어졌다(Nesti 2002, 11).
판게 댐 건설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를 이미 경험한 페웬체 원주민들은
랄코 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칠레의
환경단체와 원주민 공동체가 결합한 시민 조직인 비오비오 행동그룹(Biobio
Action Group)이 결성되어 랄코 댐 건설 저지를 위하여 국내외 반대여론을
환기시켰다. 판게 댐 건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떠나 엘우아치와 엘바르코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페웬체들이 공식적으로 엔데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폭로하였다(World Rainforest Movemen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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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웬체 공동체와 환경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랄코 댐 건설에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칠레 국회가 1993년 원주민법을, 이어서 1994년
환경법 또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두 법은 모두 국토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원주민 공동체가 개발 계획에 참여토록 하였고, 동시에
국토개발 시 일어날 환경영향에 대한 엄격한 평가 또한 요구하였다. 하지만
랄코 댐 건설과 관련하여 이 두 법안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두 법안이 모두 새로이 통과된 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법을 강제할
집행 기관인 원주민 발전을 위한 국가 위원회(Corporación Nacional
de Desarrollo Indígena: CONADI)와 국가환경위원회(la Comisión
Nacional del Medio Ambiente: CONAMA)가 모두 신생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전력 생산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Agostini et al. 2017, 4).
세계은행과 칠레 정부는 각각 랄코 댐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칠레 정부가 실시한 평가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계은행은 환경영향평가서인 다우닝 보고서가 랄코 댐
건설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페웬체 공동체는 법원에
랄코 댐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3년
제정된 원주민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원주민 공동체와 1980년 피노체트
정권하에 제정된 전력법을 근거로 랄코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엔데사
간의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World Rainforest Movement 2001).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두 페웬체 여성 지도자에게 엔데사가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판결함으로써 엔데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2004년 랄코 댐은 완공되었다.
2004년 랄코 댐이 완성됨으로써 1990년부터 10여 년 이상 계속된,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행위 주체들 간의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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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되었다. 하지만 판게-랄코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 그리고 평가에 주는 시사점은 종결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둘러싼 거의 모든 사회적 행위 주체들의 갈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게-랄코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유의미하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오랜 기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저항해
온 행위 주체들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칠레 국토의 특징, 국토개발의 역사 그리고 랄코-판게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Ralco and Pangue Hydro Projects, 1990~2004)를
중심으로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분석해 봄으로써 칠레에서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여러 사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토는 칠레에 다양한 자연환경을 선사하였고, 그
결과 칠레의 국토개발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국토개발 을 이루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칠레에 남부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거의 모든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칠레 국토개발협력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OECD에 가입한 첫 번째 나라인 칠레는 국토개발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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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나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유상원조와
기술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칠레 정부와 칠레 기업들은 다양한
국토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랄코-판게 수력발전 계획이다. 이 사례는
칠레에서의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점들을 잘 드러낸다.
우선, 칠레 사회는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의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서 외국 자본의 투입과 외국 기관의 개입을 의미하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구리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의 개발과 그로부터 창출된 이익을
외국계 기업이 독점한 역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국유화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칠레에서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외세의
천연자원 착취와 이에 대한 저항의 기억을 소환한다.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하여 볼 수 있었듯이, 금융 지원을 주도한 세계은행과
세계은행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러 나라의 개발협력 기관들은
엔데사라는 외국계 기업과 결탁하여 칠레의 자연을 파괴하는 당사자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국내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하여 해외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판게
댐 건설을 지원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기구 그리고 랄코 댐
건설에 개발협력 자금을 지원한 캐나다 정부는 모두 칠레 환경을 파괴하는
외세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핵심이 되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젝트가 천연자원에 대한 수원국의 국가주의적인 국민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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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을 때, 공여국들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을 칠레의
사례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 랄코-판게 수력발전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이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공여국이 요구했던
환경보호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같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계은행과 같이 국토개발협력의 금융 지원을 중재하는 기관이 수원국
시민들의 의심을 사는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계속한다면, 수원국 시민들은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기도 한다.
아울러 칠레에서 진행된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이미 영토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칠레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의
갈등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칠레 정부와 마푸체 공동체는 아직도 이러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땅을 단순히 천연자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의 바탕으로 신성시하는 마푸체 공동체에 정부가 주도하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저항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1만여 명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랄코-판게
수력발전 계획에 대한 저항을 무려 10년 넘게 조직한 페웬체 공동체의 힘은
칠레 원주민 공동체의 오랜 투쟁에 대한 이해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
랄코-판게 수력발전 계획은 칠레의 국토개발협력이 환경 파괴에 반대하는
환경주의자뿐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인권 유린을 걱정하는 좀 더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칠레 원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민
공동체의 동의와 협력을 얻지 못하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자칫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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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착취의 시도로 오인될 수 있다.
아울러 칠레의 랄코-판게 수력발전 계획은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기획과 평가가 경제적 효과나 기술적 성공 가능성에 집중되어 해당
프로젝트가 끼칠 사회문화적 영향을 깊이 있게 살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잘 드러낸다. 뒤늦게 인류학자에게 의뢰하여 랄코-판게 수력발전
계획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를 진행한 세계은행은 판게 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이 프로젝트가 초래한 사회문제와
갈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불러일으킨 부조리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너무나 뒤늦게 깨달은 탓에 이를 공개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은폐하였고, 그 결과 세계은행은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는
국토개발 계획의 경제적 효과와 기술적 가능성을 가늠할 뿐 아니라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행위 주체들의 관계를 역사적·사회적·
문화적으로 조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특히
칠레와 같이 국토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행위 주체들 간의 갈등이 첨예할
경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체들이 칠레 사회에서 오랜 기간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성까지 가져온다. 국토는 그 국토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그들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개발협력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협력의 방식일 뿐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협력의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칠레는 한국과 같이 개발협력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사례이다. 칠레는 이러한 자국의 입지를 살려 라틴아메리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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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 지역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수요와 노력을 조율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담보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칠레-스페인 기금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칠레의 이러한 역할은 삼각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행위 주체들의
갈등을 풀어내는 협상이 개발협력의 성공적 수행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국토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칠레와 같이 지역 사정에 밝고 역사적 혹은
사회적 맥락을 살필 수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와 함께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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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라파스-엘알토 케이블카 사업 사례

1. 볼리비아 국가 개관
그림 2-15

볼리비아 지도

그림 2-16

볼리비아 지리적 특징

자료: World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볼리비아 다민족국(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은 남미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볼리비아의 국명은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운동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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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를 해방시킨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ivar)에서 유래되었다.
볼리비아의 총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150만 명이며,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메스티소 68%,
원주민 20% 이상, 백인 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볼리비아 인구의
절반가량은 케추아와 아이마라 등 원주민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는 스페인어 이외에 원주민 언어인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과라니어 등도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전체 면적은 109만 8,580㎢ 로 한반도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 행정수도는 인구 90만 명의 라파스(La Paz)이며, 헌법상의 수도는
수크레(Sucre)이다. 볼리비아는 라파스, 산타크루스(Santa Cruz), 포토시
(Potosi), 베니(Beni), 판도(Pando), 추기사카(Chuquisaca), 타리하
(Tarija), 코차밤바(Cochabamba), 오루로(Oruro)등 모두 9개의
주(Departamento)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볼리비아는 국토의 남서쪽에 위치한 고지대(Altiplano)인
안데스(Andes) 지역, 국토의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준안데스(SubAndes) 지역 그리고 해발 400m 이하의 저지대인 야노(Llano) 지역으로
나뉜다([그림 2-16 참조]).
볼리비아는 독립 이후 영토의 절반을 인접국에 빼앗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그림 2-17] 참조). 대표적인 예로 1879년부터 1883년 사이 칠레와 치른
태평양전쟁에 패배해 당시 초석의 산지였던 아타카마 사막 지역의 영토를
상실했으며 이로 인해 태평양 진출이 불가능한 내륙국이 되었다. 이후
1903년에는 당시 주요 자원의 하나인 고무 주산지 아르세(Arce)주(현재 브라질
아크레주)를 브라질에 빼앗겼다. 또한 1932년부터 1935년 사이 파라과이와
치른 차코전쟁의 패배로 그란차코(Gran Chaco) 지역의 영토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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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볼리비아의 국경 변화

자료: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y on Bolivia http://lcweb2.loc.gov/frd/cs/bolivia/bo01_05a.pdf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볼리비아는 임기 5년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며, 입법부는 상하 양원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식민 시대 은광산을
중심으로 한 광업경제의 중심지였던 볼리비아는 독립 이후 주석이 은을
대체하여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1952년 소수의 주석 생산자가 경제 및
정치권력을 독점하자 이에 대항한 혁명이 발발하였다. 보통선거의 확립과
토지개혁 그리고 대형 주석 광산의 국유화는 1952년 혁명의 주요 결과이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역사적으로 민주적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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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었다. 특히 군부의 정치 개입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가장 심각하였다.
1964년부터 1982년까지 이어진 군부 통치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역사적으로 고질적인 경제 불안을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1985년 경제위기는 신경제정책(Nueva Política Económica)으로
명명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폐 평가절하와 공공지출 감소 및 공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개혁은 1985~1987년 사이 국영 광업 부문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해고될 정도로 여파가 컸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이후 집권한
산체스 데 로사다(Gonzalo Sánchez de Lozada) 대통령(1993~1997,
2002~2003) 집권 시기에 가속화되었다. 1985년부터 지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거시 경제 안정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00년 코차밤바에서 촉발된 상수도
민영화 반대 투쟁과 2003년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소위 ‘가스전쟁’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당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볼리비아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세력이 확장된 좌파 정치세력은 광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원주민, 코카 재배자, 엘알토 등에 거주하는 도시빈민 등의 지지를 받았다.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에보 모랄레스는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로 대표되는 자원민족주의, 총체적 개혁과
원주민 권리 신장을 위한 신헌법 제정 그리고 주요 산업 부문 재국유화
등의 급진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볼리비아의 좌파 세력은 2019년 에보
모랄레스가 삼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면서
정권을 내놓았으나, 2020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운동당의 후보
루이스 아르세(Luis Arce)가 승리하며 재집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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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 평가(PPP)를 고려한 볼리비아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기준으로 926억 달러, 1인당 GDP는 7,900달러이다.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 아연, 금 등의 지하자원과 대두 등의 농산물이다.
볼리비아는 리튬 매장량 세계 1위라는 상징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2019년 기준으로 약 83억 달러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수출의 경우,
브라질·아 르헨티나·미국·일본·인도·대한민국 등이며, 수입의 경우,
중국·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페루 순이다.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최빈국의 하나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이 높다. 특히 원주민과 농촌 거주자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볼리비아의 인간개발지수는 2020년 기준으로 0.718 수준으로
세계 107위에 해당한다.

2. 볼리비아 국토개발의 역사와 특징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국토 통합이 가장 미진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볼리비아 역사를 계급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지역 간
대립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Roca 1999). 해상진출로가
없는 내륙국인 볼리비아의 경제활동은 도로 또는 교량과 같은 인프라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토가 광활하고
다양한 환경을 가졌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는 강이 존재하지 않는
볼리비아에서 인프라 투자는 발전의 근간인 동시에 지역 간 대립의 원인이
되어왔다(Peres-Cajías 2020, 98).
볼리비아에서 지역 간 대립은 드문 일이 아니다. 19세기 말 소위 연방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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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War)으로 명명된 지역 간에 벌어진 내전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수크레
에서 라파스로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1세기 초 좌파 정부하에서 서부
고원지대와 동부 저지대의 대립 또한 볼리비아의 지역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포토시를 중심으로 한 은광산으로 인해 볼리비아는 스페인 식민시절
아메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독립전쟁을 거치며 볼리비아는 19세기 내내 식민시절의 역동성을 되찾지
못한다. 사실 볼리비아 지역을 놓고 본다면 포토시 중심의 은광 산업
활성화는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볼리비아 일부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코차밤바의 곡물 농업과 산타크루스 지역의 설탕 산업 활성화가 그
사례이다(Peres-Cajías 2020, 100).
독립 이후 포토시 은광 산업은 식민 시대 수준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포토시 경제의 침체는 포토시의 탈도시화로 이어졌다. 한편
19세기 후반 몇 가지 변화가 볼리비아 국토개발에 영향을 끼쳤다. 첫째,
1870년에 이르러 포토시의 은 생산은 식민 시대 수준을 회복했다. 둘째,
이미 인구도 희박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도 미미했던 해안 지역을 1879년
칠레와 벌인 태평양전쟁 패배로 상실하며 볼리비아는 내륙국이 되었다.
셋째, 인접국들과의 불리한 무역협정과 광업 중심지인 우유니(1888)와
오루로(1892)로의 철도 연결은 서부 지역의 수입경쟁력을 강화시켰다(PeresCajías 2020, 101). 한편 19세기 말 원자재 붐에 따른 수출 경제의 활성화는
포토시의 은을 대체하기 시작한 서부 지역의 주석 산업과 북동부 지역의
고무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북부 아마존
유역의 수로를 활용한 고무의 수출은 산타크루스, 베니 그리고 판도 지역을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Peres-Cajías 202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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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이 승리한 19세기 말의 연방전쟁(1898~1899)은 볼리비아
국토 중앙에 가까운 수크레에서 서쪽 고지대인 라파스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전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엘리트가 공고하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권력을 공고히 한 자유주의자들은 수출주도성장
전략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모색하였다. 내륙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송료 등과 같은 거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변국들과
평화 및 국경조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였다. 금융과 소매의 중심지인 라파스와 광업의 중심지인
오루로 축은 볼리비아 경제의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동부
지역은 국가경제 체계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서부 지역 중심의
소위 ‘철도 지역주의’에 대한 동부 지역 항의와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요구는 커져갔다(Peres-Cajías 2020, 102).
국가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지역 불균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결과 동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던
고무 산업 붐은 1914년 갑자기 끝났다. 한편 1917년 개통된 코차밤바와
오루로 간의 철도는 코차밤바가 볼리비아 경제의 핵심인 라파스와 오루로
축에 합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철도 확장은 볼리비아 내의 물류수송만이
아니라 국제시장을 향한 상품 수출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격경쟁력
상승과 생산량 확대에 힘입어 광물 수출이 증가하였다. 주석은 볼리비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 기간에 주석은
볼리비아 수출의 최소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볼리비아 수출의
80%는 아리카(Arica)와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같은 칠레의 항구를 거쳐
이루어졌다(Peres-Cajías 2020, 103).
대공황에 이은 차코전쟁(1932~1935) 패배는 볼리비아 경제와 정치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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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쳤다. 경제에서 국가 개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1920년대 이후 성장을
시작한 남동부 지역의 석유산업은 국유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로
국토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산타크루스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산타크루스와 브라질 간의 철도 건설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코차밤바와 산타크루스 간의 교통 부재로 볼리비아 국내시장이 단절되고
서부 지역의 경제적 패권은 유지되었다(Contreras 2017).
1952~1985년 기간은 볼리비아 경제에서 가장 활발하고 모순적인 시기이다.
1952년 볼리비아 혁명으로 성립된 개입적 성격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국영기업 설립과 공공투자 확대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국토개발 측면에서
1952년 체제는 소위 ‘동진정책(East March)’을 실시하였다. 코차밤바와
산타크루스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국토의 동서를 통합하려 했다.
농산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동부 지역의 농업 생산 활성화를 모색했다.
또한 석유산업 투자를 통해 석유 수입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동진정책’은
점진적으로 지역 간 분열을 완화시켰다. 1953년과 1957년 산타크루스와
브라질 그리고 산타크루스와 아르헨티나를 잇는 철도가 각각 완공되었고,
1954년 코차밤바와 산타크루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PeresCajías 2020, 103-104). 하지만 도로 건설을 통한 국토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니와 판도같이 볼리비아 국토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사실 판도의 주도인 트리니다드(Trinidad)와 산타크루스 간의
포장도로는 1980년대가 되어서야 건설되었다(Peres-Cajías 2020, 104).
일례로 1940년대 후반 시작된 베니의 육류 산업은 비행 시설의 존재와 함께
확대될 수 있었다. 실제로 국영 항공기업의 설립과 민간 항공기업 서비스의
확대로 베니 각 지역에서 라파스, 오루로, 포토시 등의 서부 지역 시장으로
육류의 운송이 가능해졌다(Peres-Cajías 202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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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는 명백해졌다. 국영 부문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 지배되는 주석
중심의 광업 부문은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현상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이후 볼리비아 국내총생산의 15%를 넘긴
적이 없으며 해외 의존적이며 경공업에 집중된 공업 부문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1982년 대가뭄과 함께 볼리비아는 급작스러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자본주의 경제의 종말을
의미했다. 1985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위기와 이를 위한
처방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볼리비아 정치와 경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1985~2004년 기간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정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편 경제위기와 소위 충격요법으로 불린 신자유주의 처방은 포토시와
오루로 지역에서 2만 명의 광부가 해고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특히
1985년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이후 광부 다수가 열대 지역의 코카 재배
농민으로 유입되거나 수도 라파스 인근 엘알토 지역으로 이주해 국내 이민이
확대됐다. 한편 서부 지역의 산타크루스는 때마침 국제수요가 확대된 대두
농업의 거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브라질과 볼리비아 간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은 2000년 이후 천연가스 수출이 볼리비아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산업의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별 국내총생산 및 각 지역의 볼리비아 국내총생산 참여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20세기 후반부부터 경제 거점으로서 산타크루스 지역의
중요성은 확고해졌다. 한편 천연가스 산지인 타리하 지역 또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이에 반하여 식민지 시대
가장 중요한 경제적 거점의 하나였던 포토시는 침체의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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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20년 기간은 볼리비아 경제가 자원 산업 붐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한 시기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도 성장의 혜택은 광범위하였다.
각 지역의 자원으로 주를 나누면 천연가스와 석유의 탄화수소 주(타리하,
추키사카, 산타크루스), 광업 주(포토시, 오루로, 라파스 북부), 대두
주(산타크루스) 그리고 키노아 주(라파스, 오루로, 포토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경제와 국토의 통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의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로 체계
등에서 베니와 판도 지역은 소외되어 있었다(Peres-Cajías 2020, 105-106).
결국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볼리비아 경제의 중심축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남 축에서 산타크루스의 역할 확대로 인해 서-동 축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수출 자원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식민 시대의 유산인 광물자원 생산지인 서부 지역은 독립 이후에도
볼리비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이 광물에서 농산물과 천연가스로 변화하면서 경제의 중심축이
바뀌었으며, 이는 국토개발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볼리비아의
국토개발은 몇 가지 변수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볼리비아는 소수의
수출 상품을 통해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왔다. 둘째, 볼리비아 내수시장의
형성은 어려운 과제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셋째, 볼리비아 수출의 변화는
각 지역의 중요도 변화로 이어졌다. 넷째, 각 지역의 중요도는 천연자원의
부존과 이를 생산, 수출하기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투자에 의해
결정되었다(Peres-Cajías 2020, 107).
한편 향후 볼리비아의 국토 발전은 교통 부문 발전 계획을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볼리비아 정부가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도로, 철도, 수로, 케이블카, 항공 등을 중심으로 수립한 교통 부분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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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볼리비아 국토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9

볼리비아 교통 부문 발전계획(2016~2030)

교통수단통합
목표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전을 통해
2020년까지
국가통합
100% 달성

교통수단

세부목표

도로

• 4,806km 도로 건설
1. 복선화 2. 양대양 회랑 3. 북-남 회랑 4. 서-북 회랑 5.
하이메 멘도사(Jaime Mendoza) 회랑 6. 수도권 연결 7.
생산지 통합 및 Y 통합 8. 교량 및 접근로

철도

• 양대양 중앙 철도(CFBC, Bi-Oceanic Central Railway)
건설 진전을 통한 브라질-볼리비아-페루 철도망(브라질
Santos 항구와 페루 Ilo 연결)과의 통합
• 코차밤바와 산타크루스 도시철도 건설
• Motacucito - Mutún - Puerto Busch 철도 건설 진전을
통한 철강산업(Mutún 산업 계획) 발전
• CFBC와의 교차연결을 위한 Montero - Bulo Bulo 노선
건설

수로

• Ichilo 등과 같은 하천수로 재생
• Tamengo 운하 1단계 배수
• 3개의 새로운 항구 건설
• 화물터미널 Puerto Busch 착수

케이블카

항공

• La Paz와 El Alto 간의 케이블카 6개 노선 건설
• 오루로, 포토시, 수크레에 케이블카 건설 착수
• 6개의 국제공항 건설, 확장, 시설완비; 3개는 건설 중,
3개는 확장 및 시설 중
• 12개의 관광공항 건설, 확장, 시설완비; 5개 건설 완료 및
시설 완비, 7개 확장 및 시설 완비, 1개 사전타당성 조사
• 비리비루, 산타크루스에 HUB Intercontinental 공항
설치

자료: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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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볼리비아 국토개발의 주요 이슈
1) 교통 인프라
볼리비아는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낮은 인구밀도, 험준한 산악
그리고 홍수가 잦은 평원 등의 조건을 안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교통 인프라 또한 극복의 수단이 아닌 또 다른
방해요소가 되어왔다. 우선 볼리비아의 도로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으로
도로밀도는 0.07km/㎢ 그리고 도로포장률은 37.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4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오루로와 파타카마야 사이의 114km를
포함하여 200km 이하의 구간만이 개통된 상황이다. 도로 관리의 부실로
점점 열악해지는 볼리비아의 도로 인프라는 통행시간 증가와 연비 증가 등을
가져와 운송비용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표 2-10

연도

총 도로망
(km)

도로망과 노면의 종류

도로면(%)
총계(%)
포장

자갈

흙

1980

39,649

3.5

20.1

76.4

100.0

2015

87,746

12.1

34.6

53.0

99.7

자료: Contreras 2017,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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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볼리비아 도로망(2020)

자료: http://www.e-asfalto.com/redvialbolivia/bol00.jpg.

한편 볼리비아의 철도 인프라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서부선과 동부선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 볼리비아의 철도망은 국토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를 이루지 못한 노후화된 철도망이다. 볼리비아의
주요 철도망은 서부선인데 대부분이 189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건설되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주석 산업의 발전과 함께 건설이 시작된
서부선은 칠레의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와 아리카(Arica) 그리고

147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페루의 마타라니(Matarani) 등의 태평양 항구로 연결되어 있다. 서부선과
분리되어 산타크루스를 중심으로 1950년대에 건설된 동부선은 브라질의
코룸바(Corumbá)와 아르헨티나로 연결되어 있다. 볼리비아 혁명 이후
국유화된 볼리비아의 철도는 1996년 민영화 이후 대두와 광물 그리고
소비재 운송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의 승객 운송 비중은 버스
서비스에 밀려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7년 당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일부 민영화된 국영철도회사(Empresa Nacional de Ferrocarriles:
ENFE)의 국유화를 선언하였으며, 라파스·코차밤바·산타크루스를 연결하고,
태평양과 브라질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 통합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림 2-19

볼리비아의 철도망(2015)

자료: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7/Railways_in_Bolivia.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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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철도의 연평균 수송 승객의 수(1900~2015) (단위: 천 명)

3,000
2,464

2,500
2,000
1,548
1,500
1,051 1,021

1,706
1,450

1,111

1,000

1,138

1,045
749
390

500
-

101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100
-09 -19 -29 -39 -49 -59 -69 -79 -89 -99 -09 -15

자료: Contreras 2017, p.328.

현재 볼리비아의 교통 인프라는 해상진출로가 부재한 내륙국의 지위로
인해 국제 이동과 수출 운송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운송수단이
부족하고 건설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토 발전은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사회적 갈등: 인종, 계급, 그리고 지역
볼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파라과이 다음으로 가난한 국가이다. 특히
지난 20년간은 그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유례없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여전히 저발전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치적·제도적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볼리비아 사회의
불안정을 추동하는 원인으로는 인종적, 계급적 그리고 지역적 갈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갈등 속에 성장을 거듭한 사회운동은
정치세력화를 통한 운동의 제도화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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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은 사회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200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재선을 거듭하다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 끝에 퇴임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행정부를 선언하였다. 스페인의 식민 통치 끝에 독립하여 국가를
건국한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원주민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식민 통치 기간을 포함하여 볼리비아 역사상 원주민은
중심 세력은커녕 정치 세력화조차 이루지 못하였다. 1952년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지닌 볼리비아 혁명을 통해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성인의
보통선거권과 미완의 토지개혁 그리고 당시 최대의 산업이던 주석 광산의
국유화를 이루었을 뿐이다. 볼리비아의 민주주의는 천천히 완성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정치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원주민들과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원주민 간의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넘어 일상의 갈등으로 존재한다.
한편 남미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빈국으로서 볼리비아의 계급갈등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차코전쟁의 패배 이후 급진화된 볼리비아의 정치는
광산노동자, 원주민, 코카 재배 농민, 도시빈민 등의 조직화를 가져왔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 진행된 소위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의 반작용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 물전쟁과 가스전쟁으로 불리는 상수도 민영화
반대 투쟁과 천연가스산업 국유화 투쟁 등 시장개혁의 반작용으로 비롯된
사회운동은 에보 모랄레스 중심의 사회주의운동당(MAS)으로 결집되어
정권을 획득하게 된다. 소위 라틴아메리카 급진좌파 정당의 하나인 MAS는
볼리비아 정치의 주류가 되어 볼리비아 사회 변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상현 2010). 한편 지난 20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호황은
에보 모랄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좌파 정부가 보노 후아나 아수르두이(B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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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a Azurduy)와 렌타 디그니다드(Renta Dignidad)와 같은 조건부
현금이전 정책을 시행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은 빈곤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으로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천연가스와 광물자원의 국제가격은 높은 변동성을 지녀 안정적인 재정 및
복지정책의 유지를 어렵게 하며, 이러한 수출산업 구조는 국제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볼리비아 경제와 정치에 변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볼리비아 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은 지역 간의 갈등이다. 중앙과 지방,
고지대와 저지대, 광물 수출 지역과 농산품 수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지역갈등은 특히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이다.
볼리비아의 지역갈등은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확대를 목적으로 입안된 1994년
국민참여법(Law of Popular Participation) 통과를 계기로 본격화된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는 기존의 지역 간 갈등에 더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볼리비아의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에서 볼리비아 특유의 조직인
시민위원회(civic committee)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2년
볼리비아 혁명 이후 혁명 정권의 토지개혁을 포함한 개혁 요구에 반발하여
산타크루스 지역의 자본가(business class)를 중심으로 처음 결성된
시민위원회는 이후 집권한 군사독재 정권 시절(1964~1982)에 각 지역에서
정당을 대신하여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였다(Andean Information
Network, March 2, 2007). 이후 시민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보이며 볼리비아 각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1994년 국민참여법과 이로 인한 지방분권화는 시민위원회를 포함한
풀뿌리 조직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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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예산 그리고 프로젝트 감독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YanezPagans and Machicado-Salas 2014, 406). 이후 시민위원회는 코차밤바와
산타크루스에서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고, 산타크루스를 비롯한 저지대
주들의 분리독립운동을 추동하기도 했으며, 오루로에서는 지역 지분의
확대를 요구하며 리튬 생산시설의 건설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물론 국토개발
사업 특히 도로, 교량 등 인프라 공사와 관련하여 시민위원회와의 협의와
조정은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3) 국토부문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쟁점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반부 동안 원자재 붐에 힘입어 볼리비아는
유례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2004년 87억 7,000만 달러 수준이던
볼리비아의 국내총생산은 2016년 338억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1990년부터 2003년 기간 평균 2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부문에 의한 볼리비아의 인프라 투자는 2004년부터 2021년 기간 평균
6억 5,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원자재 붐으로 호황이 절정에
달했던 2011년과 2012년에는 볼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가
1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이러한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1992년 4.5%, 2021년 4.3% 규모로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국내총생산 대비 7% 수준과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규모이다(Barriga 2014, 9).
볼리비아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주체는 1)개발은행 또는 타 기관에
의해 구성된 다자기구, 2)볼리비아에 주재하는 외국기관에 의해 구성된
양자협력기구, 3)볼리비아에 주재하는 9개의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하여
유엔에 의해 구성된 조직, 4)선진국 기술협력 등 모두 네 그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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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창립국 중 하나인 볼리비아에 주재하는 9개의 유엔 산하 기구는 World
Bank, FAO, UNHCR, PAHO-WHO, WFP, UNDP, UNFPA, UNICEF
그리고 UNODC 등이며 UNIC, IFAD, IOM, UNIDO, UN Women 그리고
UNDSS 6개의 기구 또는 프로그램이 볼리비아에 존재한다. 또한 UNHCR,
IMF, HABITAT, ICAO, OCHA, OAS, ILO, WMO, UNAIDS, UNEP,
ITU, UNESCO 그리고 UNV 등의 유엔 조직들도 볼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다(Barriga 2014, 20).
표 2-11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Multilateral 184,1

볼리비아 유상원조 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62019

832

1099

219

250

295,5 443

486

574

582

659

985

894

1014

8514,3

bid 59,7

43,7

43

108,2 158,6

177

203

267,6

305

334,5 354,7 500,9 381

469,8

3406,7

CAF 81,5

145,8

172,5

139,9

229,9 241

304

240,6 276

288,4 368,3 478,8 319

378,9

3665

15,8

24,9

33,8

46,2

45,1

51,1

59,8

39,9

270

67,4

34,5

56,5

103,7

1,9

3,2

3,4

2,5

3

2,9

4,6

2,2

7,4

8,7

12,3

4,1

2,6

1,4

0,7

1,6

4,9

4,5

2

8,1

2,6

12

8,7

2,2

28,6

43,1

38,2

82,6

24,6

17,5

9,3

Banco Mundial 34
FIDA 1,8
FND 6,4
FONPLATA

0,3

17,9

BEI
OPEP 0,7

882,7
58

16,6

61,7

294,3
68

5,1

2,5

1,4

1,1

2,9

4,5

6,5

6,6

24,5

8,2

16,4

41,3

Bilateral 64,6

78,4

163

96,9

96,8

292

128

161

100

47,3

111

296

274

234

2142,3

China 9,9

35,7

4,7

84,4

118

160,2 86,1

31,6

98,5

162,1

234

173,2

1198,9

Venezuela 19,7

28,8

145,7

87

87,2

116

7,8

6,3

89,7

0,6

0,8

2,7

0,3

Brazil 22,4

5,8

492,6
5,4

129,6

Japón
Alemania 7,4

7,4

Francia 0,7

0,4

0,5

Corea del sur 4,5

7,7

4,7

Argentina
TOTAL 313,3 376

0,9

2

121,7

0,6

0,9

0,1

0,2

0,7

1,1

2,3

0,3

0,1

7,2

13,3

1,1

0,2

0,2

2,5

7,6

8,3

5,8

46,2

118,8

29,5

54,8

208,4

7,5

2,1

8,4

1,5

7
576

Privado(bonos
soberanos)

489,3 636

58,1
7

1069

829

904

500

500

859

1079

1053

1691
1000

1443 1482

12789,9
2000

자료: De la Cruz 2020,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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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적으 로 국 제원조 에 크 게 의존 해 온 볼리비아 는 소 위 후기
신자유주의(post-neoliberal) 시대로 규정되는 에보 모랄레스 정권 이후
국제개발협력 체계에 변화를 보여주었다(Peñaranda 2019). 첫 번째
변화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내총생산 및 공공예산 대비 국제원조
비중이 낮은 규모지만 축소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조 성격에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그리고 사회정책 부문의 경우, 정치적 조건이
없는 유상원조 비중이 확대되었다. 즉 공공투자의 경우, 2004년 66.4%에
달했던 차관 또는 원조의 비중이 2017년에 이르면 20.1%로 축소된다. 또한
20.1%에서 18.7%는 유상원조이고, 무상원조는 1.45%에 불과하다.
표 2-12

1987~1995

도로건설 투자와 투자자금 자료

1996~1998

1999~2000

2001~2005

총계

USD

%

USD

%

USD

%

USD

%

USD

내부

245

30

40

16

64

28

92

16

441

외부

571

70

205

84

166

72

499

84

1,441

총계

816

100

245

100

230

100

591

100

1,882

자료: Vásquez 2005; Contreras 2017, p.349 재인용.

세 번째, 원조 구성에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미국 영향력이 지배적인 원조 제공자로부터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실용적”
원조 제공자로 집중되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브라질·베네수엘라·중국 등
이른바 남-남 협력의 원조 체계 등장과 확대가 일어났다(De la Cruz 2020).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 중점 협력국인 볼리비아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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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우리나라의 대(對)볼리비아 총 지원 실적(총지출 기준, 백만불)

연도

1989~
2012
2011

유상

23.29

0

무상

8.46

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

6.25

11.75

6.83

6.17

2.07

8.33

3.6

7.85

10.96

8.87

11.5

12.52

14.42

15.13

8.46

자료: OECD Stats; odakorea.go.kr.

대한민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볼리비아 국가
발전 전략인 볼리비아애국어젠다2025(La Agenda Patriotica 2025) 및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2016~2020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보건 및 위생, 농촌개발, 교통, 에너지를 중점 협력 분야로 채택하였다. 특히
교통 분야의 경우, 교통체계 통합 발전 정책 수립 역량 강화 및 거점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 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표 2-14

보건위생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A) 중점 분야 기본 방향

• 체계적인 보건위생과 증거 기반 보건 서비스를 통한 효과적인 질병관리
및 대응
• 보편의료보장체계와 소외지역 보건 시스템을 통한 건강 불평등 해소
•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개발

농촌개발

• 관개시설 확충과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한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 농축산업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가소득 증대

교통

• 국토통합을 위한 교통체계 통합 발전 정책 수립 역량 강화
• 거점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운영, 관리 역량 강화
• 소수력 발전시설 구축 지원으로 전력 보급률 제고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련 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전력 생산 방식 다각화
및 국토균형발전
•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자료: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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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리비아 사례 및 이슈 분석: 라파스-엘알토
케이블카 사업 사례
1) 라파스-엘알토(La Paz-El Alto) 케이블카
미 텔레페리코(Mi Teleférico)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 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 시스템을 최초로
설치한 도시는 2004년 콜롬비아 메데인(Medellín)이다.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과 함께 도시의 지리적 특성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라틴아메리카 주요 도시에서 건설비용 측면으로 볼 때 가성비가 높은
케이블카 시스템은 이후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콜롬비아 칼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볼리비아의 라파스에서
도입되었다. 특히 라파스의 Mi Teleférico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시스템이다(Yañez-Pagans et al. 2018, 11).
Mi Teleférico는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스(La Paz)와 인근 주거 도시인
엘알토(El Alto)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케이블카 시스템이다.
인구 180만 명에 달하는 엘알토와 라파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안데스
고지대에 위치한다. 라파스는 해발 3,650m의 계곡에, 그리고 엘알토는 해발
4,070m의 고원에 위치해 있다. 라파스와 엘알토의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두
지역 간의 이동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라파스와 엘알토 자체의 교통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엘알토와 라파스를 오가는 44만 명에 달하는 통근
인구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미비는 다수의 원주민 인구가 거주하는 엘알토와 라파스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였다. 1987년에 시로 승격된 엘알토는 1950년대 인구
11만 명의 소도시에 불과했으나 2021년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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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라파스와 엘알토 내부 및 양 도시를 잇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볼리비아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도시인구의 29%가 빈곤 인구인 볼리비아에서 적합한 대중교통체계는 빈곤
감소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라파스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Mi Teleférico는 현재 길이 30km
이상이며 총 10개 라인 26개 역을 가진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볼리비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Mi Teleférico는 하루
사용자 35만 명 이상으로 흑자 전환되어 지속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은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2018년의 경우, Mi Teleférico는 58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대중교통 시스템 중에서
극히 드문 경우이다. Mi Teleférico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동시에 가장 고지에
설치된 케이블카 시스템이다.
표 2-15

Mi Teleférico 케이블카 사업 개요
Mi Teleférico 케이블카

1단계

건설비 234.6 백만 US 달러; 관리, 검사
및 토지수용 25 백만 US 달러

2단계

건설비 506 백만 US 달러

예산 규모

1단계: 2012~2014년(10km;
3개 라인; Red, Yellow, Green)
공사 및
개통 시기
2단계: 2014~2018년(21km;
추가 6개 라인; Blue, Orange,
White, Azure, Purple, Brown)

Red (2014)

US$ 54 million

Yellow (2014)

US$ 74 million

Green (2014)

US$ 80 million

Blue (2017)

US$ 75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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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Teleférico 케이블카

공사 및
개통 시기

2단계: 2014~2018년(21km;
추가 6개 라인; Blue, Orange,
White, Azure, Purple, Brown)

3단계: 현재(추가 2개 라인;
Silver, Gold)

Orange (2017)

US$ 66 million

White (2018)

US$ 60 million

Azure(2018)

US$ 81 million

Purple (2018)

US$ 91 million

Brown (2018)

n/a

Silver (2019)

US$ 56.5 million

Gold

n/a

자료: https://inclusiveinfra.gihub.org/case-studies/mi-teleferico-cable-car-bolivia/ 과 https://cdn.gihub.org/
umbraco/media/2435/case-studies.pdf 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Mi Teleférico 프로젝트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Mi Teleférico 사업은 2012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에 3개 라인을 개통한 1단계와 2014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7개
라인을 개통하고 1개 라인을 공사 중인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USD 2억 3,500만 달러와 5억 6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Mi Teleférico 프로젝트의 예산은 1단계와 2단계 일부의 경우, 국고로
충당되었으며, 3단계 실버라인 등의 경우 미주개발은행(IDB) 융자금이
활용되었다.
Mi Teleférico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중앙정부의 공공사업 서비스주택부
(Ministry of Public Works, Services and Housing)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오스트리아-스위스 기업인 Doppelmayr Garaventa 그룹이 시공하였다.
한편 Mi Teleférico는 국영기업으로 모두 48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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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및 한계 그리고 확산 가능성
라틴아메리카 도시 케이블카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메데인
사례에 따르면, 도시 케이블카 시스템은 도시 통합 및 현대화, 교통 접근성,
시민 특히 여성 치안 개선, 삶의 질 개선, 빈민의 취업 기회 확대 그리고
공해 물질 감소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Yañez-Pagans et al.
2018, 25). 우선, 메데인의 사례를 분석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메데인의
메트로카블레(Metrocable) 서비스는 범죄 감소에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
메트로카블레 서비스 인근 지역의 경우 서비스 이전인 2003년에 비해
공사를 마치고 서비스가 완성된 2008년에 살인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Yañez-Pagans et al. 2018, 25). 또 다른 연구(Bocarejo et al.
2014)에 따르면, 메데인의 메트로카블레는 고용접근성, 통행시간 및 비용
절약, 그리고 주택 가치에 영향을 주었는데, 메트로카블레 서비스 수혜
지역 주민은 주요 고용센터로의 접근이 용이해져서 고용 기회가 두 배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함께 볼리비아의 Mi Teleférico 또한 라틴아메리카
도시케이블 시스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Mi Teleférico는 시민들의 통행시간 단축을 가져왔다. Mi
Teleférico 1단계 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된 연구(Suárez-Alemán and
Serebrinsky 2017)에 따르면, Mi Teleférico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22%
단축되었다. 개인 수준에서 출발지와 종착지 사이의 통행시간을 비교하여
계량화한 이 연구는 Mi Teleférico 사업의 1단계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즉 3단계 사업의 종료로 Mi Teleférico
서비스 지역과 대상이 확대된 지금 통행시간은 더욱 단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Mi Teleférico 사례를 분석한 다른 연구(Martinez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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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에 따르면, Mi Teleférico 시스템은 수혜 지역 시민의 가구 단위 교통비
변화, 개인 시간 배분 결정,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 즉 Mi Teleférico
시스템으로 인해 시민들은 사적 교통체계보다는 대중교통체계에 더 많은
교통비용을 지불했으며, 개인 시간 배분에도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해
교육과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수입이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Mi Teleférico는 대중교통체계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시민들이 저렴하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통행시간 단축, 개인 시간 활용 다변화, 고용 확대 및 노동 수입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긍정적 효과는 범죄 감소,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와 함께 도시
간, 계층 간 그리고 인종 간 통합 확대로 이어져 도시개발의 모범적 사례의
하나가 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볼리비아의 Mi Teleférico 사례는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볼리비아의 Mi Teleférico는 라틴아메리카 도시개발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사례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도시화율 80%
수준으로 북미 다음으로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다. 유엔(United Nations
2014)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화는 2050년 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도시화는 충분한 경제성장을
수반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촌의 붕괴와 3차산업의 발달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이 때문에 고용, 빈곤, 교통,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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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범죄 등 다양한 도시·사회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도시화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2025년에는 도시인구가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볼리비아의 도시화는 라파스-엘알토, 코차밤바, 그리고 산타크루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1980년대 이후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된 엘알토는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가
중층적으로 발생한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라파스와 엘알토 지역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도입된 Mi Teleférico 사례는 앞서 살펴본
효과들로도 알 수 있듯이 고용, 빈곤, 교통, 주택, 환경, 범죄 등의 문제들을
동시에 완화해 줄 모범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 째, 중앙 정부 와 지방 정부 의 적극 적인 협력을 통 해 성공 적으 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이며, 이후 개발협력 자금 공여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볼리비아의 Mi Teleférico는 종종 부패로 얼룩졌던 국가 주도의
라틴아메리카 공공인프라 사업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중앙정부의
공공사업서비스주택부 주도하에 라파스와 엘알토 지방정부 및 시민조직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건설 후에도 국영기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Mi Teleférico 사례는 지방정부 및 시민조직과 효율적으로 협의하며 청렴하게
운영하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Mi
Teleférico 사례는 개발협력 자금 공여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된
사례이다. 즉 사업 초기가 아닌 이미 1단계의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후 공여된 개발협력 자금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흑자로 운영되는 Mi Teleférico 사례는 개발도상국 개발협력 자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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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Mi Teleférico는 원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도시개발
사례이다. Mi Teleférico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약자들이다. 즉 확장된
도시에서 열악한 교통환경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가장 기본적 권리의 하나인 자유로운 이동권을 제약받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할 때, Mi Teleférico 는 볼리비아의 어떤 인프라
사업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보편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이다.
넷째, 볼리비아의 다른 지역은 물론 여타의 개발도상국에도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다. 즉 케이블카 시스템은 물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부문
개발협력 사례로 다른 도시와 국가에도 적용할 만하다. 대부분이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은 고온과 병충해 등의 열악한
기후 조건을 피해 많은 경우 산악 또는 고지대를 주거공간으로 삼고 있다.
이런 연유로 영토의 대부분이 열대 또는 아열대에 속하는 라틴아메리카
주민들의 거주지도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대도시가
고지대에 위치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고지대라는 지리적 위치는 교통수단의
건설을 어렵게 한다. 또한 고지대라는 지리적 조건은 불완전 연소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비효율적 연비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카는 저렴한 건설비용, 친환경적 운영 등의 장점을 가진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유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국가 또는 도시에서 적용이
가능한 사례이다. 볼리비아의 경우에도 이미 오루로, 포토시, 수크레 등의
도시에 케이블카 건설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계획 중이다. 라파스-엘알토의
경험을 활용한 사례의 확산 및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를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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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국제 횡단 루트 건설사업 사례

1. 파라과이 국가 개관
그림 2-21

파라과이 지도

자료:LANIC. 2016. https://maps.lib.utexas.edu/
maps/cia16/paraguay_sm_2016.gif (2021년
7월 1일 검색).

그림 2-22

파라과이 지리적 특징

자료: World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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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두 배가량이다. 파라과이의 북쪽은
볼리비아와 마주하고 있으며, 남쪽과 서쪽은 아르헨티나와 접해 있다. 그리고
동쪽은 브라질과 맞닿아 있다. 파라과이는 중남미에서 볼리비아와 함께
유일하게 다른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내륙국이다.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물류 이동의 열악함은 파라과이 국토개발의 해묵은
숙제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확인되는데, 파라과이를 패망의 길로 이끈
삼국동맹전쟁8)은 바닷길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외교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볼리비아와 벌인 차코전쟁9)도 두 국가가 바닷길로 향하는
강을 두고 벌인 충돌이었다.
파라과이에서 바다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오래된 두 개의
루트 중 하나는 브라질로 향하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아르헨티나로 가는
방법이다. 이는 식민 시기에 스페인계 정복자들이 파라과이 지역에 가기 위해
택한 길과 거의 동일하다. 식민 시기 정복자들은 파라과이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두 개의 길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였다. 첫 번째 길은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 지역인 산타카타리나에서 쿠리치바를 지나 이구아수 폭포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라플라타강을 거슬러 올라가 파라과이강 혹은 파라나강으로 가는 길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라과이에서 대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아르헨티나 혹은 브라질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파라과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의 국가를 지나야
하는데, 그조차 안데스산맥에 가로막혀 있어 접근하기가 어렵다.
8) 삼 국동맹전쟁은 1864년부터 1870년까지 파라과이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삼국동맹과 벌인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파라과이는 인구의 대다수를 잃게 되었고, 특히 성인 남자들은 극소수만 남게 되었다.
9) 차코전쟁은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볼리비아가 태평양 연안을 칠레에 빼앗긴 후 대서양으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차코 지역을 두고 파라과이와 벌인 전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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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파라과이는 파라나강과 파라과이강 등의 큰 강을 끼고 있어 볼리비아
보다는 대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파라나강과
파라과이강은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라플라타강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두 강은 수량도 많고 수심도 깊은 편이어서 화물선이나 군함도 오갈 수 있다.
파라나강은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아스주에서 발원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을 따라 흐르다 파라과이강과 우루과이강을 만나 라플라타강을 이룬다.
파라나강은 남미에서 아마존강 다음으로 긴 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인
이타이푸 댐도 위치하고 있다. 파라과이강은 브라질의 마토그로소주에서
발원하여 파라과이 중심부를 가로질러 아순시온을 거쳐 아르헨티나의
코리엔테스에서 파라나강과 만난다.
위의 지도 [그림 2-21]을 보면,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파라과이강을 기준
으로 동부와 서부로 구분된다. 두 지역은 생태환경뿐 아니라 국토개발
정도 차이가 매우 크다. 동부 지역은 두 강(파라과이강과 파라나강)이 휘감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아열대 기후이며, 강수량이 풍부하다.
파라과이의 주요 도시는 수도인 아순시온을 비롯하여 제2의 도시인
시우다드델에스테까지 모두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총
14개의 주가 있다. 동부 지역에는 파라과이 전체 인구의 97%가 거주하고
있다(DGEEC 2019).
이에 비해 서부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걸쳐
있는 그란차코(Gran Chaco) 지역으로 덥고 건조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파라과이에서는 서쪽 지역을 차코 지방으로 부른다. 차코
지방은 미개발 지역으로 원주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를

169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중심으로 한 일부 도시에는 20세기 초 이주한 메노파10)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다. 차코 지방은 동쪽 지역에 비해 면적이 넓지만, 주는 3개에 불과하다.
차코 지방은 파라과이 국토개발정책에서 항상 소외되었는데, 특히
주변국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인 철도와 국도 건설에서는 배제되었다.
아 르헨티나 와 연결된 철도 는 아 순시온에서부터 엔카 르 나시온 까지
부설되었으며, 브라질과 연결된 국도는 아순시온에서 시우다드델에스테까지
개발되었다.
이처럼 두 지역의 개발 편차가 심한 것은 기후 등의 여러 조건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 통로인 파라과이강과 파라나강이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2. 파라과이 국토개발의 역사와 특징
1) 국토개발의 역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다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은 현재도 파라과이가
해외로 진출할 때 이용하는 주된 루트이다. 이 때문에 파라과이는 수출입을
위한 상품의 이동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안고 있다. 실제로 파라과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과 많은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물류
수송 루트의 불안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라과이 내륙을 지나
브라질 산토스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육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의
양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파라과이강을 시작으로 라플라타강을 지나
10) 메노파는 메노 시몬스를 따르는 개신교파로서 군대 징집을 거부하는 평화주의자들로서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독일계로 구소련을 거쳐 북미와 멕시코,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지에 정착하였다.
파라과이 정부는 황무지인 차코를 개발하기 위해 메노파의 이주를 받아들였다. 메노파들은 그들의 터전을
개척하였고 주로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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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으로 가는 루트는 기후에 따라 강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물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파라과이의 상품 수송 루트는 식민 시기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지만,
시기에 따라 운송수단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국토개발계획도 변화하였다.
운송수단에 따른 국토개발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식민 시기부터 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한 1855년까지다. 두 번째 시기는 철도가
부설된 1856년부터 국도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한 1961년까지다. 세 번째
시기는 철도 운영이 막을 내리고 국도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1962년부터
현재까지다.
식민 시기부터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 파라과이에서는 육로와 강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물류를 수송하였다. 생산지에서 파라과이강
혹은 파라나강까지는 육로를 통해 소달구지로 상품을 옮겼다. 강에 도달한
상품들은 주로 뗏목을 이용하여 수송하였다. 철도가 부설되면서 소달구지
역할은 주로 철도역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철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까지 연결되면서 뗏목의 기능도 약화되었다.
국도 부설 이후에는 철도 대신 차량을 통한 수송이 중심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국토개발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근대적인 국토개발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식민 시기를 제외한다면, 파라과이
국토개발정책은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철도의 시대’와
‘국도의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종단으로 부설되었으며, 후자는
횡단으로 건설되었다. ‘철도의 시대’(1856~1961년)는 국토를 수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종단 정책’으로 칭할 수 있으며, ‘국도의 시대’(1962년~현재)는 국토를
수평으로 개발하고 있기에 ‘횡단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구경모 2012). 이처럼
파라과이가 철도에서 국도로 국토개발정책을 바꾼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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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를 포괄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파라과이 상황에서 철도 운행을 유지하지
않은 채 국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파라과이는 해양과 접해 있지 않아 물류와 관련된 국토개발정책이 주변국
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역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의 정치·경제, 외교 상황에 따라 국토개발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철도에서 국도로 국토개발정책이 전환된 것도 바로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21세기 파라과이 국토개발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파라과이 국토개발정책은 브라질이
주도하고 있는 남미국가연합(Unasur)의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지리적 조건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로 인해 파라과이의 국토개발
정책은 교통 인프라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국토개발 정책이
철도에서 국도로 전환된 정치경제 및 외교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현재 파라과이 국토개발 상황을 남미인프라통합구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파라과이의 국토개발정책과 대외 관계
파라과이는 남미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국가들이 에워싸고
있어 ‘남미의 심장’으로 불린다. 파라과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로 총 세 개의 국가이다. 그중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정치·경제적으로 파라과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다. 이는 파라과이의 사회·문화,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동부 지역이 두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더불어 같은 역내 공동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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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볼리비아는 파라과이의 서부 지역, 즉 황무지에 가까운 차코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파라과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 또한
볼리비아는 안데스 권역의 국가들과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파라과이와
이질적인 부분이 많다. 게다가 볼리비아는 안데안공동시장(Comunidad
Andina, CAN) 회원국이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파라과이와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파라과이는 식민 시기에 같은 부왕령인 리오데라플라타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아르헨티나와 빈번하게 교류하였다. 20세기 중반 횡단 정책을 통해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보다 브라질과의 교류가 늘어났다. 특히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지역은 시우다드델에스테와 같은 대규모 상업도시 및 이타이푸
댐 건설, 이구아수 폭포 개발 등으로 양국의 인적·물적 자원이 붐비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그림 2-23

파라과이와 주변 국가들

자료: LANIC. 2010. https://maps.lib.utexas.edu/maps/americas/south_america_ref_2010.pdf (2021년 8월 25일
검색)의 지도를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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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아르헨티나 정책과 철도 개발: 종단 정책(1856~1961년)
파라과이 국토개발정책 변화는 대내외적 정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시작은 양당 정치 체제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삼국동맹전쟁 이후
파라과이에서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정당이 거의 동시에
창당되었다. 한 정당은 보수적 성향의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이며,
다른 정당은 진보적 성향의 리베랄당(Partido Liberal)이다. 이 두 정당은 현재
파라과이 양당 체제의 근간이다.
냉전에 접어들면서 두 정당의 대외 관계는 더욱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콜로라도당은 친미적인 성향으로 브라질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졌으며,
리베랄 당은 반미적인 성향으로 아르헨티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양당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외교적 성향은 파라과이 국토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세기 초 정권을 잡은 리베랄당은 수도인 아순시온(Asunción)에서
아르헨티나 국경도시인 포사다스(Posadas)를 잇는 철도를 통해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을 강화하였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이른 시기에 철도가 부설된 국가 중 하나이다. 파라과이에서는
1856년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1861년 아순시온 중앙역과 식물원을 잇는
철도가 처음 개통되었다. 그 후로 점차 지방으로 철로를 확장하여 비야리카까지
연결되었다.
바다가 없는 파라과이가 당시 주요 수출품인 목재와 마테 차(茶), 페티 그라인
(petit grain), 탄닌(tanin)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국내 노선으로 개통되었던 파라과이 철도는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을 위해 남쪽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국제선으로 확장된다.
이로써 파라과이의 수도와 아르헨티나의 수도를 남북으로 길게 잇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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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인 ‘종단 정책’이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10년 아르헨티나와 접한 파라과이의 국경도시
엔카르나시온(Encarnación)까지 철도 연장 공사를 위해 파라과이 중앙철도
(Ferrocarril Central del Paraguay: FCCP)에 투자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
의 국경도시인 파라과이의 엔카르나시온과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가 연결됨에
따라 마침내 두 국가의 수도를 잇는 철도가 1913년에 개통되었다.
이에 힘입어 리베랄당은 파라과이에서 오지에 해당하는 북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북부철로(Ferrocarriles del Norte) 계획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겼다. 이 계획은 북쪽 내륙 지역의 물자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북부철로는 남부의 철로와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2-24

파라과이 철도 노선

자료: US Government Office. 1947.(https://m.facebook.com/groups/170244296324454/(2021년 7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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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북부철로이며, 빨간색으로 표시
된 것은 남부철로이다. 남부철로는 수도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순수하게 철로
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북부철로는 파라과이강을 기준으로 모든 철로가
횡으로 뻗어 있다. 이는 북부 지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파라과이강을 이용하
여 아순시온과 남부철로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북부철로의 완공은 파라과이
물류 수송을 위한 ‘종단 정책’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다.
그러나 콜로라도 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파라과이의 국토개발정책은 철도
중심에서 국도 중심으로 전환된다. 특히 리베랄당이 1947년과 1959년에
일어난 두 번의 내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콜로라도당에 연달아 패함에
따라 철도를 기반으로 한 국토개발인 ‘종단 정책’은 막을 내리게 된다.
대신에 수도인 아순시온에서 시우다드델에스테(Ciudad del Este)까지
국도로 잇는 ‘횡단 정책’이 실시된다. 이 정책은 일명 ‘동진 정책(Marcha al
Este)’으로 불리며, 대외 정치경제 관계의 중심이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2) 친브라질 정책과 국도 개발: 횡단 정책(1962~현재)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두 국가 간의 주요한 교통수단은 아순시온에서
엔카르나시온을 종(縱)으로 잇는 철도였다. 그러나 콜로라도당의 집권과
두 번의 내전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간의 교역을 상징했던 ‘종단
정책’의 퇴보와 함께 브라질과의 교역을 상징하는 ‘횡단 정책’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였다. 이는 정치·외교적으로 친(親)아르헨티나에서 친(親)브라질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 브라질과의 본격적인 경제 교류 신호탄은
바로 시우다드델에스테의 건설과 국도개발이었다.
콜로라도당의 스트로에스네르는 국도 건설을 위해 파라과이-브라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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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위원회(La Comisión Mixta Paraguayo-Brasileña)를 발족하였다. 그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파라나강과 알토 파라나 주변을 조사하면서 브라질과
교역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직접 발견하였다. 그곳은 스트로에스네르의 이름
을 따서 스트로에스네르 항(Puerto Stroessner)으로 명명하였다. 이 도시의
이름은 스트로에스네르가 물러난 1989년에야 지금의 명칭인 시우다드델에스
테로 변경되었다.
그림 2-25

아순시온과 시우다드델에스테 국도 노선

자료: “ LANIC. 1998. https://maps.lib.utexas.edu/maps/americas/paraguay_rel98.jpg (2021년 7월 12일 검색)의
지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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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파라과이 정부는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기 위해 수도인 아순시온에서
코로넬오비에도를 거쳐 시우다드델에스테까지 약 330km를 잇는 ‘코르디예라
국도 계획(Plan Nacional Camino a la Cordillera)’을 수립하여 이듬해에
이 구간의 국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2-25]의 빨간색 선이
바로 ‘코르디예라 국도 계획’의 국도 건설 구간이다. 이 국도 건설 계획은
아순시온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여 ‘동진(東進) 정책(Marcha al
Este)’으로 명명되었다.
국도가 개발되면서 철도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도시들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리베랄당의 본거지이자 파라과이 제2의 도시였던 비야리카는 이
시기부터 침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구 5만 명의 소도시로 전락하였다.
철도 주변 도시들이 쇠퇴하는 가운데, 동․서 간의 국도 주변 도시들은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도시들로는 코로넬오비에도(Coronel
Oviedo)와 시우다드델에스테를 들 수 있다. 코로넬오비에도는 동·서와
남·북을 잇는 교통 요지로서 현재 인구 12만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파라과이
제2의 도시로 성장한 시우다드델에스테의 경우는 황무지에서 세계 3대
자유무역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현재 광역 인구를 포함하면 70만 명에
이른다.

3. 파라과이 국토개발의 주요 이슈
1) 교통 인프라
파라과이 국토개발의 특징은 교통 인프라 중심이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도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다가 없는 지리적 조건에다 역사적
질곡으로 인해 철도가 물류 수송 수단에서 배제되면서 파라과이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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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는 도로였다. 이러한 역사는 21세기 접어들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최근 파라과이 국토정책의 기본 목표는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그 전략으로서 수출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물류 수송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 및 구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경제사회개발기획청(STP)은 2014년 ‘파라과이 국가발전계획
2030(Plan Nacional de Desarollo Paraguay 2030)’을 발표하는데, 이
계획에는 주민 삶의 질 증진과 발전을 위한 3개의 목표와 12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 목표는 4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번 목표는
바로 파라과이 국토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3번 목표는 ‘세계 속의
파라과이(Inserción de Paraguay el el Mundo)’로 4개의 전략 중 2개의
전략(3.2, 3.3)11)이 국토개발정책과 관련이 있다.

(3.2) 국가 이미지 제고와 대외 교역, 투자 유치: 파라과이가 세계 속으
로 진입하기 위해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들은 주요 식량 수출 국가로서 자동차 부품과 같은 기술력
있는 상품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이 발전을 위해서, 파라과이의 입지
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12).

(3.3) 역내 경제로 통합: 파라과이 국토 시스템을 대외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파라과이강과 파라나강 수로의 효율적 체계와
11) Secretaría Técnica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STP). 2014.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https://www.stp.gov.py/pnd/wp-content/uploads/2014/12/pnd2030.pdf
(2021년 9월 7일 검색).
12)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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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항구 시스템과 육로 수송로 효율성
증대를 포함한다.13)

이 두 전략을 요약하자면, 파라과이는 농산품과 공산품 수출 증대를
위해 항구와 육로 시스템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는 주변국을
비롯한 역내 경제 공동체와의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실천으로서 육상 교통 효율성 증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에서 제시한 도로 정비 및 보수,
도로 및 교량 건설 등의 프로젝트와 연결된다([그림 2-26] 참고).
그림 2-26

파라과이 역대 정부의 도로포장(아스팔트)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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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PC. https://www.mopc.gov.py/index.php/rutas-py (2021년 9월 7일 검색).

13)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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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을 보면, ‘파라과이 국가발전계획 2030’과 연동된 교통 인프라
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비율이 오라시오 카르테스
(Horacio Cartes)가 집권한 2014년 시작하여 압도 베니테스(Abdo Benitez)
정부까지 급격하게 높아진 걸 볼 수 있다. ‘국가발전계획 2030’이 2014년 실
시되었기 때문에 도로포장(아스팔트)이 이 시기부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현 압도 베니테스 정부가 집권한 약 3년 동안의 도로포장 성과가
그 이전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스트로에스네르 정부의 35년 성
과를 뛰어넘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 정부가 파라과이 수출산업
성장을 위해 교통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은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14)과
연동되어 있다. ‘파라과이 국가발전계획 2030’에도 명시된 것처럼, 파라과이는
수출 증대를 위해 역내 공동체와의 물류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파라과이 국토개발이 단순히 국내의 교통망 확충을 넘어 역내
경제 공동체에 편입하는 데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라과이 내부의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자국 내의 물류 이동 기회를
증진해 줄 뿐 아니라 주변국과 다른 대륙으로 경제적 확장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을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입장에서도
파라과이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남미 전체로 봤을 때, 파라과이는
브라질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남미 인프라
통합에 길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서남부는 대두를 비롯한

14)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은 2000년 8월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1차 남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의 전
대통령인 카르도주와 남미 12개국 정상이 합의하여 시작되었으며 남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이상현 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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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곡물 생산지로 파라과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파라과이를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다면, 브라질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거대 시장으로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한층 용이하다.
1962년부터 시작된 파라과이의 횡단 정책은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결합되
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남
미인프라통합구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간 횡
단 루트 개선 사업(Ruta Transchaco)’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파라과이 건설교
통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의 다리 건설 사업’, ‘2번 국도 확장 사업’, ‘델에스테
광역도로 사업’, ‘차코 영웅 다리 건설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루트는 일명 동진 정책 아래 1962년에 ‘코르디예라 국도 계획’에 의해
완성된 2번 국도와 1965년에 개통한 우정의 다리(Puente Internacional de
la Amistad), 그리고 1970년에 개통한 산이그나시오데로욜라 다리 (Puente
Internacional San Ignacio de Loyola)를 포함하고 있다. 우정의 다리는 현
재까지 파라과이와 브라질을 잇는 유일한 다리이며, 산이그나시오데로율라
다리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현재 2번 국도 및 파
라과이와 두 국가를 잇는 다리는 남미 인프라통합구상과 함께 파라과이 건
설교통부의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어 국도 확장 및 새로운 교량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간 횡단 루트
건설 계획(Ruta Bioceánica)’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파라과이 건설교통부에
서 추진 중인 ‘대양 연결 다리 사업’, ‘대양 연결 도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루트는 프로젝트의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브라질에서 칠레까지 남
미를 횡으로 관통하여 태평양과 대서양, 즉 두 대양을 잇는 사업이다. 이 루
트는 파라과이의 서부 지역인 차코 지역을 관통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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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과이는 자국에서 가장 오지에 해당하는 서부지역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27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과 파라과이 교통인프라 구축 현황

자료: MOPC https://www.mopc.gov.py/ (2021년 7월 12일 검색).

[그림 2-27]을 보면, 남미인프라통합구상에 따른 파라과이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데, 국도와 교량 건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도는 파라과이 동서를 잇고 있으며 평행선의 형태이다. 동부
지역의 국도는 2번 국도이며, 서부 지역의 국도는 15번 국도이다. 그리고 9번
국도는 동, 서부 두 개의 국도를 상하로 연결하고 있다. 9번 국도 확장은
남미인프라통합구상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며, 파라과이 건설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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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은 총 3개이다. 2개는 브라질과 연결하는 다리이며, 1개는 아르헨티나
와 연결하는 교량이다. 파라과이의 프레지덴테프랑코와 브라질의 포스도이
구아수를 연결하는 다리는 기존의 다리인 우정의 다리가 파라과이와 브라
질 양국의 교역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우정의 다리에서 가까운 지역에 건설
하는 중이며 2번 국도와 연결된다. 파라과이의 카르멜로페랄타와 브라질의
푸에르토무리틴호를 잇는 다리는 파라과이 서부 지역의 15번 국도와 연결된
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의 아순시온과 아르헨티나의 클로린다를 연결하는
교량은 2번 국도의 서쪽 끝과 이어진다.

2) 국토부문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쟁점
파라과이의 국토개발 관련 주무 부처는 건설교통부(MOPC)이며, 이
부처의 주요 사업은 교통 인프라에 집중되고, 그 가운데서도 도로 및 교량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개의 주요 사업 중 90%에 해당하는 18개 사업이 도로 및 교량 건설,
도로 보수 및 유지를 위한 것이다. 나머지 2개 사업은 대중교통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Billetaje Electrónico)과 정부청사 건설사업(Edificios de
Gobierno)이다. 아순시온의 정부청사 건설을 제외하면, 건설교통부의 사업은
모두 교통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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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건설교통부 교통 인프라 관련 사업
사업명

사업대상 지역 및 구간

Corredor Vial Bioceánico
(대양 연결 도로 사업)
Costanera Sur
(아순시온 남부 강변도로 건설 사업)
Contador de Kilómetros Asfaltados
(아스팔트 포장 사업)
Proyecto Vial Tres Bocas
(삼각 교차로 건설 사업)
Rutas Nacionales y Departamentos
(국도, 지방도 체계화 사업)
Billetaje Electrónico
(대중교통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
Puente Héroes del Chaco
(차코 영웅 다리 건설 사업)
Corredor Vial Botánico
(보타니코 연결 도로 건설 사업)
Malla Sur Conectividad del Transporte
(남부 국도 개량 사업)
Habilitación y Mantenimineto Transchco
(트란스차코 개선 사업)
Defensa Costera Pilar
(필라르 강변도로 건설 사업)
Duplicación de la Ruta 2
(2번 국도 확장 사업)
Puente de la Integración
(통합의 다리 건설 사업)
Corredor de Exportación
(수출 도로 건설 사업)
Rehabilitación y Mantenimineto
(국도 정비 및 보수 사업)
Puente de la Biceánica
(대양 연결 다리 사업)
Corredores Agroindustriales
(농산업 도로 정비 및 보수 사업)
Corredor Metropolitano del Este
(델에스테 광역도로 사업)
Mejoramiento y Conservación
(국도 최적화 및 보수 사업)

자료: MOPC. https://www.mopc.gov.py/ (2021년 9월 2일 검색).

15번 국도
아순시온, 람바레
전국
센트랄주
전국
아순시온
호세팔콘-나나와
아순시온
산페드로-이타푸아
9번국도
필라르
2번국도
프랑코-이구아수
알토파라나-이타푸아
콜로라도-콘셉시온
페랄타-무르틴호
산페드로
델에스테-프랑코
누미-산후안
15)

15) 이 표는 파라과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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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을 보면, 교통인프라 사업 중에서도 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도로
유지 및 보수, 건설이 건설교통부의 국토개발 사업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교통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외한 교통 인프라 사업은 도로 유지 및 보수, 도로 및 교량 신규 건설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28

국도, 지방도 체계화 사업에 따른 파라과이의 도로망과 체계

자료: MOPC. https://www.mopc.gov.py/index.php/actualizacion-de-la-red-vial-de-rutas-nacionales-delparaguay (2021년 8월 23일 검색).

186

제8장 파라과이: 국제 횡단 루트 건설 사례

[그림 2-28]16)에서 보듯이, 건설교통부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분류법’에
의거하여 관련 시행령(Resolución N° 1090/19)을 2019년 의결하여 국도를
12개 노선에서 22개 노선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지방도는 2020년
건설교통부 시행령(Resolución N° 600/20)에 따라 96개의 지방도로
개편하였으며, 총연장은 7,743km이다.
‘9번 국도 개선 사업’, ‘남부 국도 개량 사업’과 ‘국도 정비 및 보수 사업’,
‘국도 최적화 및 보수 사업’은 사업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주민의 접근성
강화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9번 국도 개선 사업’은 파라과이에서 낙후된 차코 지역을 동부 지역과
연결하는 9번 국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파라과이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개발은행(CAF)으로부터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남부 국도 개량 사업’은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
하고 있다. 도로 정비 지역은 산페드로(San Pedro)와 카아구아수(Caaguazú),
카닌데유(Canindeyú), 미시오네스(Misiones), 이타푸아(Itapúa) 총 5개 주이다.
‘국도 정비 및 보수 사업’은 포소콜로라도(Pozo Colorado)와 콘셉시온
(Concepción)을 잇는 5번 국도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정비 사업을
통해 차코 지역 생산물이 브라질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업 도로 정비 및 보수 사업’은 국도 22번에 위치한 도시인 산파블로
(San Pablo), 볼렌담(Volendam), 비야델로사리오(Villa Del Rosario)를

16) 이 지도는 기본적으로 2016년 제정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분류법(Ley Nº 5552)’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국도는 2019년 건설교통부 시행령(Resolución N° 1090/19) 기준이며, 지방도는 2020년 건설교통부
시행령(Resolución N° 600/20)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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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도로를 보수, 정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도로가 지나는 도시들이
목축과 낙농업이 발달해 일명 ‘우유 도로(Ruta de la leche)’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업은 미주개발은행(IDB)으로부터 2억 3,5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국도 최적화 및 보수 사업’은 누미(Ñumi)와 산후안네포무세뇨(San Juan
Nepomuceno)를 연결하는 지방도를 정비, 보수하는 사업이다. 두 지역을
잇는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은 미주개발은행(IDB)으로부터 약 3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도로 및 교량 신규 건설 사업은 국내 도로 건설과 국외 연결 도로 및 교량
건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 도로 건설 사업은 총 6개로 ‘아순시온 남부
강변도로 건설 사업’, ‘삼각 교차로 건설 사업’, ‘보타니코 연결 도로 건설
사업’, ‘필라르 강변도로 건설 사업’, ‘수출 도로 건설 사업’, ‘농산업 도로 건설
사업’이 있다.
‘아순시온 남부 강변도로 건설 사업’은 아순시온 항구부터 남쪽의 람바레
(Lambare) 언덕까지 이어지는 파라과이강을 따라 7.6km의 강변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아순시온 항구부터 북동쪽으로는 이미 2012년에
강변도로가 완공되었다. 아순시온 남부 강변도로는 완성된 강변도로와
연결되어 아순시온 강변의 저지대를 수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겸할
예정이다.
‘삼각 교차로 건설 사업’은 매일 4만 5,000대의 차량으로 혼잡을 빚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삼각 교차로의
건설로 아순시온 남동쪽에 위치한 위성도시인 페르난도데라모라(Fernando
de la Mora)와 비야엘리사(Villa Elisa), 녬브(Ñemby), 산안토니오(San
Antonio)시의 교통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 사업을 위해 대만은 2,400만

188

제8장 파라과이: 국제 횡단 루트 건설 사례

달러를 무상원조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보타니코 연결 도로 건설 사업’은 아순시온 북동쪽에 위치하는 위성도시
인 루케(Luque)와 림피오(Limpio), 마리아노로케아론소(Mariano Roque
Alonso)를 오가는 차량이 매일 4만 대 이상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
획되었다. 이 사업을 위해 총 약 6,500만 달러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며, 사업
비는 파라과이 정부와 남미공동시장 구조조정기금(FOCEM)의 지원으로 마
련되었다.
‘필라르 강변도로 건설 사업’은 홍수 예방과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계획
되었다. 사업 대상인 필라르(Pilar)는 파라과이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로 파라과이 강과 넴부쿠(Ñeembucú) 하천이 만나는 곳이다. 이 도시는
두 강으로 인해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대비책으로서 강변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출도로 건설 사업’은 파라과이 동부 지역의 농산물과 각종 물류가 원활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7번 국
도인 로스 세드랄레스(Los Cedrales)와 나탈리오(Natalio)를 잇는 프로젝트
로서 브라질 국경과 마주하면서 파라나강을 따라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구
간이다. 또한 이 사업은 파라과이 남동부 지역인 알토파라나(Alto Paraná)주
와 아타푸아(Itapúa)주를 연결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국제협력단(JICA)과 야치오 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도로의 총연장은 143.2km이며, 한국의
일성기업이 제3구간(46.7km)인 리오냐쿤다이(Río Ñacunday)와 로스세드랄
레스(Los Cedrales) 구간의 건설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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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을 연결하는 도로 및 교량 건설은 다양한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남미인프라통합구상에 따라 크게 두 개의 프로젝트로 연결 지을 수 있다. 먼저
‘파라과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간 횡단 루트 개선 사업(Ruta Transchaco)’
에는 ‘통합의 다리 건설 사업’, ‘2번 국도 확장 사업’, ‘델에스테 광역도로
사업’ ‘차코 영웅 다리 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간 횡단 루트 건설 계획(Ruta Bioceánica)’은 ‘대양 연결
다리 사업’, ‘대양 연결 도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장 사례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 파라과이 사례 및 이슈 분석: 국제 횡단 루트 건설 사업
1)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횡단 루트 건설 사업
(Ruta Transchaco)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간 횡단 루트 건설 사업은 남미인프라 통합
구상의 ‘남회귀선 허브: 제3그룹 아순시온-파라나과’ 계획과 ‘남회귀선 허브:
제1그룹 안토파가스타스-파소데자마 – 주주이 – 레시스텐시아 – 포르모사
– 아순시온’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파라과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총3개다.
[그림 2-29]의 빨간색 선은 파라과이와 관계된 횡단 루트 사업을 표시한
것으로 총 세 건이 노란 박스로 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사업은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지역이며,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의 공식 사업 명칭은 ‘파라과이-브라질
통합 지역의 푸에르토프레지덴테 프랑코-포르토메이라 신교량(Nuevo
Puente Puerto Presidente Franco-Porto Meira, con Area de Control
Integrado Paraguay-Brasil)’ 건설이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을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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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8,300만 달러이며, 재원은 이타이푸
비나시오날(Itaipú Binacional)에서 충당한다. 다리의 길이는 760m이며,
높이는 120m이다.
그림 2-29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횡단 루트 개선 사업

자료: COSIPLAN. http://www.cosiplan.org/proyectos/detalle_proyecto.aspx?h=137 (2021년 7월 12일 검색).

통합의 다리 건설 지점은 [그림 2-29]에서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곳이다. 새
로운 교량은 기존의 교량인 우정의 다리(시우다드델에스테-포스두이구아수)
보다 남쪽인 트레스프론데라스(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삼국의 국경)
에 위치하고 있다. 새로운 교량은 ‘통합의 다리(Puente Internacional de la
Integración)’로 명명되었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미인프라통합구상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파라과이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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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번 국도와 통합의 다리를 연결하는 ‘델에스테 광역도로 사업
(Corredor Metropolitano del Este)’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30]에서는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굵은 선이다. 이 도로는 새로운 교량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우다드델에스테를 가로지르지 않고 외곽 순환도로로
건설 중이다. 파라과이는 이 사업을 위해 중남미개발은행(CAF)로부터 2억
1,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그림 2-30

델에스테 광역도로 사업 계획

자료 Ultimahora. 2019. https://www.ultimahora.com/mopc-sigue-definir-financiacion-total-del-acceso-alsegundo-puente-n2824478.html (2021년 9월 17일 검색)의 지도를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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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2번 국도의 현재 모습(좌)과 사업 이후 모습(우)

자료: //www.stp.gov.py/v1/stp-da-luz-verde-a-ruta-2-y-7-para-llamado-a-licitacion/ (2021년 7월 22일 검색).
.

두 번째 사업은 [그림 2-30]에서 아순시온부터 시우다드델에스테까지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으로 현재 파라과이 국도 번호 표기상 2번
국도17)와 일치한다. 이 사업의 남미인프라통합구상 공식 명칭은 ‘2번과 7번
국도(아순시온-시우다드델에스테) 개선(Concesión Mejoramiento de Las
Rutas N° 2 Y 7 (Asunción - Ciuda del Este)’이다. 현재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매우 협소하고 위험하여 왕복 4차선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국도의 기본적인 디자인 작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도움을 줬다.
17) 남미인프라통합구상 계획 당시에는 아순시온과 시우다드델에스테까지의 국도가 2번(아순시온-코로넬
오비에도)과 7번(코로넬 오비에도-시우다드델에스테)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9년 파라과이가 국도
명칭을 정리하면서 2번으로 통일하였다. 지도상에는 2와 7번 국도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2번
국도로 명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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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국도는 파라과이 물류의 70%를 담당하는 대동맥과 같은 곳임에도 불
구하고 [그림 2-31]에서 보듯이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폭도 협소하다. 2번 국
도는 그 중요성에 비해 1962년 코르디예라 국도 계획에 의해 건설된 이후로
전면적 보수 및 확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파라과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을 ‘2번 국도 확장 사업(Duplicación de la Ruta 2)’으로 칭하고 있으
며, 지금의 도로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총 건설 길이는
183km로 2번 국도 전체 길이의 약 60%에 해당한다. 총 건설비용은 5억 달러
이며, 스페인 기업(Sacry), 포르투갈 기업(Mota Engil), 파라과이 기업(Ocho
A)이 각각 6:2:2의 비율로 투자하였다.
세 번째 사업은 지도에서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지역이며, 남미인프라
통합구상의 공식 명칭은 ‘아순시온-클로린다 연결 최적화 (Optimazaóncion
del Nodo Clorinda–Asunción)’ 사업이다. 이 사업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국경을 연결하는 기존의 팔콘 교량이 우회하고 있어, 이를 직선화할
계획으로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메트로폴리탄에 속하는 이타엔라마다와
람바레, 아르헨티나의 푸에르토클로린다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파라과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을 ‘차코 영웅 다리 건설 사업(Puente
Héroes del Chaco)’으로 칭하고 있다. 이 다리는 2번 국도뿐 아니라 9번
국도와도 연결된다. 건설 비용은 1억 2,500만 달러이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횡단 루트 건설 사업
(Ruta Bioceánica)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간 횡단 루트 건설 사업은 남미인프라
통합구상의 ‘중부대양간 허브: 제1그룹 칠레-볼리비아-파라과이-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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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 포함된 계획이다. 원래의 계획은 2018년 볼리비아를 거쳐 칠레로
연결하려 했으나, 아르헨티나를 가로질러 칠레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파라과이와 관계된 사업은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을 가로질러
흐르는 파라과이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 건설과 국도 정비 및 건설 2건이
있다. 교량은 올해 내로 건설할 예정이며, 국도는 이미 정비 및 보수, 건설
중이다.
첫 번째는 ‘대양 연결 다리 사업(Puente de la Biceánica)’으로 알토
파라과이(Alto Paraguay)의 카르멜로페랄타(Carmelo Peralt)와 브라질
마토그로소도술(Matto Grosso do Sul)의 포르토무르틴호(Porto Murtinho)
사이의 파라과이강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교량은 곧 착공 예정으로
완공된다면, 건설 중인 두 번째 다리에 이어 파라과이와 브라질 국경 사이의
세 번째 다리가 된다. 이 교량의 총 길이는 1,300m이며, 건설비는 약 9,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2

파라과이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횡단 루트

자료: Ultimahora. 2018. https://www.ultimahora.com/brasil-da-acuerdo-puente-carmelo-peralta-y-puertomurtinho-n1137353.html (2021년 7월 22일 검색) 의 지도를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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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대양 연결 도로 사업(Corredor Vial Bioceánico)’이다. 이 도로는
파라과이의 15번 국도에 해당된다. [그림 2-32]에서 보면, 브라질에서 칠레까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파라과이 쪽에 집중되어
있다. 연두색 표시 구간은 이미 아스팔트가 깔린 구간이며, 교량 건설 및 도로를
정비해야 하는 구간은 파라과이의 두 곳(주황색과 파란색 표시선)과 아르헨티나
한 곳(빨간색 표시선)이 있다. 국도 정비 계획은 카르멜로 페랄타-로마플라타
구간 277km와 마리스칼에스티가리비아 -포조혼도 구간 227km이다. 공사를
위한 재원은 플라타강유역개발금융기금공사(Fonplata)로부터 약 3억 5,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마련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파라과이 국토개발정책의 특징은 교통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정책이 주변국의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파라과이가 대양으로 진출할 수 없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를 낀
주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파라과이가 독립 이후에 겪은 두 번의
큰 전쟁도 바로 해상진출로 확보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파라과이가 취한 횡단정책은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반쪽짜리’에 불과하였다. 브라질에 편중된 국도 개발로 인해
파라과이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발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최근
교통 인프라 중심의 국토개발정책은 ‘파라과이 국가발전계획 2030’과
남미인프라통합구상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근래 몇 년간 빛을 발하고
있다. 그 사례가 바로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간 횡단 루트 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파라과이 정부는 가장 낙후된 차코 지역의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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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간 횡단 루트 건설 사업’은 파라과이의
주요 교역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잇는 교량을 추가함으로써 교역을 증
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양국이 우정의 다리
하나로 반세기 이상 교역한 것은 무모함에 가깝다. 실제로 파라과이의 수출업
체들은 우정의 다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이처럼 파라과이의 국토개발정책 특징과 최근의 상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을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파라과이는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남미의 두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자리해 있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볼리비아보다 지리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먼저 파라과이는 볼리비아와 달리 전 국토가 평지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용이하다. 또한 지리적으로 두 대양을 가장
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간 횡단 루트 건설 사업’에서 볼리비아가 빠지고 아르헨티나가 들어간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주요 생산 거점이 파라과이와
인접하고 있어서 볼리비아보다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상파울루는 자국 내의 웬만한 도시보다 파라과이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해 볼리비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중심 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의 주요 수출입 농산물인 대두나 콩, 소의 생산지가
서로 인접해 있어 교역에 유리하다. 이처럼 파라과이는 교통 인프라로 남미를
통합하는 데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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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기적으로는 교통 인프라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도로는
단기적으로 비용 대비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철도와 항공, 선박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라과이는 무더운 날씨와 폭우로 인해 아스팔트에 굴곡이
생기거나 구멍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도로가 쉽게 파손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협소하여 물류
이동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도로를 보완할 교통 인프라로서 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도는 1960년대 이전까지 운행했었기 때문에 기존의 철로를 이용한다
면 도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물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미인프라통
합구상에도 철도를 통해 두 대양을 연결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현 불가
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본 바대로 파라과이와 주변국들은 국토개발정책과 역내
공동체 강화를 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교통과 토목
분야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활동하기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처럼
규제가 강하지 않은 파라과이를 교두보 삼는다면, 주변국들로의 진출이 용이할
것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일성건설이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파라과이에서 국도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사례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남미에 진출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198

참고문헌

참고문헌
구경모. 2 012.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대립에 따른 파라과이 국토개발정책의
변화. 이베로아메리카 14(1): 1-20.
이상현 편
 . 2014.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lasifica Y Categoriza las Rutas Nacionales, Departamentales y
Vecinales. 2016. LEY N° 5552.
https://www.bacn.gov.py/leyes-paraguayas/4531/clasifica-ycategoriza-las-rutas-nacionales-departamentales-y-vecinales
(2021년 8월 23일 검색).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9. PARAGUAY: Proyecciones de
población nacional, áreas urbana y rural, por sexo y edad, 2019.
Asunción: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LANIC . 1998. htt ps://maps.lib.utexas.edu/maps/americas/
paraguay_rel98.jpg (2021년 7월 12일 검색).
2010.
https://maps.lib.utexas.edu/maps/americas/south_america_
ref_2010.pdf (2021년 8월 25일 검색).
2016.
https://maps.lib.utexas.edu/maps/cia16/paraguay_sm_2016.gif
(2021년 7월 1일 검색).
STP. 2014.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https://www.stp.gov.py/pnd/wp-content/uploads/2014/12/

199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pnd2030.pdf (2021년 9월 7일 검색).
Ultimahora. 2018. https://www.ultimahora.com/brasil-da-acuerdopuente-carmelo-peralta-y-puerto-murtinho-n1137353.html (2021년
7월 22일 검색).
Ultimahora. 2019. https://www.ultimahora.com/mopc-sigue-definirfinanciacion-total-del-acceso-al-segundo-puente-n2824478.html
(2021년 9월 17일 검색).
US Go v e r n m e n t O f f i c e . 1 9 4 7 . h t t p s: //m . f a c e b o o k . c o m /
groups/170244296324454/ (2021년 7월 12일 검색).

200

제9장 페루: 고지대 농촌개발사업 사례

9

페루:
고지대 농촌개발사업 사례

1. 페루 국가 개관
그림 2-33

페루 지도

그림 2-34

페루 지리적 특징

자료: World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페루는 128만 5,216㎢에 달하는 국토 면적을 가진,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이다. 국토는 생태·지리적으로는 해안지대(costa)와 안데스산맥의
고지대(sierra),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포함한 저지대(selva)로 구분된다.
해안 지역은 페루 국토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며, 특히 태평양 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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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한 수도 리마(Lima)를 포함, 인근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안사막 지형으로 홈볼트해의 영향을
받아 건조한 기후가 주로 나타난다. 고산 지역은 안데스산맥에 위치하고
국토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기와 건기가 구분된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는 쿠스코(Cuzco)로 인구의 약 35%가 거주한다. 인종적으로
원주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아마존 분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성 기후이며 이키토스(Iquitos)를 중심으로 페루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약 12%만 거주하고 있다(https://
en.wikipedia.org/wiki/Climate_of_Peru 2021년 7월 9일 검색).
한편 페루는 지형 및 기후의 다양성으로 인해 식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태평양을 접하고 있어 해양자원도 풍부하다. 이
때문에 페루 경제의 주요 산업은 다양한 천연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독립 이후엔 태평양의 조류들이 서식지에 남긴 배설물의 퇴적과 석회화로
만들어진 구아노가 주요 수출 상품이었다. 구아노는 고농도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최상의 비료로 수출되었고, 독립 직후부터 1860년대까지 페루 정부
세수입의 80%는 구아노 수출로부터 얻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페루
경제발전을 이끈 것은 구리18)와 같은 산업금속 및 석유19)이다. 농업 또한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수출 붐을 타고 생산이 급증했는데 주로
해안지대의 사탕수수 및 면화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했다.
20세기 이후에도 지속해서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18) 1901년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시작함에 따라 구리 생산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고산지대 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구리 산업의 소유권은 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있는 구조였다(Skidmore·Smith·Green).
19) 석 유 채굴은 특히 1차 세계대전 동안 확대되어 1930년경 석유는 페루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다.
석유산업 또한 대부분 미국인의 소유였고 1913년 스탠더드 오일의 캐나다 자회사인 IPC(International
Petroleum Company)가 주요 유전의 개발권을 획득했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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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도와 취약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는데, 주로 해안 지역에는
자본집약적인 ‘근대적’ 산업이 집중되어 있었고, 고지대의 경우 노동집약적인
‘전통적’ 부문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상호 연결성이 낮아 발전 격차뿐만 아니라 인종적·문화적 차이 또한 더욱
심화되었다(Jan K. Black 2012; Thomas E. Skidmore, Peter H. Smith &
James N. Green 2014).
페루에서 국가 주도 근대화 발전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1960년대 말경에 이뤄졌다. 1968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벨라스코
군사정권은 자원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높이고, 1950년대 이후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던 토지 분배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토 및
국민 통합에 기반한 근대화 발전을 추진했다. 특히 산업화와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민족주의적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IPC
(International Petroleum Company)를 국유화하고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페루(Petroperú)를 설립했다. 그러나 벨라스코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통적인 경제 엘리트의 반발과 함께 기존 노조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했다.
또한 대외적 환경도 부정적이었는데 설탕과 구리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외채가 급증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등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위기 상황에 처했다. 또한 급진적이었던 농지
및 농업개혁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농촌 지역의 저개발과 빈곤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980년 민주주의로 이행한 페루는 동시에 남부 고지대에서
무장봉기한 무장혁명 단체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의 활동으로
1980년대 내내 사실상의 내전 상태를 경험했다. 이와 더불어 1985년 집권한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대통령의 경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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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경에는 물가상승률이 네 자릿수 이상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태에 직면했다.
페루의 정치·경제는 1990년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일본계인 후지모리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 목표를 하이퍼인플레이션 진정, 재정적자 해소, 외채 문제 해결에 두고 급
격한 안정화 및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을 통해 외
국인 투자 장벽을 철폐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1990년 이후 페루는 친시장적 개방정책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 및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및
개발협력사업 또한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안과 고지
대, 저지대 간의 불균등한 개발,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격차, 빈곤, 경제적 불평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루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
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
다. 2011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목표로 ‘페루
200년 계획 2021(The Bicentenary Plan)’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동 계획의 종료를 앞두고 국가전략기획센터(Centro Nacional
de Planeamiento Estratégico: CEPLAN)의 산하 기관인 국민합의포럼
(Acuerdo Nacional)이 ‘페루 비전 2050(Visión del Perú al 2050)’을 발표하
였다. 이는 2050년까지의 국가개발계획 토대가 되며,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페루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 CEPLAN 관계자가 포럼을
통해 승인했다(KOICA 2020 26, 32). 페루의 현재 국토 발전 또한 국가발전
전략의 틀 내에서 기획되고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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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루 국토개발의 역사와 특징
1) 페루의 국토개발계획
페루의 국토개발은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페루 200년 계획’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페루의 국토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또한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페루는 상이한 환경적 조건을 갖는 세 지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과거 페루의 국토개발은
특정 지역에 기반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정책의 수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프로그램이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12월 CEPLAN의 주도로 ‘국토개발의 미래 비전(Visión de
Futuro del Desarrollo Territorial)’이 제안되었다. [그림 2-35]에서 보듯이
'국토개발의 미래 비전' 시스템은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고 농촌과
도시의 공간적, 기능적 연관성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205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그림 2-35

‘국토개발을 위한 미래 비전’ 시스템

개별주제 및 절차
프로그램

CEPLAN

부문들

지방정부 조직들
대학들, 산업부문
기업들, 기타 기관들

도시 중심 princ. 개발기업
(중소기업활성화, 연계성)
혁신, 기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CITES.
전문가, 기업가 및 비즈니스 조직

지방정부
통합적 영토
개발을 위한
planficac영역

프로그램

발전 비전
절차

경제 회랑

CEPLAN계획

농촌과의 관계
환경과 사회의 위험 영향 고려
도시 개발 프로그램
농촌과 도시, 서비스 연결

화물 및 여객 터미널 등
운송 조직 연계
도시의 발전과 생산 지역 연계
환경과 사회의 위험 영향 고려

북부-중앙-남부 통한 영토
개발을 위한 계획 영역
지방정부
조직 및 기관들

경쟁적이고 더 평등한 영역
농목축의 생산성 수렴
생산사슬 연계,
제조업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광업

생산적인 직업 - RRNN - ZEE

능력 배양

경제 인프라

환경 조건 및 위험
관련 활동

생산자 단체
지역의 차이점: 경쟁, 빈곤
및 기타. 차별화된 정책

기관
IDH

프로그램

자료: CEPLAN 2011b, p.212.

‘국토개발의 미래 비전’은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지방 단위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 및 환경적 현황과 특징을 진단하고
하위 구역들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를
중앙-지역-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동안의 페루
국토개발계획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페루는 국토개발계획을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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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국제기구들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개발협력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토개발의 미래 비전’에도 반영되어 민간 부문과의 협력에 다양한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협력 NGO들을 포함시키고 있다20).
그림 2-36

페루 종합국토개발계획 지역 구분

I. 북부 농산업, 어업, 관광 구역

V. 중부 광업, 농목축-임업 구역

IX. 밀림 고지대 남부 구역

II. 중부 농산업, 어업 구역

VI. 남부 광업, 농목축-임업, 관광 구역

X. 북부 생물다양성-삼림, 구역

III. 남부 농업, 어업 구역

VII. 밀림 고지대 북부 구역

XI. 중부 생물다양성-삼림, 탄화수소 구역

IV. 북부 광업-농목축-임업 구역

VIII. 밀림 고지대 중부 구역

XII.남부 생물다양성-삼림 구역

자료: CEPLAN 2011b 177, p.185.

20)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페루의 경우 2016년 4월 파리에서 열린 OECD의 지역개발정책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RDPC)의 회의에 참석하여 동 위원회의 국가국토개발전략을 자문받는
등 국제기구의 기술적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페루의 국가발전계획과 국토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세부
부문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큰 틀은 국제개발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1990년대 후지모리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이후 최근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후 살펴볼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페루 국제협력기구(Agencia Peruan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APCI)에 등록된 NGO들과의
개발협력 중 농촌개발은 16.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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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의 미래 비전’에 따르면, 2021년까지 페루 국토개발의 중장기
목표는 ①사회적, 영토적 불평등 극복, ②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분권화와
지역화 과정 지원, ③포괄적(영토) 지침 및 조치로 부문별 개발 비전을
극복하고 통합적 개발 지향, ④필요한 경우 지역 및 지방정부가 직접 참여해
외부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는 국내시장, 생산성,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 지원,
⑤식량 안보의 최우선성, ⑥천연자원, 특히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촉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⑦영토적·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다(CEPLAN
2011b, 174).
통합적인 국토개발을 위한 전략으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하위 구역 설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IIRSA 프로세스를 국내에
활용하여 해안-고산-저지대를 잇는 교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2-36]에서 보듯이, 아마존-북부, 아마존-중앙 및 페루-브라질-볼리비아를
횡단으로 연결하는 IIRSA 프로세스에 따르면 페루 국토는 일차적으로
횡단축을 중심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진다21). 또한 IIRSA의 안데스
회랑, 범미주-해안 회랑, 고지대 및 저지대 회랑은 국토를 종단으로 연결하며
하위 지역을 구성하기 때문에 IIRSA 프로세스는 횡단축과 종단축을 따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하위 지방 단위 구역을 만든다. 이를
활용해 국토를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국내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여 영토 불균형을 극복하며 나아가 국경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CEPLAN 2011b, 175-176). 또한 서로

21) 북 부는 툼베스(Tumbes), 피우라(Piura), 람바예케(Lambayeque), 트루히요(Trujillo), 카하마르카
(Cajamarca), 아마조나스(Amazonas), 산마르틴(San Martín) 및 로레토(Loreto); 중부 지역은
앙카쉬(Áncash), 리마(Lima), 후닌(Junín), 파스코(Pasco), 우아누코(Huánuco), 우카얄리(Ucayali); 남부는
이카(Ica), 아야쿠초(Ayacucho), 우안카벨리카(Huancavelica), 아레키파(Arequipa), 쿠스코( Cusco),
푸노(Puno), 모케구아(Moquegua), 타크나(Tacna) 및 마드레데디오스(Madre de Dio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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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제 생산구조22)를 갖는 지역들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시스템에 맞춰 구역들을 나누고 각각의 특징에 따른 세부
개발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Ibid., 182-183). 페루는 수도 리마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 특히 고지대와 저지대의 농촌 지역 개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페루의 국토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지역
불평등의 해소와 빈곤 퇴치를 농촌 지역 개발의 맥락에서 검토한다.

2) 국토개발전략의 변화와 지역 간 불평등
페루의 지리적·경제적 특성은 불균형적인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표
2-17]에서 보듯이, 페루는 서로 다른 지형과 기후에 따른 식생, 해양, 광물,
삼림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매우 큰 국가이다.
표 2-17
지역

페루의 환경 특성 및 자연적 지역에 따른 생산

지리・생태적 특징
열대 태평양 사막
아열대 태평양 사막

해안
(coasta)

온대 태평양 사막

적도 건조림

토지 및 생산 특징
13%의 토지가 관개를 통한 집약적이고
영속적인 작물에 적합한 계곡
관개를 통한 청정 작물과 영속적인 작물을 위한
토지
80%는 보호 토지, 10%는 청정 작물과
영속적인 작물 재배지, 10%는 관개가 필요한
목초지
34%는 목초지와 관련된 산림 생산지, 11%는
영구적인 관개를 통한 작물에 적합한 토지,
54%는 보호 토지. 주로 농업 및 임업 용도

22) 예를 들어 해안 도시는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이 발전했으나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고 고산 지역은 원자재
채굴에 집중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및 임업과의 생산 사슬이 취약한 구조이다. 아마존 저지대는
원주민 공동체의 소유권이나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
자체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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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산
(sierra)

열대우림
(selva)

지리・생태적 특징

토지 및 생산 특징
96%는 보호 토지 및 기타 비임업 및 농업 용도,
열대 남부 안데스산맥
5% 미만의 토지는 농작물, 목초지 및 임업을
위한 용도
60%는 보호 토지, 40%는 목초지 또는 작물에
남부 아열대 안데스산맥 적합한 토지. 건조한 기후로 물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며 경사 및 침식 지형
80%는 보호 토지, 20%는 관개 농작물과
온대 남부 안데스산맥
관련된 가축 사용을 위해 제한된 목초지
90%의 보호 토지, 8%의 목초지, 2%는 추위와
북부 안데스(또는 황무지) 건조한 기후에 강한 극저온성 작물에 적합한
토지
75%는 보호 토지, 8%는 청정 작물 또는 계곡
아래의 모든 부분에 있는 목초지와 관련한
열대 고원(Puna)
영속적 작물에 적합한 토지, 15%는 관개에
적합한 토지
55%의 보호 토지, 40%의 목초지 및 가축
아열대 고원(Puna)
활동용 토지, 5%는 건기의 극저온성 작물용
토지
60%의 보호 토지, 35%의 농업 개발에 적합한
온대 고원(Puna)
토지, 5%는 건기의 극저온성 작물용 토지. 경사
및 침식 지형이 대부분이며 저온 기후
토지의 70%는 산림, 25%는 보호용 토지, 3%는
농작물에 적합한 토지, 매우 습한 열대 우림을
열대 아마존
포함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유전)이
풍부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50%는 임업을 하는 토지, 30%는 보호 토지,
아열대 아마존
20%는 목초지 및 청정 작물과 관련한 토지
열대 골짜기(Yunga)

아열대 골짜기(Yunga)

습한 열대수형림

75%는 보호 토지, 20%는 보호 토지 및 산림,
5%는 청정 작물 생산이 가능한 토지
85%는 보호 토지, 12%는 목재 생산에 적합한
토지가 포함된 보호 토지, 3%는 완충지로 청정
작물에 적합한 경작지, 가파른 경사 및 침식
지형
어류 보호 및 번식 지역, Pacaya Samiria
국립공원 일부, 북쪽의 자연보호구역

자료: CEPLAN 2011c, pp.6-7.

고지대와 저지대는 국토의 90%에 가까운 면적면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거주 인구와 인프라, 다양한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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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이 추진된 2011년 기준, 페루의 농촌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페루 인구의 약 24%에 해당하지만 전체 GDP의 약 6.5%에 그치고
있다. 2000년 이후 빈곤 퇴치에 상당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40%는 여전히 빈곤에 취약하며 농촌인구는 빈곤층의 절반, 극빈층의
82%를 차지한다. 빈곤층의 54%는 전체 1,800개 이상의 지역 중 181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간개발 및 서비스 접근성에서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World Bank 2017b, 16-17).
따라서 경제적 생산구조와 소득 및 사회 인프라 접근성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페루의 국토개발에 있어 항상 중요한 과제였다. 이는
농촌 지역 특히 고지대와 저지대의 농촌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농촌 지역 개발은 절대빈곤과 낮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생산의 연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지리적・경제적 공간을 넘어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페루 200년 계획’ 또한 이러한
필요성과 변화를 반영하여 빈곤 퇴치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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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빈곤율 변화에 따른 지역별 빈곤 분포(2007년, 2012~2013년)

 


만성적 빈곤

개선

악화

항상 50% 미만

!











자료: World Bank 2017b, p.34.

페루의 농촌개발전략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은 1990년대 이후라
볼 수 있다.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경제자유화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지배적인 경향이 되었다. 농촌 개발 또한 시장경제 체제의 틀 내로
편입되었다.
표 2-18

페루 시기별 농촌 개발 전략

시기

주요전략

1950년대

농민의 후진성
농민 개발 가능성 없음
도시개발 강조
경제성장 효과 강조

1960년대

농업 확장
효율적이지만 가난한 농민
농업기술 연구 강조
국제쌀연구소(IRRI) 및 국제 옥수수・밀 개량연구소(CYYMYT) 설립
고수익 품종과 녹색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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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전략

1970년대

분배와 고용
기본적인 인간 욕구 충족
통합적 농촌개발

1980년대

구조조정과 경제자유화
비전통적인 농업 수출
계약 농업

1990년대

개발의 지속 가능성
환경 보전

자료: Shimizu 2003, p.30.

1985년 집권한 가르시아 정부에서 비정통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농산물에
유리한 상대가격 책정, 보조금 투입과 같은 농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Trivelli 2003, 3),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반면 1990년 후지모리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엄격한 개혁을 추진했다. 정부는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농작물 재배를 강조했다. 상품과 요소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탈규제, 조세체제의 개혁, 재정적자의 감축, 변동환율제 도입, 시장에
의한 이자율, 무역의 양적 규제 제거, 관세 인하, 자유경쟁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시 등 급격하게 수용한 구조조정 정책은 농업 부문 나아가 농촌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료품과 농업 부문의 투입재에 대한 가격
통제가 폐지되고 농업부 인원도 감축되었다. 농촌 지역에 대한 보조금이나
사회 프로그램의 지출이 삭감되었고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양적 규제도
폐지되어 농민에 대한 보호가 줄어들었다. 투자장려법 등 민간투자와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이 제정되었다(Trivelli 2003, 5). 일련의
정책들은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적응하지 못한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본래부터 경제적·사회적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농촌 지역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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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급격한 경제개혁의 여파로 농촌 지역의 빈곤과 도시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좀 더 유연하면서도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이를
통한 빈곤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농촌개발전략이 요구되었다. 2000년
이후 페루의 농촌개발전략은 시장 메커니즘의 논리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개발 패러다임에서 주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권이 존중되며 인간
개발에 기여하는 개발 전략, 지역-지방 차원의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그리고
포용적인 전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3. 페루 국토개발의 주요 이슈
페루의 국토개발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쟁점은 빈곤 완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이다. 특히 고지대 및 저지대 농촌사회의 개발을 둘러싼 이슈들은
국토개발에서 항상 중심이 되었다. 농촌 지역의 빈곤 완화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들로는 경제적 기회 및 전략적인 생산 동맹의 부족, 사회경제적 불안과
생산 자산 및 서비스의 부족, 취약한 농촌 기관들, 개발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의 부재, 기존의 개발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기제의
부족을 들 수 있다(World Bank 2007, 28-29). 페루의 국토개발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인 국토의 균형개발은 궁극적으로는 해안-고지대-저지대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빈곤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페루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토개발협력 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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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협력 파트너와의 상호이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한 기반과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
파트너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행위자들이 좀
더 권한을 가지고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이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에 협력 자원을 투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개발협력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 중에 핵심적인 것으로 해안-고지대저지대, 도시-농촌, 인종과 젠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균형 있고 통합적인
개발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역량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개발이 가능하게 지원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지역 및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 강화를 포함한다.

1) 지역과 지역공동체
지역 커뮤니티 주도 개발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권한 부여, 참여 거버넌스, 수요 대응, 행정 자율성, 하향 책임성 및 지역 역량
강화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원칙에 의해 실행될 때 지역 커뮤니티 주도 개발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프로젝트의
결정과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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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 주도 개발은 사회적 조직을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며 공공투자 및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된 집단행동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구축한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주도 개발의 틀 내에서
여러 하위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이들에 대한 투자의 비용 효율성, 속도 및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지역 커뮤니티 주도 개발 접근 방식은
공공 자원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으로 지방정부 공직자들과 기관의
민주적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생기는 지방분권적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 커뮤니티 주도 개발 방식은 대상과 영향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과 소외된 인구의 이익을 위한 표적
개입을 용이하게 한다(World Bank 2007, 29).

2) 공공서비스 인프라
농촌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의료, 위생,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빈민 특히 극빈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고지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업적 생산보다는 생계를 위한 농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시장 지향적 농업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농장 외의 다른
고용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성과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극빈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치안, 의료, 교육 등-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발 프로그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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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개발 프로그램 정책 조정
고지대 농촌 지역의 많은 국내 및 국제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제한된 권한 범위 내에서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투자는
고지대의 전략적 요구에 대해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개입이 갖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투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를 정하고 가장 시급한 요구 사항을 결정하며 투자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측면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 또는 기관의 지원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World Bank 2007, 28).

4) 지방행정과 지방정치
페루 정부의 거버넌스를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취약한
지방행정 또는 제도화이다. 지방정부로 갈수록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데,
이는 투자와 생산요소의 투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적응하며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개발전략을
세우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특히 지방 수준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정을 담당할 농촌 기관이 적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하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페루의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역 의회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계획은 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결정되어 지방으로 전달되고 실행 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정과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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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나 기관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새로운 기회나 위험에 적응할 능력을 감소시키고 프로젝트의
효과가 다른 지역에 미칠 기회를 줄이며 일시적인 개선과 이익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든다. 따라서 취약한 지방행정 능력을 키우는 방안은 국토
개발협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5) 국토부문 개발협력의 동향과 쟁점
페루는 양자 및 다자간 개발협력과 비정부기구와의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남협력을
포함해서 수혜국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위상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페루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할 만큼 광범위하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중에서도 많은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다.
그림 2-38




페루의 ODA 수혜 규모와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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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

지정되지 않음
27,036

Mexico



자료: APCI. 2019, p.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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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

Ha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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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Salvador Honduras

   영역 1: 사회적 통합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국제기술
협력 분야
406,119

영역 2: 국가 및 거버넌스

!
! 영역 3: 경쟁력 있는 경제, 고용 및 지역 개발
!! 영역 4: 천연 자원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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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중 개발협력 규모가 큰 주요
수혜국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페루는 이들 국가 중 세 번째로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협력 자금 또한 공여국이나
공여기관이 지정하기보다는 페루 정부의 개발협력 우선순위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9

페루의 지역별 개발협력 현황

자료: 자료: APCI 2019, p.32.

한편, 국토개발협력의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페루 정부의 주요 과제가
국토의 균형개발임을 고려했을 때, 지역개발에 드는 재정을 조달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발협력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2-3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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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듯이 일부 지역에 집중된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마에 투여된
개발협력 자금이 뒤이은 쿠스코와 로레토보다도 압도적으로 많고, 다른
지역들은 리마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토의
균형개발을 수행해야 할 페루 정부의 선택 폭이 그리 넓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38] 하단의 영역별 개발협력자금 사용을 보면,
페루 정부가 고지대 농촌 지역 개발을 통해 최우선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쟁력 있는 생산-소비 순환과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등의 프로젝트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고지대 농촌 지역의
생산성과 빈곤이 많이 개선되었고, 영역 1의 사회적 통합 및 기본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또한 고지대 농촌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서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개발협력은
페루 국토개발에 여전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개발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양한 농촌 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협력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오랜 기간 페루 정부와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던 협력 파트너들의 요구에도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과
세계식량기구(FAO)는 ‘2007~2011 국가 파트너십 전략’을 통해 ①전략적
파트너십과 생산자-시장의 연결을 통한 지방경제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를 증대시키고 ②농촌 주민들의 조직화,
역량 강화, 권한 부여를 지원함으로써 식량 및 경제 안보를 개선하고 생산
능력을 구축하며 ③개발의 영향을 증대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투자를
조화시키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명시적인 권한을 갖는 단위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조정을 개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World Bank 2007, 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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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
 루 사례 및 이슈 분석: 고지대 농촌개발
프로젝트 알리아도스(ALIADOS) 사례
이 장에서는 페루 정부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알리아도스
(Apoyo a las Alianzas Rurales Productivas de las Sierra, 이하 ALIADOS)
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ALIADOS 프로젝트는 1990년대 시작된 자유주
의적, 친시장적 농촌개발전략으로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이다. 이전까지의 사
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간이 장기적이고 규모, 대상 지역이 광범위했
다. 이전까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적인 형태의 지
원이 주를 이뤘다면 ALIADOS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부터 지역사회 및 대상
농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정부-민간 합작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단위로 추진된 1,427개의 국토개발사업과
식량 안보에 집중된 1,548건의 농촌지원사업을 포괄하는 통합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대한 검토는 페루의 농촌개발전략의 변화, 중앙
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 및 대상 농가-국제기구 참여라는 개발협력사업의 전
형이 갖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배경
빈곤 완화는 페루의 개발 정책에서 항상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과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에서 지역 간 격차가 매
우 크기 때문에 지역 간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토개발이 중요하다. 고
산지역은 페루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해안 및 아마존 지역과는 또 다른 지
형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산 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지역적 특수성의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때 핵심적인 부분은 농촌 개발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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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게릴라 단체인 ‘빛나는 길(Shining
Path)’의 활동과 이를 진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치안이 위협받은 경험이 있다. 특히 분쟁의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은 고산지역 농촌의 경제 및 사회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톨레도 정부(2001~2006년 집권) 기간 페루는 매년 평균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했지만 성장의 이익은 리마와 태평양 해안 지역에 돌아갔을
뿐, 빈곤 발생률이 가장 높고 극빈층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고지대 및 아마존
지역에는 제한적인 혜택이 주어졌다.
그림 2-40

페루의 GDP 성장률과 빈곤율

GDP 성장률(2000~2008)

도시와 농촌의 빈곤 차이(2004년)
!











!









2000

2002

2004

자료: World Bank count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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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

극빈율
도시

빈곤율

극빈율
농촌

자료: INEI, ENAHO 2015.

고산 지역의 인구는 약 1,060만 명이며 이 중 430만 명이 도시에, 630만
명이 농촌에 거주한다. 시에라의 농촌 인구는 70% 이상이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토착민(원주민)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으며
자급자족식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2015년 전국 가구 조사(INEI 2015)에
따르면 고산 지역의 농촌 빈곤율은 2004년 약 83%, 극빈층은 약 41%이며
빈곤이 개선된 2015년에도 빈곤율이 약 45%, 극빈층은 약 14%에 달한다.
이는 같은 시기 도시의 빈곤율이 48%에서 15%로 줄고 극빈층이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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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산 지역의 장기 GDP 성장률은 국가 성장률보다 약간 낮을 뿐이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더딘 편이다. 특히 농업 부문은 고산 지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경제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작물은 감자, 옥수수, 보리, 밀, 사료 작물, 각종 콩류, 채소이다.
이들의 평균 수확량은 증가율이 낮고 최근 수십 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부문은 서비스업인 상업, 광업, 건설업 그리고
공공부문으로 농업과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빈곤 완화와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주기적으로
고산 지역 농촌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6년 집권한
가르시아 정부는 고산 지역의 농촌 개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경제 자립을 촉진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르시아 정부는 농업 생산 및 수출, 직업과 소득의 창출, 그리고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고지대 수출 프로그램(Sierra exportadora program)’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의 일환으로 ‘고산 지역 농촌 개발 프로젝트’(고산
지역의 생산적인 농촌 동맹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Programa de Apoyo
a las Alianzas Rurales Productivas de la Serra, 이하 ALIADOS
프로젝트)’23)를 계획하고 세계은행에 협력을 제안했다.

23) 2007년에 제안된 ALIADOS 프로젝트의 내용은 Ministerio de Agricultura(2007)과 World Bank(2007)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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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과 내용
ALIADOS 프로젝트의 목적은 농촌 가구의 자산과 경제 조건을 개선하고
고산 지역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실행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World Bank 2018a, 5). 이를 위해 생산자의 시장 접근성 강화,
인적자본과 기관 및 공공 기반시설의 새로운 자산 창출, 자연환경의 이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ALIADOS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산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페루 정부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ALIADOS 프로젝트는 처음 5년 계획을 재조정하여 2013년 프로젝트를
연장, ALIADOS Ⅱ를 실행하였고, 농가의 자산 및 경제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ALIADOS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은 중・남부에 속하는
아푸리막(Apurímac), 아야쿠초(Ayacucho), 우안카벨리카(Huancavelica),
우아누코(Huánuco), 후닌(Junín) 및 파스코(Pasco) 43개 주의 255개
지구이다. ALIADOS 프로젝트는 2008년 7월 아푸리막, 아야쿠초,
우안카벨리카에서 착수되었고, 2009년 7월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우아누코, 후닌, 파스코에서도 실행되었다. 본래의 계획은 5년 동안
255개 지구에서 약 875개 농민 공동체 및 620개 생산자 조직과 함께 동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실행하여 2012년 12월에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세계은행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2017년 6월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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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페루 지역별 인간개발지수

표 2-19

페루 지역별 인구 분포(2007)

Departamento

Poblacion

% de aporte

Lima

8,445,211

30,81

Piura

1,676,315

6,12

La Libertad

1,617,050

5,90

Cajamarca

1,387,809

5,06

Puno

1,268,441

4,63

Junin

1,225,474

4,47

Cusco

1,171,403

4,27

Arequipa

1,152,303

4,20

Lambayeque

1,112,868

4,06

Ancash

1,063,459

3,88

Loreto

891,732

3,25

Prov. Const.del Callao

876,877

3,20

Huanuco

762,223

2,78

San Martin

728,808

2,66

Ica

711,932

2,60

Ayacucho

612,489

2,23

Huancavelica

454,797

1,66

Ucayali

432,159

1,58

Apurimac

404,190

1,47

Amazonas

375,993

1,37

Tacha

288,781

1,05

Pasco

280,449

1,02

Tumbes

200,306

0,73

161,533

0,59

109,555

0,40

Moquegua
Madre De Dios
total

27,412,157

자료: CEPLAN 2011c, p.7 재인용.

자료: CEPLAN 2011c, p.5 재인용.

자료원: UNDP. 2009년 페루 인간개발지수.

자료원: 페루 통계청. 2007년 인구조사.

ALIADOS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지역들은 [그림 2-41]에서 보듯이
인간개발지수(HDI)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그만큼 삶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안카벨리카와 아야쿠초 및 아푸리막은 페루 전체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낮은 5개 주에 해당한다. 200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인구는 페루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주별
1인당 GDP를 보면 파스코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젝트 대상 주들은
국가 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지대 중에서도
낮은 생산성과 빈곤, 열악한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했던 6개 주가
ALIADOS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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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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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주별 1인당 GDP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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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주별 1인당 GDP (2008년)

자료: CEPLAN 2011c, p.11 재인용.
자료원: 페루 통계청. 1995~2025까지 매년 6월 30일 현재 주별 인구 기준.

ALIADOS 프로젝트가 제안될 당시, 지역 고유의 가치사슬에서 다자기구
간 연계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농촌 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이는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생산적인 동맹’을 창출하고 지리적
으로 특정한 ‘영토 개발’ 계획을 촉진하는 것이다(World Bank 2018b 3). 또
한 고산 지역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전통적인 전문가들 즉, Yachaq로 불리
는 농촌 전문가와 Yachachiqs로 불리는 농민 지도사들과 연계해서 인턴십
및 농민들 간 훈련을 장려하는 것이 보완적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페루 정부
는 ALIADOS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당 생산 순가치의 20% 증가 및 개선, 가
족 소득 25% 증가, 농촌 가계의 자산가치 30% 증가라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Ministerio de Agricultur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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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DOS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경쟁 기금을 할당하고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농촌 비즈니스를 위한 경쟁 기금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경쟁 기금으로 나누어진다. 페루 정부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을 3,490만 달러로 책정하고 IBRD 차관 2,000만 달러, 페루
정부(대부자) 780만 달러, 수혜자 부담 추정액 740만 달러를 공동 조달하기로
했다.
ALIADOS 프로그램은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농촌
비즈니스의 진흥이다. 이는 해당 지역 외의 시장과 친숙한 사람들에게서 창출되는
농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개발이다.
이는 생산적 다양화를 지향하는 농민 공동체의 가족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과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고산 지역 농촌의 개발 프로그램 조정, 프로젝트 관리
및 모니터링이다. 세 번째 내용은 농촌개발관리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원이다. 관리 및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ALIADOS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4).

농촌 비즈니스(평가 비용: 1,561만 달러, 실제 비용: 3,244만 달러)
농촌 비즈니스 부분은 소규모 생산자 그룹이 생산, 시장 접근성 및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하위 프로젝트들의 계획과 실행에 따른 농촌 비즈니스
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된 활동에는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이 포함
된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투자 자금 조달, 경쟁 기금을 통해 선택된
하위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 포함된다. 이 분야의 목표는 620개의 농촌 비즈
24) ALIADOS 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세 부분(component 1-3)의 계획과 실행 및 성과에 대해서는 World
Bank(2017a; 2018b)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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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하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생계형 생산 및 시장 판매형 생산
에 연계된 30명 이하로 구성된 소규모 생산자 그룹은 현지 기술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 하위 프로젝트를 준비, 제안서를 제출한다. 소규모 생산자 그룹은
제안서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택된 그룹은 하위 프로젝
트 투자비용의 30%를 현금으로 매칭하는 조건으로 경쟁 기금을 받는다. 이
때 하위 프로젝트의 경쟁 기금은 2만 1,000달러 또는 참여 가족당 600달러
를 초과할 수 없다. 하위 프로젝트는 시장 수요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
가 중요하게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자와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파트너(도매업자, 가공업자 또는 소규모 상인)가 포함되도
록 권장하였다. 정부, 민간 부문 및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자원할당위원
회(Local Resourve Allocation Committee)’에 의해 하위 프로젝트가 선정
되며 대부분의 하위 프로젝트들이 농작물 재배, 가축 및 임업 등 농업 부문에
대한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양식업, 관광업, 서비스업, 수공예품, 소규모 산업
및 영농업 등의 비농업 부문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 개발(평가 비용: 1,358만 달러, 실제 비용: 2,017만 달러)
지역공동체 개발은 농촌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 대상-생산자 그룹-보다 시장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농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는 약 40가구의
그룹이 포함되었고,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하위 프로젝트는 주로 자체 소비
를 위한 작물 및 가축 생산을 강화하고 천연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지역사무소가 선택한 하위 프로젝트는 평균
1만 2,000달러, 가족당 최대 평균 300 누에보솔의 지원을 받았고 수혜자들은
하위 프로젝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와 자재비로 지불하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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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대 지역 간 조정 및 프로젝트 관리와 모니터링(평가 비용: 574만 달러,
실제 비용: 1,367만 달러)
고지대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을 우선하며, 중앙 및
지역 정부, 관련 부처를 대표하여 농촌개발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다부문 플랫폼으로서 ‘고지대 개발부서’의 설립에 중점을 두었다. 고지대 개
발부서는 총리실 산하에서 프로젝트 관리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조정 및 관리,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내용은 2013년 ALIADOS 프
로젝트 재조정 시 삭제되었다. 이유는 페루 정부에 의해서만 자금이 조달되어
예산이 작았고 고산 지역에 대한 통합 전략을 구현하는 데 있어 조정 및 관
리, 모니터링 활동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지대에서는 페루 정
부의 다른 부처들이 주도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다수 추진되었고, 더 많은 분
권화와 의사 결정 권한의 할당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ALIADOS 프로
젝트의 해당 부분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점차 줄어들어 하위 프로젝트에 지원
할 수 있는 자금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ALIADOS 프로젝트는 2013년 재조정 이후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2008년 착수했을 때부터 프로젝트가 종료된 2017년까지 고산 지역 6개 주
를 대상지역으로 삼았지만 프로젝트의 재조정 및 연장으로 실행 범위가 255
개 구에서 395개 구로 확장되었다. 이로써 원래의 프로젝트 지역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지만 동일한 폭력 유형을 경험하지는 않았던
구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단계에서, 농촌 비즈니스
를 위한 하위 프로젝트들에 할당되는 자금이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자금
과 비교하여 더욱 증가하였다.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하위 프로젝트의 방
향도 변경되었는데, 빈곤 감축과 천연자원 관리를 강화하여 농촌 비즈니스의
하위 프로젝트들과 더 명확하게 차별화하고자 했다(World Bank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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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ALIADOS 프로젝트 기금

프로젝트 초안

추가 기금

총액

세계은행

20.00

20.00

40.00

페루 정부(대부자)

7.83

5.60

13.43

수혜자

7.10

7.20

14.30

총액

34.93

32.80

67.73

비용(백만 달러)

프로젝트 구성 분야별 비중(%)
농촌 비즈니스

45

49

지역사회 발전

39

30

프로젝트 관리

16

21

총액

100

100

자료: World Bank 2018b, p.8.

ALIADOS 프로젝트의 핵심 기구는 농업부(MINAG)이며 예외적으로 고지대
농촌 지역 개발의 조정 활동은 총리실(PCM)에서 담당한다. 농업부는 프로젝트
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조정, 기술 설계, 수탁자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의 실무는 ‘남부 고지대 천연자원 관리 프로젝트’(Proyecto
de Manejo de Recursos Naturales en el Altiplano Sur, MARENASS)25)가 수행
하기로 했다. MARENASS는 국제농업개발기금과 합작해 ALIADOS 프로젝트와
유사한 개발협력사업을 페루의 다른 고지대 농촌에서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
에 세계은행과의 개발협력 사업인 ALIADOS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실무도 원활
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2013년 프로젝트 재조정 이후 2단
계로 접어들면서 AGRO RURAL로 권한이 이전되었다.
25) MARENASS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지원으로 1998년에 운영을 시작한 MINAG 내의 프로그램이다.
창설 목적은 페루 남부 고지대의 농가와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체 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지원을 하고 경쟁 기금을 활용하여 농작물 및 가축 관리, 토양
보존, 산림과 목초지, 그리고 물과 기타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소규모 커뮤니티들의 하위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또한 보다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과의 연결을 통해 농촌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빈곤을 극복하고자 한다(FAO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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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효과
ALIADOS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1단계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2단계를 합해 10년 동안 실행되었다. 먼저 ALIADO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적인 농가의 자산 및 경제적 조건의 개선에 대한 효과를 보자.
세계은행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적은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다(World Bank 2017; 2018).
[표 2-21]에서 보듯이 2017년까지 농촌 비즈니스를 위한 1,548개의 하위
프로젝트, 농촌 지역 공동체 개발을 위한 1,427개의 하위 프로젝트가 경쟁
기금을 통해 지원되었다. 농촌 비즈니스를 위한 하위 프로젝트는 주로 가축
생산, 농작물 재배, 기초적인 농업 관련 산업, 수공예 및 생태 관광 분야가
주를 이루었으나 40% 이상의 자금이 가축 특히, 기니피그(꾸이, cuy) 사육을
위한 하위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공동체 개발을 위한 하위 프로젝트로
40~50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식량 안보 및 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가금류
사육장, 축사, 소규모 저수지 및 관개 시스템, 계단식 농경지 등과 같은 토양
관리 기술에 대한 하위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다.
표 2-21

ALIADOS 프로젝트 참여 결과

조정 이전(2008~2013)
2013년
까지의 성과
실행된 하위
프로젝트(개)

계획 목표

조정 이후(2013~2017)
2017년까지의
성과

조정된 계획
목표

1,740

1,495

2,975

2,424

농촌 비즈니스

876

620

1,548

1,174

공동체 개발

864

875

1,427

1,250

수혜 가족(명)

52,580

53,600

87,723

85,200

농촌 비즈니스

17,303

18,600

30,886

35,200

공동체 개발

35,277

35,000

56,837

50,000

자료: World Bank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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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는 시간 경과에 따른 수혜 가구의 경제 상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산가치의 경우 처음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페루 정부가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목표가 자산가치의 30% 증대였다. 농촌 비즈니스와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한 하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가구 또는 공동체들은
모두 기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자산가치와 소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22

시간 경과에 따른 수혜 가구의 자산가치 및 소득 변화

2011년 $ 가치 유지 가구당 평균

2011

2016

2011/2016 변화(%)

3,980

5,820

+46

3,153

5,863

+86

농촌 비즈니스 하위 프로젝트

2,748

7,028

+156

공동체 개발 하위 프로젝트

2,129

4,472

+110

자산
농촌 비즈니스 하위 프로젝트
공동체 개발 하위 프로젝트
연간 소득

자료: World Bank 2018b, p.12.

ALIADOS 프로젝트의 원안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목적은 정부
역량을 강화해 고지대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대 농촌 개발을 위한 조정 부서가
중간에 바뀌는 등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고 부문별 조정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통합적인 고지대 개발 프로그램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국
세계은행의 추가 기금과 기한 연장으로 투입 자금을 증가시켜 당초 목표한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정부 역량이 강화되었는지, 프로젝트 조정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정부가 교체되고 개발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2013년 프로젝트가 재조정될 때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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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LIADOS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받은 농가 또는 공동체들의 하위
프로젝트는 주로 한 번의 생산주기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경쟁 기금 방식을
통해 더 많은 농가와 공동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하위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또한 고지대 생산자들과 시장을
연결하여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 확보를 통한 소득 증가를 가져오려면
생산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지 시장이 불안정하고 생산자가 기대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그들이 선택한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소득 창출 활동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매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데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비효율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ALIADOS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 나아가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 성과 및 한계 그리고 확산 가능성
ALIADOS 프로젝트는 하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별 가구 또는 커뮤니
티들의 생산성을 증대시켰지만 소규모 생산자 그룹이 시장 가치사슬에 통
합되는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시장 가치사슬에서 생
산자 그룹과 안정적인 구매자, 기술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전략적 생산 동
맹을 구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 가치사슬에서
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까지의 지원이 중요하다(World Bank 2018b, 24).
ALIADOS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에서 선택된 농가의 소득과 자산가치, 생산
성은 향상됐지만 이들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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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산자 그룹과 시장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실을 하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지역 커뮤니티가 개발을 주도하는 데는 나름의 이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에 의한 경제성장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관리하며 투입 및 산출을 전망하고, 생산자 그룹의 협상력 강화를
견인할 플랫폼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실을 하는
전문기구는 생산자 그룹들이 제안한 하위 프로젝트와 중앙정부 수준에서
계획한 프로젝트 전체를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고지대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와 생산자 그룹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에서 하위 프로젝트를 제안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개개 농가의 요구와 실현 가능한
수준의 하위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데 제한적이다. 또한 페루의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의 실행에 있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취약하며 하위 프로젝트의 지리적 분산으로 인해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진다. ALIADOS 프로젝트는 기존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지역사회 주도의 계획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앙-지방 정부와 지역
커뮤니티 및 생산자 그룹을 연결하고 생산자-시장을 연결하며 프로젝트 대상
지방정부 간 조정 및 협력을 주도할 기구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물론 ALIADOS 프로젝트는 고지대의 개발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지게
지역 커뮤니티, 소규모 생산자 그룹의 참여와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활성화했다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페루에서 실행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정치화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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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거버넌스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장기적인 개발 프로젝트에서 정부가 바뀌거나 협력 파트너의 요구가 변화할
때 일관적이고 명확한 목적과 실행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증한다. 또한 농촌 지역사회의 관리 및 행정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복잡한
프로젝트 계획은 실행을 지연시켜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농촌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ALIADOS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개발이 천연자원 관리,
시장 접근성 개선, 가치사슬과의 연계, 농장 외 고용 네트워크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농촌 지역사회와 우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시장 구매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반의 성공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위 프로젝트를 경쟁
기금을 통해 선별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World Bank 20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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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페루의 개발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다.
2019년에 한국은 약 750만 달러 이상의 개발협력 자금을 페루에 지원했으며
순위로는 중국, 일본을 앞선 7번째 협력 파트너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로서 페루와 한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따라서 개발협력, 특히 국토개발협력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의
협력 전략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페루의
국토개발전략과 고지대 농촌 지역개발 사례를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는
개발협력 전략을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2-43

페루의 주요 개발협력 국가들
(단위: 달러)

미국
29,693,465

캐나다

23,450,973

스페인

22,283,530

스위스

21,444,600

독일
EU
한국
프랑스

2,613,667

중국

2,353,166

일본

2,351,315

자료: APCI. 2019,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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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개발협력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페루의 국토개발전략에서 우선적인
이슈는 빈곤 완화와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
정부의 개발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개발협력 지원은
리마와 쿠스코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페루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생산 자원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분야에 강점을 갖는 조건도 차별적이다.
개발협력의 방식은 ODA, 양자협력, 비정부기구를 통한 협력 등 다양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유형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페루의 지리적 차별성과
경제사회적 환경을 파악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을 선별하여 지원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전략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한국 정부는 KOICA를 통해 페루 북부 로레토 지역에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개발협력의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례이다. 민간 부문의
개발협력 차원에서 페루의 중・남부 지역은 주로 광산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은 즉각적인 경제 효과
이외의 비가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는 개발협력 전략이 유의미할 수 있다.

2)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역할 정립
ALIADOS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페루의 고지대 농촌 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시장 접근성 개선과 강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산가치 및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생산성 증대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237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안정적인 시장 수요의 창출은 ‘고지대 수출 프로그램’과 고지대 농업
생산동맹 구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실행된 한국의 농촌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대부분 ODA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사회 인프라 구축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페루 정부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의 방향에 대응하여 생산자-시장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의 개발협력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고지대
농촌 지역 시장은 아직까지 소규모의 불안정한 시장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자 그룹과 연계된 확실한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유지하는 협력 전략은 한국 입장에서도 틈새시장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량생산으로
산출된 재화의 소비시장 역할이 아니라 소규모의 시장일지라도 장기적이고
확실한 구매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로 가시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새로운 방식의
협력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의 안정적인 시장 구매자로서의
역할은 페루 고지대의 특산품을 한국의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등
유통망을 만들고 확장하는 경우처럼 민간 부문과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소규모의 온라인
판매망을 만들고 활용하는 데 강점을 가진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간 협력 외에 지역적 수준에서의 개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최근 페루는 남-남 개발협력의 공여자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한국은 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을 변화시킨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여자로서의 개발협력 시스템을 페루 정부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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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은 자금 지원 방식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파트너 역할을 하는 행위
자들 또한 정부, 비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민간 기업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의 경우 개발협력의 유형과 방향이 물질적 지원 또는 물리적 협력관계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경제적 이슈에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개
발협력의 패러다임은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비가시적이지만 수
혜국 현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의 수혜국을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비가시
적이지만 파트너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개발협력전략을 발굴하
는 것 또한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위한 자체 평가 시스템 구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페루의 경우,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취약한 거버넌스는 협력 파트너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프로젝트의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협력 파트너는 서로
다른 이슈 영역의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페루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페루와의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은행과 같은 정부간기구는 개발협력 자금을 지원할 때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프로젝트 종료
이후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체계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각
부처의 협력 프로젝트 현황을 파악하기는 쉽지만 어떤 기준으로 협력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평가하는지,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페루의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페루 현지 담당자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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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담당자 개인의 성실함과 능력에
기대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연속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제안, 착수되는 시점과 프로젝트 종료 후의 평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전체 기간의 단계별 모니터링, 이후의 전체적인
평가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모니터링 및 평가 기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페루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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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멕시코: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 사례

1. 멕시코 국가 개관
그림 2-44

멕시코 지도

그림 2-45

멕시코 지리적 특징

자료: World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멕시코의 공식 명칭은 멕시코 합중국(United Mexican States)으로 면적
196만㎢의 영토에 1억 3,020만 명의 인구(2020년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인종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60%, 원주민 30%, 백인이
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의 90%가 가톨릭을 믿고 있다. 정부 형태는
연방공화국으로 임기 6년의 대통령중심제이다. 1810년 9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멕시코는 지형적으로 환태평양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활화산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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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불안정한 지역으로 기후는 위도상 열대에 자리하고
있지만 고원이 많이 분포하고 해발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 지리적으로는 북부 사막지대, 서부 열대지대, 중부 고원지대, 남부
열대우림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중앙고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 아즈텍
문명이 발흥했다. 고원지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이 발흥했다.
아즈텍 제국의 수도이자 현재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바로 이
중앙고원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등
멕시코 주요 도시가 모두 내륙에 위치해 있고, 이 도시에는 모두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가장 큰 도시인 멕시코시티에는 2,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Benjamin Keen & Keith Haynes 2014, 26).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가 되는 거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시에라마드레산맥이 국토를 나누고 있다. 이는 멕시코 도로교통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철로망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화물 수송에만 이용되고 있으며, 도로망의 건설도 1928년
시작되었으나 광활한 국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멕시코 역사 개관

그림 2-46

1521
스페인 식민시대의 시작

1846~48
미국ㆍ멕시코 전쟁

1821
독립

1910
멕시코 혁명

1876~1911
포르피리아토

199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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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초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이후, 멕시코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19세기 초반 독립해서
현재의 근대 공화국 체제가 탄생했다. 1821년 독립을 달성하고 등장한 신생
국가 멕시코에 19세기는 혼란의 시기였다. 그 첫 번째 사건으로 미국과의
전쟁(1846~1848)을 들 수 있다. 이 전쟁은 당시 멕시코의 영토였던 텍사스
지역의 독립선언과 미국 합병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텍사스 지역은 스페인
식민 시대부터 미국인들이 건너와서 목화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독립 이후 멕시코 정부의 추가 이주 금지 및 노예제도 폐지 공표에 따라
미국에의 합병을 추구하며 충돌하게 되었다. 이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수도인 멕시코시티가 점령되고 19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되면서 종료되었다. 이 조약으로 멕시코는 전쟁배상금 1500만 달러에
대한 대가로 당시 영토의 절반에 달하던 136만km2 크기의 지역26)을 미국에
양도했다. 또한 동시에 멕시코의 대미 부채 325만 달러를 탕감받았다.
전쟁은 영토의 상실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멕시코 내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한편, 신생 국가 멕시코 사람들이 국가정체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멕시코는 독립 이래 국가의 정체성을 두고 전통적 가치관과 교회의 옹호,
교회와 국가의 통합 등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유럽의 정치 과정, 기술 발전의
중요성, 교회-국가 간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자유파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 갈등으로 한때 프랑스가 침입하고 보수주의자들이 막시밀리아노
(Maximiliano)라는 프랑스인 황제를 추대하기도 하였으나, 그는 멕시코의
황제로서 약 3년간 집권한 후,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를 위시한
26) 양 도 된 곳 은 현 재 미 국 의 텍 사 스 주 · 콜 로 라 도 주 · 애 리 조 나 주 · 뉴 멕 시 코 주 · 와 이 오 밍 주 의 일 부 ,
캘리포니아주·네바다주·유타주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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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물러나게 되었다. 베니토 후아레스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1857년 헌법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861년 집권한
후 막시밀리아노 황제를 앞세운 프랑스의 침입을 막아냈으며, 이후 두 차례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베니토 후아레스의 죽음 이후,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가
등장해서 멕시코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약 34년간 집권하였다. 이 시기를
포르피리아토(Porfiriato)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옹호했지만,
정치적으로 독재정치를 펼친 포르피리오 디아스 집권 시기를 일컫는
용어이다. 디아스의 장기집권은 ‘질서와 진보’라는 모토 아래에서 경제의
근대화 및 산업화 추진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치적
억압, 농민 계층에 대한 토지 수탈, 노동자 계층의 불만 누적이라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혁명은 1910년 프란시스코 마데로(Francisco Madero)의 반(反)디아스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다. 이 투쟁은 남부 모렐로스 지역 중심
으로 농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토지와 자유’를 요구했던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대변했던 판초 비야(Pancho Villa)가 등장했다. 디아스를 몰아낸 혁명
세력은 1917년 멕시코 헌법27)을 발표하고, 베누스티아노 카란사(Venustiano
Carranza)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야와 사파타는
카란사 세력에 의해 제압당한다. 하지만 혁명 헌법에는 그들이 요구했던
토지개혁과 노동자 권리가 포함되면서 단순히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이
아닌, 사회주의 색채가 스며든 권력과 소유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27) 1857년의 자유주의 헌법을 기초로 한 연방주의 헌법으로 토지 재분배에 대한 국가 권한의 강화(헌법
제27조),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권리(헌법 제123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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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사회혁명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20년 카란사 역시 반대파에
의해 피살당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자 여러 혁명 세력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한 합의의 결과물로
국민혁명당이 등장하였다. 국민혁명당은 이후 71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PRI)의 전신이다.
멕시코는 혁명 이후 국가 주도의 근대화 발전을 추진했다.
한편 멕시코에서 시작된 1980년대 외채위기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신자
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도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구조조정 정책의
채택과 함께 자유화된 경제의 핵심은 1994년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
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표이다. 이에 반발하면서 멕시코
남부에 자리한 치아파스 지역을 중심으로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이
봉기하기도 했다.
제도혁명당은 장기 집권 과정에 점점 보수화되고 혁명 정신은 퇴색하였다.
부정부패의 만연과 경제적 불안 속에 1994년 취임한 에르네스토 세디요
(Ernesto Zedillo)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 사법부 개혁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0년 대통령 선거
에서 국민행동당(PAN)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당선됨으로써
제도혁명당의 장기집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현재는 2018년 선거에서는
국민쇄신운동당(Morena)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가 1917년 이래 최초로 진보 개혁 정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하고 있다.
멕시코는 광물, 석유, 농산물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광물 생산량은 세계
12위이며, 주요 생산 광물로는 은(세계 1위), 몰리브덴(세계 5위), 납 및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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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세계 6위), 금 및 구리 (각각 세계 8위) 등이 있다.28) 주요 광산 지역은
소노라주, 사타테카스주, 치와와주, 코아우일라주 등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멕시코의 원유 매장량은 114억 배럴로 세계 18위, 생산량은 291만 b/d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도 2015년 이후 다양한 석유 수입원 확보를 위해
멕시코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멕시코 주요 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IT 산업은 물론 섬유, 신발, 타이어 등 제조업 전반에 기초
원료를 공급하는 소재 산업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멕시코 통계청은
석유화학산업만으로 이루어진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산업
규모는 전체 GDP의 약 2~3%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승현, 윤동렬 2017).
한편 멕시코는 주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칠레·브라질·콜롬비아와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력·풍력·태양열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지역 및 태평양 지역 건조지대가 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농업의 경우 산지가 많고 사막 지역이 분포해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경작지 면적이 넓지 않다. 하지만 관개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서북부
지역 및 동부 해안 지역에는 대규모 상업적 영농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북부
지역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해 농업시설이 개선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 지역의 농산물은 주로 채소나 과일류로 미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된다. 반면 남부 지역의 경작지의 경우 소규모 생계형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멕시코는 1940년대 이후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28) 멕시코 광업개발신탁, Fideicomiso de Fomento Minero, 2008.
https://www.gob.mx/fifomi/articulos/produccion-de-minerales-en-mexico?idi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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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면서 브라질과 함께 제조업의 비중도 높은데, 특히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수출 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중산층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판매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멕시코 국토개발의 역사와 특징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대공황 이후 국제 노동 분업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발전을 추진했다. 산업
발전에 따른 국토개발 과정에서 불평등한 국토 공간 개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멕시코에서 추진한 수입대체산업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업종이
멕시코시티로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수입대체산업화는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력을 지닌 시장의 존재가 산업입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권기수, 김기현 2011, 83). 따라서 수입대체산업화
기간산업 지구의 입지는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멕시코시티로 집중되었다. 이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 소비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Garza 1980; 김희순 2010, 160 재인용). 이처럼 당시 국제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내 산업 보호정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수입대체산업화 동안 경제활동 전반에 정부가 개입했으며, 이는
제조업체들이 관련 정부 부처 부근으로 입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기현,
권기수 2011, 68). 대규모의 인구가 이미 거주하고 있으며, 관공서가 밀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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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는 가장 유리한 산업입지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수입대체산업화 발전에 필요한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해 노동자
고용 유지 및 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공기업의 등장이나 부실 민간기업의 공기업 전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등장한 대부분의 공기업 역시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Cravey
1998; 김희순 2010, 152 재인용).
수도 멕시코시티와 더불어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성장한 다른 도시는
멕시코 북동부에 위치하는 몬테레이가 있다. 인구 1만 2,000여 명의 농업
소도시이던 몬테레이는 미국-멕시코전쟁(1846~1948년)으로 현재와 같은
국경선이 확정된 이후 지리적으로 미국에 근접하고 주요 광물산지에 인접해
있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포르피리오 디아스(1884~1911년) 집권 시기, 자원
개발을 위한 철도망이 집중되면서 공업 발달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된다.
철도로 운반된 주변 주의 생산 광물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몬테레이는 멕시코 제1의 중공업도시로 발달하였다.
이후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 발전을 이뤘다(김희순 2010, 161).
이처럼 국가 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발전 정책은 급격한 도시화를
추동했으며, 주로 멕시코시티와 북부 지역 일부 산업도시의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수입대체산업화에 의존한 산업화 발전
모델은 내재적 한계에 봉착했고, 1970년대 오일 달러의 유입으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고
이후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외채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로 재진입하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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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발전 패러다임하에서 멕시코의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
게 되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 자동
차·부품·모니터·TV와 같은 가전제품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마킬라도라
(Maquiladora, 보세가공업)가 성장하게 된다. 마킬라도라가 북부 접경 도시
를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티후아나, 시우다드후아레스 등의 도시로 인구
가 이동하고 도시가 성장이 나타났하게 된다(김희순 2008, 20).
한편 20세기 산업화 기간 급격한 인구성장과 도시 발전을 경험한
멕시코시티는 주택 문제, 대기오염, 지반 침강, 도시 용수의 부족,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과 치안이라는 도시의 전형적인 문제들로 많은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Rees 2006; 김희순 2008, 13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멕시코시티로 집중된 국가 기능 및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982년 시작된 지방
분권화정책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겔 데 라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1982~1988년 집권) 정권은 시(municipio)정부에 관한 헌법 115 조항의
개정을 의회에 제출하여 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개정안은 시 정부가 고정적인 세수원을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정부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멕시코시티로 집중된 공공서비스 및 정치권력의 분산을
시도하였다(Rodríguez 1997, 1-2).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 중 지방세로
충당되는 비중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김희순 20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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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멕시코 국토개발의 주요 이슈
1) 지방분권화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연방 행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왔으나
세디요(1994~2000년 집권)가 집권하면서 신연방주의 통치 구조로 전환하게
되었다. 신연방주의는 행정부 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입법 및
사법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부의 권력 분립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평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해 수직적
분권화의 촉진을 기대했다(이상현 2011, 230).
이러한 개혁을 통해 현재 멕시코는 연방제 민주주의 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각 주는 각자의 법을 가지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의 방면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이 연방정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정에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의사 결정 권한의 지방분권화는 아래에서 살펴볼 구도심
재개발 사례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 경제통합(NAFTA와 USMCA)
1994년 1월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었다. 멕시코에 대한 NAFTA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뉜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NAFTA가 멕시코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켜 더 나은 임금과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미국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값싼 노동력, 천연자원
및 잠재력 있는 내수시장 접근과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축소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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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성형 2007, 164). 앞서 살펴보았듯이 NAFTA는
멕시코의 산업 발전 형태와 도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6년간 NAFTA가 시행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NAFTA는 실제로 멕시코의 제조업 수출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내수산업 침체로 인한 역내무역의 증가, 노동자 실질임금의 하락, 노동시장의
비공식 부문 확대, 농업 부문의 위기와 식량 주권의 상실, 농업노동자의
이주와 도시화, 불법 이주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이성형
2007, 164).
공화당 경선 때부터 NAFTA를 “최악의 거래(the worst deal)”라고
표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2017년부터 바로 NAFTA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재협상을 시작했다. 난항을 겪던 협상은 당시 멕시코 대통령 페냐
니에토(Peña Nieto, 2012~2018년 집권) 퇴임 전에 아슬아슬하게 타결되었다.
2020년 7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새로운 협정인 USMCA
(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가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NAFTA 시대가 저물고, USMCA의 시대가 열렸다. 기존의 협정과 차별하기
위해 새로운 명칭으로 개정하였으나 전반적인 구조나 규율 방식은 상당
부분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체결 내용은 자동차 관련 규정 신설,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6년 동안 유지됐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의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 지역 발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는 국토 이용에 변화를 유발했던 만큼 앞으로의 USMCA 협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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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주민과 원주민 운동
인종적으로 혼혈을 지칭하는 메스티소는 멕시코에서 다수(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과 혁명을 거치면서 의도적으로
멕시코 국가 정체성으로 설정되었다. 즉 인종적으로 통합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메스티소를 새로운 인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형적인 멕시코의
국민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혼혈화 정책의 과정에서 원주민은
자연스럽게 대상화되고 배제되었다.
멕시코에서 원주민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절대적 수치로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하지만 멕시코 원주민 인구는 일부
지역 -오아하카, 유카탄, 푸에블라, 베라크루스, 치아파스 등- 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모델이 도입되면서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정책
또한 신자유주의 기조로 흐르게 되는데,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 멕시코 국민을 원주민에 토대를 둔
다문화적(Pluricultural) 존재로 명문화하며 원주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에히도를 포함한 공동 토지의 사유화, 사회복지 정책의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원주민들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서 오히려 서로 다른 원주민 집단 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원주민 운동을 발전시켰다. 이제 지역 차원에서 원주민 사회의 생활 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것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포함한 국가 영역으로 관심이
확대되게 되었다.
대표적인 저항의 사례가 1994년 1월 산크리스토발데라스카사스에서 봉기
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이다. 사파티스타 운동은 치아파스주의
빈곤과 원주민 차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무장투쟁이자 토지 점거 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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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파티스타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살리나스 고르타리 정권하에
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에히도를 포함한 공동 토지의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
적 경제정책의 실시에 있다. 이로 인한 빈곤의 심화 및 원주민 차별에 대한 불
만이 폭발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초기 공권력을 통한 무력 진압을 꾀했으
나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함에 따라 ‘산안드레스 협정’(1996)을 통한 평화협
정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원주민의 자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
파티스타의 투쟁은 계속되게 된다.
초기에는 일종의 무장 반군으로 인식된 사파티스타군은 지속적인 저항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지역 차원의 원주민
사회 생활 조건 개선 요구에서부터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포함한 국가
영역으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Sieder 2002, 193; 주종택 2005,
251에서 재인용), 지리적으로 치아파스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토지’와
‘자치’를 요구하며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공동체를 구축하면서
투쟁을 지속해 가고 있다(김윤경 2013a; 2013b).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해당
지역 원주민 공동체와합의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관광개발이나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남부 지역을 지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국토부문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쟁점
멕시코는 외교정책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그 일환으로 1988년부터 국제개발협력

256

제10장 멕시코: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 계획 사례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CID)의 행사를 헌법
수준으로 격상하였다. 1994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5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타 OECD 국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회원국의 의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OECD Korea, 2018) 멕시코는 국제협력 체제에서
수혜국이자 공여국이라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여국으로서는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주 협력 지역이다(AMEXID 2019).
멕시코는 전문가 교환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 협력, 멕시코 유학을 위한
외국인 장학금,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 인도적 지원 및 재정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수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협력액은
3억 1,760만 달러로 추정된다(ibid.).
그림 2-47

멕시코의 국제협력 공여 분야

자료: 멕시코 국제개발협력기구(AMEXCID) 홈페이지. https://infoamexcid.sre.gob.mx/amexcid/ccid2017/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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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멕시코를 국제협력개발의 대상국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례에서 멕시코에 대한 지원은 1991년 이래로 지출
규모에서는 프로젝트 및 인도적 지원 유형이 가장 컸지만, 연수생 초청사업이
가장 지속적이며, 최근까지 지원이 행해진 유형이라 할 수 있다.29)
또한 2016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이후, 국제개발협력 체제에서도
기존 정부 주도 협력에서 비정부기구·시민사회·기업·재단 등의 다양한
민간 부문 행위 주체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개발이라는 목적을 넘어선
기후변화·이민·질병 등이 협력의 이슈로 떠오르는 등의 변화가 생겨났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체제에서 멕시코의 역할에도 변화를 유발하였다(정상희
2021).
멕시코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체제하에서 주로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
개발 및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국제협력 방식에 참여하면서 신흥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OECD, 2021).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의 국제개발협력 관계는 오히려
중남미 지역 제3국 대상의 개발 사업 실시에서 파트너로서 공동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30)

29) 한국의 멕시코에 대한 유형별 지원은 아래와 같다. 소규모 무상원조 1건(1997년), 프로젝트 지원 2건(2003,
2004~2005), 인도적 지원 6건(1992·1997·1999·2003·2007·2009), 봉사단 1건(2013), 전문가 파견
2건(1992), 연수생 초청사업 3건, 총 74명(1991~2019)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국별유형별 통계멕시코.https://stat.koica.go.kr/ipm/os/acms/areaEacoEacoBsnsList.do?lang=ko).
30) 2 014년 4월 한국-멕시코 양국은 중남미지역 제3국 대상 개발 사업에 관한 국제개발협력 MOU를
맺었다(외교부 뉴스 공지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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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멕
 시코 사례 및 이슈 분석: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 2011-2016’(이하 재생계획 2011~2016)은
멕시코시티 구도심인 역사지구(Centro Histórico)를 중심으로 도시 및 경제
활성화, 거주환경 개선, 유적지 개선, 교통, 위험 요소의 제거, 도시 생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멕시코의 도시 문제는 통합적인 계획의
부재, 거버넌스 및 법적·제도적 지원의 부족, 재원 조달 방안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본 사례연구는 재생 계획 2011~2016이 만성적인
도시·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멕시코 수도권의 인구 증가와 도시 확산으로 인한 인프라
건설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된 도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 거버넌스 수립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도시가 외부로
확장 31)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도심의 중심이 기존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에서 다양한 거버넌스의 역할
및 협력 부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멕시코 시티는 멕시코 의 정치, 경제, 문 화 의 중 심지이다 . 32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메트로폴리탄 도시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약 2,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역사지구(Centro histórico de Ciudad de México, CHCM)는
31) 도 심을 기준으로 중공업은 북부 지역에 주로 입지, 문화는 남쪽, 고급 주택가의 형성, 일반주거지와
상업중심지는 남서쪽으로 형성, 동쪽과 북쪽 지역으로 저소득 주거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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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구분 지을 수 없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콰우테목
(Cuauhtemoc) 행정구와 베누스티아노카란사(Venustiano Carranza)
행정구의 두 개 구에 걸쳐 있으며, 역사·문화·상업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즈텍 제국의 유적뿐만 아니라 스페인 식민
시대의 유적, 그리고 19~20세기에 건축된 공공건물 등이 분포해 유적지 분포
지역(zona de monumentos históricos)으로 불리던 장소들이 1980년
연방법32)에 의거하여 지금과 같은 역사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지구에서는 아스텍 제국의 유적인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를
비롯해 식민 시대 도시 건설의 흔적 및 멕시코 근대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메트로폴리탄대성당, 예술궁전, 우체국, 대통령궁을 비롯한 다양한 관공서
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림 2-48

멕시코시티 지도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구역

자료: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7-2022 , p.19.

32) 기 념물 및 고고학, 예술 및 역사 지역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sobre Monumentos y Zonas
arqueológicos, Artísticos e Históri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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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부터는 도시의 새로운 중심 시가지들이 등장하게 되고,
도시가 외부로 확장되면서 점차적으로 역사지구를 비롯한 구도심의 역할은
축소되어갔다. 역사지구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지하철 건설
도중 템플로 마요르 유적지가 발견되면서부터다. 템플로 마요르는 옛
아즈텍 신전의 일부로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스텍 제국의 거대한 도시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때부터 템플로 마요르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계획 및 개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한편 1985년
9월에 발생한 멕시코시티 대지진33) 역시 도시계획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멕시코시티 대지진으로 도시 일대가 크게 파괴됐고 이에 따라 도시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이 목표에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의
두 사건보다는 영향력이 미비하지만, 1968년 올림픽 개최도 도시계획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멕시코시티 대지진이 일어나고 2년 후, 멕시코시티
역사지구와 소치밀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역사지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과제는 도심 내 문화유산을 보전
관리하는 것과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유적지와 상업 공간이 공존하는 지역을
서로 상호 보존하며 활성화하는 것이다.

33) 1985년 9월 19일 오전 7시 19분 멕시코시티에서 진도 8.1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크게 파괴됐는데, 역사지구의 피해가 가장 컸다. 1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BBC
mundo, 2015년 9월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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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자료: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7-2022, p.19.

이를 위해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신탁(Fideicomiso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1990년), 시민자문위원회(Consejo Consultivo Ciudadano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2001), 멕시코역사지구기구(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ACH, 2007년)와 같은 일련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특히
역사지구기구(ACH)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의 관계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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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 참여기관

농업 및 국토 개발부
(SEDATU: Secretaria de Desarrollo Agrario, Territoroal y Urbano)
멕시코 관광부
(SECTUR: Secretaria de Turismo)
국립 인류학 및 역사 연구소
(INAH: Instituto Nacional de Atropologia e Historia)
국립 미술 연구소
(INBA: Instituto Nacional de Bellas Artes)
멕시코 시정부
(Gobierno de la CDMX)
멕시코 도시개발주택개발부
(SEDUVI: Secretaria de Desarrollo Urbano y Vivenda)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기구
(ACH: AUtoridad del Centro Histórico)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신탁
(FCHCM: Fideicomiso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UNESCO)

자료: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7-2022.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지구는 20세기 말 일련의 사건 속에서 재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지구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획득을 위한 종합 관리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멕시코시티정부는 2008년 유네스코와 합의해 계획을 수립했다. 2007년
역사지구기구(ACH)를 설립하고, 2008년 7월 멕시코시티 정부는 유네스코와
함께 역사지구 관리계획의 공식화를 약속했다. 계획은 유적지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기·장기 전략으로 구성했다. 이런 전략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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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계획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 2011-2016(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1-2016)’이다.
그림 2-50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 2011-2016

ㆍ공공 공간회복
- 치안의 개선, 도시 공원재생
- 공공 공간의 예술문화조성

ㆍ상업공간 회복 및
상업공간 재설정

ㆍ주거지회복

ㆍ신용제도 확대

- 주거지역 수리 지원
- 주거관련 신용제도 확대

거주

ㆍ직업훈련

경제

유적

ㆍ차없는 거리 조성
및 확대

ㆍ파손위험 건물 보수
ㆍ파차드 보존

ㆍ교통체계 재정비를
통한 이동성 확보
ㆍ대중교통확대

ㆍ심토(subsuelo) 이용에 대한
분과위원회 설치

ㆍ관리체계정비

도시의
삶

교통
위험
예방

ㆍ교육
ㆍ문화프로그램의 운영

ㆍ인프라 재정비: 위생, 전기 등
ㆍ소음 모니터
ㆍ 도시서비스 확충

자료: Plan integral de Manejo del Centro Histórico de la CDMX 2017-2022.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 2011-2016’은 멕시코시티 역사지구의 문화,
경제, 거주, 교통 등 전반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 1) 도시
시스템 효율성의 구축 및 부지 가치의 지속, 2) 다양한 개발 관련 행위자들의
참여 메커니즘의 형성, 3)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향상, 4) 지역의 발전을 위한
향후 지속적인 계획 수립, 5)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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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멕시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부처와 함께 유네스코가
계획의 수립과 수행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도 멕시코 도시개발 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다양한
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멕시코시티
역사지구기구(ACH)가 이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개발의 주체 측면 이외에도 개발의 주요 축에서도 역사지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상업, 거주의 복합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통적인 도심의 중심이 기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국제개발협력의 일차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협력을 통한 개발
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 문제 해결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이나 기관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국제개발협력 체제에서도 기존 정부 주도의 협력 외에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기업, 재단 같은 다양한 민간 부문 행위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개발이라는
목적을 넘어선 기후변화, 이민, 질병 등을 협력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변화는 협력 체제 속에서 멕시코의 역할에도
변화를 유발하였는데, 멕시코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체제하에서 주로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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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카리브해 지역에 긍정적 영향과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 협력에 참여하면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힘써왔다(OECD 2021).
한편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 사례에서 멕시코는 신흥 공여국보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하에서 수혜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시티
역사지구 재생계획은 국내 관련 기구들이 참여하여 기존 개발계획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만들어낸 개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듯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존
개발 지원 형태인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 리더의 역할, 구체적인 목표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국제협력의
역할로서 유네스코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제협력 체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멕시코가 가진 신흥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이 COVID-19 대유행을 지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는 유의
깊게 지켜볼 부분이다. 멕시코는 199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5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국제협력 체제 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참여를
확대해 왔다. 2020년 3월 COVID-19 대유행의 시작과 함께 멕시코는 협력
프로그램의 공여국으로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력의
수혜자로서 대유행으로 인한 건강, 사회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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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안티구아 관광산업 사례

1. 과테말라 국가 개관
그림 2-51

과테말라 지도

그림 2-52

과테말라 지리적 특징

자료: Worldmeters https://www.worldometers.info/

중미에 위치한 과테말라는 행정구역상 22개 주(departamento)로 구성
되고, 인구 규모는 1,400만 명으로, 마야문명의 3,500년 전통을 승계한
거의 유일한 근대 국민국가이다. 과테말라 내 여러 곳의 마야문명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현재까지도 22개의 마야 종족이
자신들의 문명을 유지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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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테말라의 근현대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19세기 초 스페인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어 독립국가를 구성한 과테말라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의 갈등 기간을 거쳐 20세기 초 본격적인 근대 국민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과두 지배 세력과 해외 자본의 지배하에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1960년부터 1996년까지 36년간 내전을
겪었다. 20세기 중반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화, 산업화 발전을 거치면서
국토개발을 추진한 것과 달리 과테말라는 내전의 상흔 속에서 국토개발이
지체되었다.
1996년 평화협정 체결은 오랜 내전을 종결했다는 의미도 있으나,
경제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테말라의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했으며,
내전으로 인해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부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 과테말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대부 분 은 민주 주의 질서 체계를 구 축하 고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과테말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2021년 OECD DAC
ODA 수원국 리스트를 보면, 과테말라는 ‘중저소득국가’34)로 분류되어 있어
극도의 빈곤 상태인 국가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는 여전히 사회·공간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부의 불평등과 지역 간 큰 발전 격차, 교육·보건 체계
부실, 우수 인적자원 부족, 발전 인프라 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과테말라는

34) 중저소득국가의 기준은 1인당 GNI가 1,006달러에서 3,955달러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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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해 1980년대부터 외국 기업의 보세가공산업(마킬라도라) 진출과
단순 가공 제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모색하였지만, 2021년 현재
이 분야의 산업이 정체되고 있어 새로운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I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들은
수원국이 단순히 무상원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구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소위 ‘원조 피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원국 자체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테말라 역시
현재 자국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테말라 정부가 주목하는 분야는 ‘관광산업’이다.
마야 문명의 본산지이자 풍부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과테말라는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분야로 관광산업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 단순히 국가
수익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장 빠른 시간 내에 과테말라가
‘중공업 국가’ 혹은 ‘고생산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해 자연경관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과테말라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 수립 과정과 이 과정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과테말라
관광산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안티구아 사례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국토개발 계획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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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테말라 국토개발의 역사와 특징
19세기 중미연합국으로 독립한 과테말라는 연합국 붕괴 이후 19세기 내내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대결 구도하에서 국가를 발전시켰다. 특히
1871년 권력을 획득한 자유주의자들은 과테말라의 국가 기틀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 상품은 커피를 비롯한
농산물로 자유주의자들은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혹은 강탈)하여 커피
등의 대규모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자유무역에
주력하며 국가 발전을 도모했다. 특히 농산물 수출을 위해 도로망과 철도
등을 건설하면서 국토개발을 본격화했다.
20세기 과테말라는 바나나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1901년
UFC(United Fruit Company)는 독재자 카브레라의 비호 아래 과테말라에
진출하였으며 바나나를 생산하여 국제무역을 추진하였다. UFC는 바나나
운송을 위해 과테말라시티에서 푸에르토바리오스(Puerto Barrios)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커피, 바나나 등의 농산물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한 과테말라는 소수의 농장주와 외국자본의 영향력 아래
극도로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를 유지해 왔다. 20세기 중반 아르벤스
정권은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아르벤스
정권하에서 시도된 토지개혁 조치들은 과두 지배계급과 UFC의 이해관계와
깊이 연관되면서 이들 집단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아르벤스 정권은
1954년 미국에 의해 축출되었고, 10년 동안 지속된 과테말라의 정치 실험도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후 과테말라는 36년간 내전이라는 역사적 격랑에
휩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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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부터 1990년까지 과테말라는 ‘국토개발’에 집중했다기보다
‘국민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과테말라 내전 당시, 특히 게릴라전이
치열했던 고원 지역 마야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델 빌리지(model village)’
등이 건설되었고, 이곳에서 마야 원주민들은 ‘과테말라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았다. 모델 빌리지는 베트남전쟁에서 활용된 ‘전략촌(Strategy village)’
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초토화 작전 시 피난하지 못한 점령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 국가가 총괄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한편 과테말라에서도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진행되었다. 과테말라는 1960년대부터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고,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농민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도시로 이주하였다.
특히 내전으로 갈등이 심했던 북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도시화 비율이
최고치를 이루게 되었다35). 이러한 특징들은 바하베라파스와 알타베라파스,
우에우에테낭고, 키체 등의 지역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1976년 발생한
대규모 지진도 도시와 농촌 인구 비율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과테말라 도시화의 또 다른 특징은 새로운 도시망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작은 도시들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20세기 후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과테말라
중부 지역과 고산지대(altiplano)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역대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오지에
속해 있던 페텐(Petén)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35) 이렇게 도시화 비율이 올라간 것은 대표적으로 1950~1964년, 그리고 1994~2002년 기간이었다(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 y Rural 2014,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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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1992년)36)가 실행되었고, 이를 위해 도로 등이 건설되었다.
1996년 체결된 평화협정은 과테말라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평화협정
이후 과테말라는 외부 국가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새롭게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이 시기부터 국가 개발에 관한 장·단기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2021년 현재까지 과테말라는 다양한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하였고, 이 속에서 다양한 루트의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 과테말라 국토개발의 주요 이슈
1) 내전, 평화협정 그리고 국토개발
과테말라는 1960년 시작된 내전 기간에 종합적인 국가개발계획이 존재할
수 없었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1996년까지 국가의 장기적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테말라의 체계적인 국가개발계획 구상은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에서 거시적으로 완성되었고, 당시의 구상이
향후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과테말라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국토개발전략 및 국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은 1996년 과테말라 내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이다.
36년간 지속된 내전이 종식됨으로써 내전 당시 압살되거나 소외되었던
민주주의와 인권, 시민권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꿈꾸게 되었다. 이
당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희망과 계획은 평화협정문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36) 프로젝트명은 ‘el Plan de desarrollo integral de Petén’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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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내전 평화협정문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합의 조항이 들어
있지만, 협정문의 정신과 대의는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사회 내부에
정착시키고 각종 사회제도를 강화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균형적 국토개발도 평화협정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평화협정문 중 ‘사회경제와 농업 상황 측면(Acuerdo sobre Aspectos
Socioeconómicos y Situación Agraria)에서의 합의’는 1996년 5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서는 민주화 진행과 더불어 이에
부합하는 소득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와 지방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도시농촌발전위원회(Consejos de Desarrollo Urbano y Rural)’의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보건, 환경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6년 평화협정 결의 사항에 의거하여 과테말라 내전 시기에 벌어진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청산기구(La 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Histórico, CEH)가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내전 시기 인권침해 및 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가족) 구제 방법 등을 논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향후 발전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권고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2) 인권, 환경 그리고 국토개발
과테말라는 내전 종식 이후인 1996년부터 외부 국가들의 국제개발협력적
도움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국토(국가)개발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아래에 소개하는 각종 프로젝트와 계획은 과테말라가 1999년부터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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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토개발계획이며, 각각의 계획과 어젠다는 국가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99년 설립되어 국토 분산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젠다를 만들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
‘국가경쟁력강화 어젠다(Agenda Nacional de Competitividad)’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기관은 공적 기관과 민간단체,
시민사회 및 학계의 유대를 촉진하고 투자 유치, 국토 분산 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고용 기회 창출, 기업경쟁력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3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주요 계획은 ‘국가경쟁력강화 2018~2023(La
Politica Nacional de Competitividad 2018-2032)’ 계획에 집약되어 있고,
이는 이른바 ‘11-11-9’(11 clústers – 11 prioridades – 9 territorios)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11-11-9’는 ‘11대 산업 클러스터 육성’, ‘11대 시급한 사회문제
개선’, ‘9대 거점도시 개발’을 말한다. 이 활동들의 목표는 국가경제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 활동이나 투자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 11-119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24
11 clústers
(11대 산업 클러스터)
임업, 펄프 및 고무 산업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1-11-9'
11 prioridades
(11대 시급 과제)
부패 척결

9 territorios
(9개 핵심 거점지역)
안티구아

과일 및 채소 산업

치안 강화

산호세

가공식품 산업

법적 안정성 제고

케찰테낭고

섬유, 의류 및 신발 산업

만성 영양실조 근절

우에우에테낭고

금속가공 산업

교육의 질 향상

코반

37) ANC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연도는 2005년과 2012년, 201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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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lústers
(11대 산업 클러스터)

11 prioridades
(11대 시급 과제)

9 territorios
(9개 핵심 거점지역)

경공업

관료 비효율 개선

플로레스

관광 산업 및 보건 서비스

인프라/물류 개선

사카파

IC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인적자원 개발

푸에르토바리오스

운송 및 물류 산업

G&D 촉진

레탈울레우

건설 산업

기업 경영 환경 조성

음료 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20세기 동안 진행된 과테말라의 국토개발 사례 중 외부 국가와의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은 주로 대규모 자연재해 상황이나
내전에 따른 긴급 상황 발생과 연관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76년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1999년 허리케인 ‘미츠(Mitch)’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2005년 태풍 ‘산토(Santo)’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등이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 과테말라 국제개발협력에는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1996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 협정 합의 조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단기적 원조 경향은 비상 상황 복구를 위한 다양한 국가의
능동적 대처로는 적합하다 하겠지만, 수원국의 주체적 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한 ‘지속가능’ 원조는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기적 원조
가운데도, 과테말라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공여국과 기관들이 모여 좀 더
장기적인 원조와 국가개발계획 등의 청사진을 촉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G13이었다.
G13(El Grupo de Donantes G13)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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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공정 사회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를 말한다. 이 기구는 1999년 허리케인 미츠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표된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결성되었고, 과테말라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는 9개
국가(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저지대 국가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와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 IMF, 유엔개발계획, EU, 미주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포함하고 있다.
G13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구상은 거시적으로 보자면 ‘과테말라 내전
평화협정’(1996), ‘스톡홀름 선언’(1999), ‘새천년 선언’(2000), ‘파리협약’(2005),
‘아크라 선언’(2008) 등에 기초하고 있지만, 과테말라를 위한 구체적 활동의
내용은 2008년 합의된 ‘안티구아Ⅰ·Ⅱ 선언(Declaraciones de Antigua
I y II)’에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안티구아 선언에 서명한 기관들은 과테말라의 여러 부처, la
Secretaría de Planificación y Programación de la Presidencia (SEGEPLAN),
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MINEX), el Ministerio de
Finanzas Públicas (MINFIN)과 G13의 의장국38)이었고, 이 선언에서 언급된
주요 개발협력 분야는 ‘사회안전과 정의’, ‘보건’, ‘교육’, ‘환경과 식수’,
‘식품안전’ 분야였다. 이 분야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과테말라의
성장을 계획한 것이다.
과테말라 정부는 안티구아 선언을 통해 특정 재난 사건 등의 발생 이후
후속조치를 논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혹은 국토개발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과테말라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실행 법률(Decreto
38) 2008년 5월 ‘안티구아Ⅰ 선언’ 체결 시 의장국은 스페인이었고, 2008년 11월 ‘안티구아 Ⅱ 선언’ 체결 시
의장국은 스웨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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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7)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직속 국토개발계획사무국(la
Secretaría de Planificación y de Programación de la Presidencia, 이하
SEGEPLAN)’을 출범시켰다. SEGEPLAN은 국토개발계획 이행을 촉진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 과정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시농촌국가개발위원회(El 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 y
Rural, CONADUR)’를 2002년에 신설하였다.
CONADUR는 과테말라의 다양한 민족성(마야와 크리오요 등)과 언어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 국토개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CONADUR는 국가 차원의
조정기관으로서 농촌 개발 정책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분권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각종 개발 정책 및 계획을
공식화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향후 이 계획들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CONADUR 개발 체계는 하부의 다양한 의견을 상부로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 사적 모임, 학문 영역을 통틀어 자문을
구하고 있다.
‘국가발전계획 까뚠(K’atun)39): 우리의 과테말라 2032 프로젝트(Plan
Nacional de Desarrollo K’atun: nuestra Guatemala 2032, 이하 까뚠
2032)’는 CONADUR에서 기획한 국토개발 프로젝트이며, 2014년 관련
조약이 통과되어 현재 과테말라 국가(국토)개발의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까뚠 프로젝트는 2015년 9월 과테말라가 합의했던
지속가능개발목표(los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ODS) 등에

39) 까뚠은 마야 월력에서 시간의 단위이며, 현재 계산법으로 7,200일을 의미한다. 이것은 20뚠(turn, 1뚠은
360일)과 같은 캘린더이며, 7,200일 동안 과테말라 국토개발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마야의 지배자들은 각 까뚠이 시작되고 끝날 때 여러 행사를 왕성하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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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El Programa Nacional de
Competitividad 과 연관성 속에서 과테말라의 미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까뚠 2032는 다른 국가개발 전략과 달리 단순히 생산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성에 기초한 만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32년까지 과테말라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려는 국가종합개발 계획서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SDGs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과테말라에서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원주민과 여성, 이민자, 농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까뚠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달성 목표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25

Plan Nacional de Desarrollo K’atun: nuestra Guatemala 2032 주요 내용

대주제
과테말라의 도시와 농촌
(Guatemala urbana y rural)

국민을 위한 복지
(Bienestar para la gente)

실행 영역
- 과테말라 도시와 농촌의 조화와 발전을
위한 계획
- 영양결핍 문제와 공중보건
- 교육(문맹자 해소)
- 사회적 약자의 보호
- 과테말라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
(Riqueza para todas y todos)

-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분석
- 해외 송금 현황 분석
-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
- 재정 체계와 하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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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실행 영역
- 식수 분석

- 농업 현황과 영양 안전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원
(Recursos naturales hoy y para el futuro) - 쓰레기 문제 분석(재활용 문제 등)
- 차세대 에너지 문제
-시민 정치참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 발전
(Estado como garante de los derechos
humanos y conductor del desarrollo)

-정부 행정의 민주성
-사법체계
-통제기관의 구조 분석
-사회안전과 정의

국토발전계획의 모니터링과 평가
(Seguimiento y evaluación d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모니터링과 평가 도구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까뚠 2032는 과테말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이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적 지원에서 수원국 스스로 만든
경제개발계획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까뚠 2032는 향후
과테말라의 국가(국토)개발과 국제개발협력적 지원에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3) 과테말라 국토개발과 국제개발협력
과테말라 국토개발에는 자국만이 노력한 것은 아니다. 1996년 과테말라
내전이 종식된 이후부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과테말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지원의 대부분은 과테말라 국토와 인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과테말라는 과거 내전을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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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원조를 받았으며, 현재는 사회행정제도의
안착과 농촌 지역 보건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OECD(2021)의 자료를 통해 볼 때, 2019년 과테말라는 OECD DAC
국가로부터 모두 5억 7,400만 달러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것은 2015년 7억
6,400만 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2018년의 4억 9,200만
달러와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증가한 액수이다. 위와 같은 과테말라의 원조
규모는 엘살바도르의 11억 1,100만 달러와 온두라스의 8억 900만 달러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표 2-26

과테말라 ODA 규모(2013~2019)
(단위: US $ 백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액수

502.1

414.9

764.4

679.4

645.5

492.7

574.2

자료: OECD 2021, p.417.

과테말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은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를 향상하는
분야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특히 교육과 보건 영역에
상당히 많은 원조가 집중되었고, 이것은 평화협정 이후 아직까지 사회
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프라 개선 이외에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 영역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분야는 제1차 생산영역에서부터
관광까지 다양한 요소에 걸쳐 있다([표 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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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과테말라 국제개발협력 원조 분야(2018~2019)
(단위: US $ 백만)

원조분야

2018년

2019년

교육

79.2

27.7

건강과 인구

104.9

20.6

식수 공급과 건강

12.9

4.8

에너지

0.3

0.1

교통과 통신

0.1

0.3

농업, 임업, 수산업

32.9

18.8

공업, 광업, 건설업

7.5

21.0

무역과 관광

0.0

0.7

33.3

12.9

1.0

0.0

채무 관련

0.0

0.0

인도적 지원

15.5

41.3

기타

19.0

20.4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

경제 인프라와 서비스

생산 영역

다중 영역
프로그램 지원

식량 원조

자료: OECD 2021, p.417.

200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 주요 공여국들은 수원국에 ‘퍼주기식’
원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국토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테말라의 경우에도 앞 장에서 소개한 국토발전계획의 상당
부분이 해외 국제개발협력 지원 요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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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테말라 사례 및 이슈 분석: 안티구아
관광산업 사례
1) 과테말라 관광산업과 국토개발의 역사와 특징
라틴아메리카에서 관광산업은 다른 천연자원 산업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다. 하지만 1970~1980년대 접어들어 여러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권
및 군부독재 정부가 들어선 후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국가폭력 상황이 ‘과거사 청산(Transitional
Justice)’ 등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관광산업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관광 유형은 ‘원주민 공동체’에 기반
한 ‘문화관광(Cultural tourism)’과 카리브해 중심의 ‘크루즈 관광’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는 관광산업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있다.
중미 지역의 경우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이 특히 발전
하였는데,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중미 지역의 관광 수익은 평균 4%
증가했으며, 과테말라와 파나마는 약 3%의 성장률을 보였다(Oddone,
Nahuel., E. Alarcón, Pablo. 2016, 18).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SICA40)
회원국을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2,400여 만 명을 기록하면서,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관광객이 중미를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ITCA
& SICA 2019).

40) SICA(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중미 지역 회원국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벨리스이며, 도미니카공화국(협정회원국)과 멕시코, 칠레, 브라질(이상
준회원 국가), 중화미국, 스페인, 독일, 일본(지역 외 참여 국가) 등의 국가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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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미 지역은 전 세계적인 지표와 비교해 본다면 관광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 이유는 중미 지역에 있는 ‘과거 식민지 유적’, ‘원주민
문화’, ‘자연경관’, ‘생태적 다양성’ 등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멕시코와
페루, 브라질)에 비해 활발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결정적으로 중미
지역 국가 대부분이 치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미 국가들이
관광산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거나 역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치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과테말라의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 볼 때 관광산업이 갖는 효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과테말라의 관광 가치가 중미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마야문명 유적인 티칼(Tikal)과 식민지 유산인 안티구아 과테말라(Antigua
Guatemala)에 대한 관광객의 선호가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테말라의
관광산업은 1996년 내전이 종식되기 이전까지 활성화될 수 없었다. 과테말라
관광산업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노력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 과테말라관광청(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이하
INGUAT)은 과테말라 관광산업을 총괄하는 ‘국가관광전략(la Estrategia
Nacional de Turismo)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국가관광전략에 의거하여
각 지방에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INGUAT는 과테말라 관광의 전체적인 운영을 이끌면서 지속 가능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형성하는 데 리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과테말라
국내 조직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관성까지 책임지고 있다. INGUAT는
과테말라 내전 기간인 1967년 법률 제1701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995년 ‘지속발전관광(Desarrollo Turístico Sostenible)’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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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 수립된 ‘과테말라 2012~2022’ 계획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관광을 국가 발전의 매개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와 관광 형태의 다양화, 관광 정보 체계의 확립, 경쟁력 강화, 관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위와 같은 세부 핵심 사항 등을 실행하여 2016년까지 평균
6.6%의 관광객 증가를 이루고, 2022년까지 8%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과테말라 2012~2022’ 계획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고, 이 지침은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앞선 ‘과테말라 2012~2022’ 계획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광의 내용을
보완하고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토의 개발과 정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과테말라 지속가능관광종합계획(Plan maestro de turismo sostenible
de Guatemala: PMTS)이다. PMTS는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기관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 계획 역시 여타 마스터플랜과 같이 제도개선과
지속 가능한 관광 영역 개발, 관광의 다양화, 관광 정보 체계의 유용화,
관광 경쟁력 제고, 관광의 안전성 확보, 시장 분석 등에 대한 진단과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PMTS 계획은 설정된 어젠다와 개발 목표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별 국토개발 중장기 플랜을 담고 있다.
PMTS 진단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핵심 관광자원은 ‘자연경관(화산과 해변
등)’과 ‘22개 원주민과 그들의 삶’, ‘스페인 식민지 이전 고고학 유적지(티칼
등)’ 등 7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1) 과테말라시티와 인근
식민지 유적, 2) 고원지대 마야문명권, 3) 티칼 유적, 4) 카리브해 지역, 5)
베라파스, 6) 동부 지역, 7) 태평양 지역 등의 7개 핵심 관광자원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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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국토개발 영역인 총 10개의 관광노선 개발을 국가 어젠다로
지정하였다.

표 2-28

국토개발 계획에 근거한 과테말라 10개 관광 노선

지역명

국토개발 활용 가능한 요소(이벤트 혹은 자원들)

사카테페케스
(Sacatepéquez)
라 안티구아 과테말라
(La Antigua Guatemala)

- 부활절 행사
- 화산(Agua, Fuego, Acatenago) 방문
- 스페인 식민지 유적(안티구아시)
- 십자가 언덕(Cerro de La Cruz)
- 전통 수공예품 판매

과테말라시티
(La Ciudad de Guatemala)

- 도심 역사유적지(Centro Histórico)
- 도심 내 박물관들

페텐: 티칼 국립공원
(Parque Nacional Tikal)

- 티칼 국립공원
- Yaxha-Nakum 고고학 유적지
- 자연생태환경

솔로라, 아티틀란 호수
(Sololá, Lago de Atitlán)

- 아티틀란 호수
- 파나하첼(Panajachel)41)
- 자연경관 관광(에코투어와 농촌투어)

치키물라, 에스키풀라스
(Chiquimula, Esquipulas)

- 에스키풀라 성당(흑인 예수상)
- 카라바나 소로(Caravana Zorro)42)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 역사유적지
- 화산관광(산타마리아 화산 등)
- 마야 문화관광, 자연관광, 농촌관광

이사발, 키리구아 고고학 유적지,
리오 둘세 국립공원
(Izabal, Parque Arqueologico
Quirigua, Parque Nacional Rio
Dulce)

- 키리구아 고고학 유적지(문화유산)
- 리오 둘세 국립공원
- 이사발 호수와 해변
- 가리푸나(Garífuna)43) 전통 언어, 음악,
춤(무형문화유산 지정)

41) 파나하첼은 솔로라주에 위치한 도시로서, 주변에 아티틀란 호수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42) 이 행사는 루벤 비야델론(Rubén Villadeleón)이라는 사람에 의해 196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과테말라시티부터 에스키풀라 성당까지 가는 일종의 성지순례 행사이다.
43) 카리푸나는 아프리카 기원 원주민을 말하며, 벨리스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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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남부 해안: 과테마히카,
몬테리코, 파카야 화산
(Costa Sur: Guatemágica,
Monterrico, volcán de Pacaya)
키체, 치치카스테낭고
(Quiché, Chichicastenango)
알타/바하 베라파스
(Las Verapaces)

국토개발 활용 가능한 요소(이벤트 혹은 자원들)
- 타칼릭 아바흐 고고학 유적(Parque
Arqueologico Takalik Abaj)
- 해변
- 자연경관(에코 관광과 농촌관광)
- 산토토마스(Santo Tomás) 교회
- 칼바리오(El Calvario) 교회
- 마야 문화관광
- 식민지 전 라비날 아치 마야문명(Cultura Maya
Prehispanica Rabinal Achi, 문화유산 등재)
- 마야 문화관광

자료: 관광 노선(Gobierno de Guatemala 2014, p. 53-58.

설정한 10개의 관광 노선은 과테말라 정부에서 다각도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고려되었다.
10개 관광 노선은 제각기 다른 특징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매년
상당수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관광 영역은 과테말라시티와 안티구아가
차지하고 있다. 과테말라 관광 영역에서 첫 번째 관광 집중 지역은 과테말라
시티와 안티구아이며, 두 번째 관광 집중 지역은 티칼로 나타났다(Sanchez
Crispin, Alvaro 2012, 119). 결국 관광을 중심으로 한 과테말라 국토개발에서
안티구아가 갖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이 지역에서 어떠한 국토개발이
계획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과테말라 전체 개발 계획의 상당 부분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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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과테말라 10개 관광 노선

자료: Gobierno de Guatemala 2014, p.53.

2) 과테말라 관광산업과 국토개발: 안티구아 사례
이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과테말라 관광개발 정책이 실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되고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 지역은 안티구아(Antigua)이며, 이곳은 과테말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안티구아의 역사와
관광 가치 개발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현재 안티구아의 관광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활용되고 있고, 이 정책들은 과테말라
국토개발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안티구아는 과테말라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도시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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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1523년 에르난 코르테스의
휘하에 있던 페드로 데 알바라도(Pedro de Alvarado)가 과테말라
영토로 진격하였고, 이후 1524년 칵치켈(Kaqchikel) 마야 원주민이
거주하던 익심체(Iximché) 부근에 수도 ‘산티아고데과테말라(Santiago
de Guatemala)’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건설된 스페인의 식민지 수도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수차례 이동해야만 했고, 1543년 현재의 안티구아
위치로 옮겨져 세 번째 수도가 되었다. 이때부터 안티구아는 식민지령의
수도로 기능하면서 스페인의 문화가 깃든 많은 건축물과 가톨릭 종교
관련 시설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1773년 지진으로 인해 안티구아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도가 현재 과테말라시티로 이동하면서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안티구아는 과테말라에서 수도
과테말라시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44)
그림 2-54

안티구아 전경

자료: https://www.wikidata.org/wiki/Q212773 (2021년 9월 10일 검색).

44) 안티구아 과테말라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5만 5,3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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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구아는 사카테페케스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주는 과테말라시티와
인접해 있으며 모두 16개의 무니시피오(municipio)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로 아주 유명하고, 주의 남부 지역에서는 커피와 설탕,
면화 등이 재배되고 있다. 또한 사카테페케스에는 여러 개의 활화산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1944년 과테말라는 법령(Decreto 2772)에 의거해 안티구아를 ‘국가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이 법령을 통해 과테말라 최초로 도시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안티구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었고, 도시 내부에 박물관과 도서관이 들어서고,
각종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65년 안티구아는 도시 전체가
‘아메리카의 문화도시(Ciudad Monumento de América)’로 지정되었고,
1969년에는 ‘안티구아 보존 국가위원회(Consejo Nacional para la Protección
de La Antigua Guatemala: CNPAG)’가 설립되면서, 안티구아 보존을 위한
새로운 법률(Decreto 60-69, Protectora de la Ciudad de La Antigua
Guatemala)이 제정되었다.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은 안티구아가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이때부터 안티구아에 있는 ‘돌로
만든 길(calles empedradas)’과 ‘스페인 식민지풍 가옥’, ‘가톨릭 관련 교회와
시설’, ‘신화와 전설’ 등은 상당히 중요한 문화유산 자원이 되었고, 티칼 마야
유적과 함께 과테말라를 대표하는 유적이 되었다.
안티구아와 사카테페케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 대부분은 부활절 기간에 안티구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와 행진
등을 보기위해 방문하고 있다.

295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표 2-29

INGUAT의 2017 관광 소비 조사

방문 기간

방문객 수(명)

비율(%)

부활절 기간

696,289

41

여름휴가 기간

241,790

14

독립일

256,001

15

10월 20일 휴가 기간

60,482

4

모든 성축일

75,341

4

연말휴가 기간

365,832

22

총계

1,695,735

100

자료: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2018, p.72.

관광산업을 경쟁력 관점에서 볼 때, 과테말라의 관광산업은 그렇게 좋은
지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는 2013년 발표된 과테말라의
관광경쟁력에 관한 지표이다(Oddone, Nahuel. & E. Alarcón, Pablo. 2016,
25-26).45)
표 2-30

구분

과테말라 관광경쟁력 지표

순위/144

정책과 법령

82

4.37

지속 가능한 환경

126

3.9

도시 안전

129

3.5

보건위생

95

3.81

사업과 인프라 환경

98

3.15

항공 인프라

100

2.51

45) 위 지표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Foro Económico Mundial)에서 집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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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144

등급(1-7)

지상교통 인프라

114

2.83

관광 인프라

96

2.64

관광산업에서 가격경쟁력

23

5.08

관광과 여행에서 인간과 문화, 자연자원

69

3.88

자연자원

47

4.07

문화자원

88

2

자료: Oddone, Nahuel., E. Alarcón, Pablo. 2016, p.25-26.

위 지표들을 보면, 과테말라의 관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은
‘관광산업에서 가격경쟁력’이다. 하지만 그 외 지표들을 본다면, 과테말라
관광산업은 경쟁력에서 커다란 장점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테말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을 이용해
새로운 관광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바로 주민과 공동체에 기반을
두는 관광정책으로 최종 관광지로서 유적이나 건물 등이 아닌 공동체
방문을 권장하는 것이다. 특히 안티구아는 24개의 ‘촌락(aldea)’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많은 곳은 칵치켈 마야 원주민의 근거지이자
다양한 공동체가 집결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안티구아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주변에
위치한 마을 공동체를 하나의 ‘관광 체인’으로 만드는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안티구아의 공동체 기반 관광정책에 연동되어
있는 7개의 촌락은 모두 안티구아 주변에 위치한 곳으로서, 다양한 역사
배경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좀 더 다른 차원의 ‘체험 관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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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촌락

안티구아 체험 관광 7개 공동체
지리적 특징

관광 특징

산바르톨로메베세라
안티구아로부터 2.2km
커피농장, 산바르톨로메 교회와
(San Bartolomé Becerra) 떨어진 곳. 인구 4,500명 돌십자가, 예수상

산크리스토발엘알토
(San Cristóbal El Alto)

안티구아로부터
5.4킬로미터 떨어진 곳
인구 580명

판초이 계곡(el Valle de
Panchoy)과 알모롱가 계곡(Valle
de Almolonga), 그리고
볼칸데아구아(volcan de agua),
볼칸데푸에고(volcan de Fuego)

산가스파르비바르
(San Gaspar Vivar)

볼칸데아구아의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안티구아로부터 3.2km
떨어진 곳에 위치
인구 6,000명.

스페인 식민지풍의 중앙 광장과
가톨릭 교회(Nuestra Señora de
los Remedios)

볼칸데아구아 근처
해발 1,616m에 위치

과테말라의 첫 번째 대주교였던
프란시스코 마로킨(Francisco
Marroquín)이 거주하던 대주교
관사(Palacio Arzobispal)와
식민지풍의 중앙 광장, 가톨릭
교회, 작은 기도당

산후안델오비스포
(San Juan del Obispo)

산마테오밀파스알타스
인구 5,000명
(San Mateo Milpas Altas)

자연 생태계 중심 관광자원,
산 정상의 전망대

산페드로라스우에르타스 안티구아의 가장 북단에
(San Pedro Las Huertas) 위치. 인구 10,000명

공동 우물과 중앙 광장

부엘타그란데
(Vuelta Grande)

안티구아로부터 9.1km에
식민 시대 교회
위치.

자료: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2018, p.72-134.

과테말라 관광공사(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는 위 7개
안티구아 주변 마을공동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황 분석과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2018, 72-134).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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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을의 FODA(las fortalezas, oportunidades, debilidades y amenazas,
강점, 기회 요소, 약점,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바르톨로메베세라 마을의 경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표 2-32

강점
∙지방행정 능력
- 지방정부의 의지
가 상당히 강력함
- 지역을 관광도시
로 만들기 위한
INGUAT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

산바르톨로메베세라 마을의 FODA

기회 요소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 INGUAT의 적극적
의지를 이용해 공동
체 기반 관광 산업
을 발전시킬 수 있
음

- ‘지역관광위원회’
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
∙매력적인 관광
코스
- 나사렛 예수상
- Quinto domingo
Cuaresma 행진
- 전통음식
- 수공예품
- Retana 커피농장

∙관광상품과 관광
인프라
- 안티구아 방문
관광객들을
수공예품 시장으로
오게 만들 수 있음
- Retana 커피농장과
수공예품 시장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음

약점

위험 요소

∙지방행정 조직
∙범죄
- 무계획과 무질서, ∙전염병과 강물 오
비전이 없는 행정
염으로 인한 악취
- 약한 리더십과 지 ∙볼칸데푸에고의
방행정 조직
폭발로 인한 위험
- 지방관광위원회 ∙젠트리피케이션
의 장기적 발전이 ∙젠트리피케이션
필요
으로 인한 무형문
화유산의 소실
∙치안의 부재
- 커피농장의
농사 체험자 중
범죄피해자 발생
- 관광지에
상시적인
경찰병력 부재
- 각종 이벤트나
지방 행사 시 치안
부재

- 국제 수공예품
시장을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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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관광산업 증진의
잠재력
- 안티구아로부터의
근접성(2km)
- 지방관광운영소
존재

기회 요소
∙지방행정 조직의
역량 강화
- 마을과 주
관광위원회 간의
협력 강화

약점

위험 요소

∙관광 인프라 부족
- 마을로 가는 길
혹은 내부에
도로표지 부재
- 공중화장실,
주차장, 음식점 등
부족
∙주요 관광지 관리
- 교회는 항상 닫혀
있고, 내부에
상시 거주 인력이
존재하지 않음

자료: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2018, p. 78-79.

7개 촌락 중 산바르톨로메베세라 마을의 사례를 보면, 이 마을의 FODA는
단순한 시각에서 보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방책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사회적 견지에서 보자면, 위의 FODA는
산바르톨로메베세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사회문제들을 열거하고 있고,
또한 ‘강점’들로 꼽히는 요소는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들이다. 산 바르톨로메베세라 마을은 위에서 제기한 약점과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2022년까지 공동체에 기반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산바르톨로메베세라 공동체 관광 발전 계획 2019~2022(el Plan de
Desarrollo Turístico Comunitario de San Bartolomé Becerra 2019~
2022)’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산바르톨로메베세라는 2022년까지
수공예품과 전통음식 관광의 주된 목적지로 성장하며,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재생산을 통해 관광객에게 체험형 관광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결국 안티구아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동체에 기반한 관광정책’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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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진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전반적 수입을 끌어올려
(원주민) 농촌 지역의 생활수준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향상하려는 계획과
연관성을 가진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과테말라의 관광산업 정책이 단순히 관광업의 육성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빈곤과 불평등 등을
극복하고 마을공동체까지 이어지는 진전된 국토개발의 밑그림과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반 관광 산업: 하부 마을 단위 개발 전략
과테말라는 종합국가개발계획에서 제기된 모든 요소를 묶어내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관광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은 계속 보완되고
있다. 2000년 정부에 설치된 INGUAT(과테말라관광공사)는 과테말라의
모든 관광계획을 총괄하고 있고, INGUAT와 지역국가관광협회(Federación
Nacional de Turismo Comunitario)가 새롭게 선보인 정책이 ‘공동체에 기반
한 관광’이었다.
공동체에 기반한 관광은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특히 원주민 사회의
경제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안 경제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실제 과테말라를
찾는 관광객은 단순히 마야 유적지나 스페인 식민 시절의 건축물을 눈으로
관광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원주민의 삶과 생활 속에 스며 있는 관광 요소를
느끼고자 한다.
안티구아는 ‘부활절 연휴 기간’ 이외에도 항시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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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로서, 과테말라의 다른 시가지와 비교해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안티구아의 사설 학원에서
스페인어 등을 배우며 1개월 이상 장기 숙식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은
안티구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경향성을
이어받아 INGUAT와 지역관광협회는 안티구아 인근 7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마을공동체 관광정책은 우선 과테말라 역사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과테말라의
고산 지역 원주민 농촌 공동체 중에는 아직까지 근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일부 지역의 마야 원주민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마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진학률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과테말라의 농촌 지역이 도시와 달리 발전되지
않았고, 이러한 지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제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관광이라는 요소였다. 안티구아 이외에도 과테말라의 여러 주가
관광산업의 발전이라는 어젠다와 더불어 하부 마을 국토개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얼마나 실천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대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는 과테말라 국토개발의 근본적 취지가 스며든 것이다.

2) 계획 대비 부진한 실행
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안티구아에 대한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연구원, 안티구아 INGUAT와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공동체
기반 안티구아 관광산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2021년 9월 현재, 안티구아 인근 7개 공동체 기반 관광 발전 계획
중 현실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요소는 거의 없었다. 물론 발전 계획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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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대한 조사가 현지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티구아의 상황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면서 팬데믹 시기에 관광 인프라 요소를
계속적으로 보강하는 일이 힘든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산바르톨로메베세라
등을 비롯한 7개 지역 공동체 주민 대부분은 자신들의 마을에 어떠한 관광정책
요소가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는 공동체 기반
관광정책이 단순히 계획으로만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동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원조 피로 현상’을 비켜가고자
개발도상국 국토개발 계획이 형식적으로 설정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될 수도
있다. 국제개발협력 공여국들은 원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외형적 발전이 더디자 원조 피로를 겪게 되었고, 이후에는
수원국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엄중 분석하여 ‘종합국가(국토)개발계획’을
세우면 이에 근거하여 원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과테말라 역시
다양한 외부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SDGs 목표 등에 근거한 자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며, 관광산업 정책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현재까지 과테말라의 관광산업 정책은 국토개발의 한 축을 이루지만
강한 실행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추상적 계획’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된다면, 오랜 기간 미발전 상태로 남아 있던
농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테말라의 균형적 국토개발을 위해서도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 한국에서도 과테말라 국토개발 관련 프로젝트 및 원조 계획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수립된 국토개발 계획의 의의와 목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303

제2부 중남미 국토개발협력 사례 연구

참고문헌
Baud, M
 ichiel. & Ypeij, Annelou(ed). 2009. Cultural tourism in Latin
America: the politics of space and imagery. Denvers: Brill.
Bell, Elizabeth. 2014. La Antigua Guatemala: La Ciudad y su patrimonio.
Antigua: Recorridos Antigua.
Booth, John A., Wade, Christine J., Walker & Thomas W. 2010.
Understanding Central America: Global Forces, Rebellion, and
Change. Boulder: Westview Press.
Consejo Nacional de Desarrollo Urbano y Rural. 2014. Plan Nacional
de Dessarrollo K’atun: Nuestra Guatemala 2032. Guatemala:
Conadur/Segeplán.
Delfina Mux Caná, Natascha Mordhorst, Pamela Arzú. 2011. La
Cooperación Internacional en Guatemala: Actores, Estructuras
y Experiencias del G13. Secretaría Permanente del Grupo de
Coordinación de la Cooperación
Gobierno de Guatemala. 2014. Plan Maestro de Turismo Sostenible de
Guatemala 2015-2025.
2020. Política General de Gobierno, 2020-2024.
Grandin, Greg, 1962. The Last Colonial Massacre-In Latin America Cold
War-.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2018. Plam de Desarrollo Turístico
Comunitario(PDTC) para el desarrollo de siete comunidades del
municipio de Antigua Guatemala, Sacatepéquez 2019-2022.

304

참고문헌

OECD. 2 021.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2021: Disbursements, Commitments,
Country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
doi.org/10.1787/a50961e5-en-fr.
Oddone, Nahuel., E. Alarcón, Pablo. 2016. Fortalecimiento de la Cadena de
Turismo de Antigua Guatemala y de los Municipios Rurales del
Departamento de Sacatepéquez. CEPAL, IFAD.
Sanchez Crispin, Alvaro.& Mollinedo Beltran, Gerardo. & Propin Frejomil,
Enrique 2012. Estructura territorial del turismo en Guatemala.
Investigaciones Geograficas, Boletin del Instituto de Geografia, 104121. UNAM.
Secretaría de Integración Turística Centroamericana(SITCA) &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SICA). 2019. Compendio de
Estadísticas en Turismo 2019 de la Región SICA.

305

제

3

부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12.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성과, 과제, 대안
13. 한국-중남미 국토개발분야 국제협력 방안

제3부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12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성과, 과제, 대안

중남미의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중남미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한 국토분야 개발협력 과정에서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고 얻어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도전과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동안 벌어진 남북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환이다. 국토개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 문화적
그리고 공동체 친화적 개발을 통한 국토 공간의 다양한 가치 경합을 고려한
개발을 의미하며, 중남미 지역에서 실행된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도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주력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사례들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은 특히 공동체 친화적 국토개발과 문화적
국토개발이라는 두 목적을 이루는 데에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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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체 친화적 국토개발
본 연구에서 소개된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개발계획, 브라질의 Barrio Legal
프로그램 그리고 페루의 ALIADOS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친화적 개발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공통적으로 이전과 같은 국토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과 생태 자연 등의 다양한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국토개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원주민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고 나아가 과테말라 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국토개발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협력
주체들,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요구에 대한 부응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과테말라의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넘어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어젠다까지 아우르는 종합 프로젝트로 확장됨으로써 발전의 결과물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토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동체
친화적 국토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한 사례가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개발
프로젝트라면, 브라질의 Barrio Legal 프로그램은 주거 빈민층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상파울루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브라질의 Bairro Legal 프로그램의 경우 시정부의 리더십,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국제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어우러진 성공적 개발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브라질의 도시 불균형 발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심화된 도시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를 단순히 경제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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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이해하던 이전의 주거정책 방향을 넘어 빈곤의 다면적 측면을 다루어
도시빈민의 도시·사회 공간적 통합을 성취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페루의 ALIADOS 프로젝트는 낙후된 농촌 지역을 개발하여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 소외된 고산지대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촌의 경제력 강화와 이를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는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대도시 중심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로부터
소외되었던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중앙정부와 협력함으로써
공동체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페루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거둔 성공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중앙과 도시에
집중되었던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볼리비아의 Mi Teleférico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비효율성과 부패를 극복한 사례이다. 기획 단계에서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시민조직이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협의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부패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남미의 사례들에서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세 가지 영역 중 공동체 친화적 국토개발의 성과가 도드라지는 것은
국토개발이라는 이슈가 자칫 가져올 수 있는 첨예한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칠레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토분야 개발협력은 중남미의 긴 식민 지배
역사, 특히 천연자원 및 국토 수탈의 오랜 역사로 인하여 국민 정서를 자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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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다. 칠레의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
사례는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소통 그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된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수원국의 지역공동체뿐
아니라 공여국에까지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남미 각국은 자칫 정치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문화적 국토개발
공동체 친화적 국토개발과 함께 문화적 국토개발이 강화되고 있음을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멕시코의
사례는 멕시코 역사지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와의 협업을 통하여
도시를 재생하고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두 가지 목표에 충실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멕시코와 같이 수원국에서 신흥 공여국으로 성장한
국가들의 경우 경제 가치를 중시하는 사업보다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확대하는 사업에 기술을 제공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문화적 국토개발이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던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기반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안티구아의 개발협력 사업 사례는 문화적 국토개발이 문화를 보존하는
형태의 국토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권의 존중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오랜 세월 국가와 갈등해 왔던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를 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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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는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원주민 공동체와의 진정한 소통과
그들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공동체 친화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즉 중남미의
국토분야 개발협력에서 공동체 친화적 개발과 문화적 개발은 분리될 수 없이
공존하는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2. 과제
앞서 고찰한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를 향후 우리가 진행할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에 반영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뿐 아니라
중남미의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당면 과제들을
점검하는 것도 성공적인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7개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프로그램의 상대적 부재,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이해 당사자 간 갈등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의
투명성이다.

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국토분야 개발협력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어젠다 중 중남미
각국에서 공동체 친화적 개발과 문화적 개발과 관련된 성과는 가시화된
반면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국토를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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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국토개발 프로젝트가 유사 원조 형태의
개발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칠레와 파라과이의 경우, 국토개발이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파라과이의 경우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파라과이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되거나, 칠레의 랄코-판게 수력발전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원주민 공동체와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정부와 공여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친환경적 국토개발이라는
어젠다가 무시되기도 하였다.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필수적이다.
그러한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칠레의 사례처럼 정부나 공여기관에서
평가의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칠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정당성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중남미 각국은 향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규모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중남미 국가들이 시행한 지금까지의 사업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은 기후 위기로 인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현실에서 향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 개발 주체들 간의 갈등 극복
앞서 칠레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개발협력은 개발협력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추동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때로는 소통과 협상 그리고
합의를 의미하지만 많은 경우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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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주체로 언급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의가
원활할 경우, 볼리비아나 페루의 사례에서처럼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늘
협조적인 것은 아니다. 멕시코와 칠레의 사례에서 언급되었듯이 국토개발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온 중남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반증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개발에 대하여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 온
원주민 공동체와 정부 간 이견 조율의 어려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국토개발 사업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곧 국토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로 확대되어 또 다른 차원의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개발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그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를
효과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또한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3) 제도적 투명성
개발 주체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모든 사례에서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고
나아가 악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사회의 제도적 투명성이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 칠레의 랄코-판게 수자원 개발 사업은 원주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사업 주체를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과테말라와 페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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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거버넌스 제도의 투명성이 낮고 실행 단계에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 주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주체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낼 수 있는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개별 사업이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최소한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대안: 중남미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삼각협력
앞서 언급한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고 동시에
과제들을 극복하는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중남미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중남미 사정에 밝은 지역의 협력 파트너와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칠레와 파라과이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중남미에선 역내
국가 간 개발협력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파라과이의 국토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소개된 사례가 모두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이
주변국의 협력과 중남미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이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역내에서 개발협력의 공여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칠레의 경우 2017년 OECD의 수원국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면서 신흥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칠레 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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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페인과 함께
칠레-스페인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에서 삼각협력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남미는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우리의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 신흥 공여국들이 이미 다양한 개발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개발 주체들 간 갈등 조율의 노하우
등 국토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성공에 꼭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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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남미 국토개발분야
국제협력 방안

지금까지 중남미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국토개발의 특징과
사례연구를 통한 국토개발협력의 성과, 과제, 대안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한국이 진행한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과
중남미 간 국토개발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중남미 지역에서 진행된 국토개발이 시기별 개발 패러다임의 변천을
뚜렷하게 반영해 왔 음 을 상기해 볼 때, 21세기 지속 가 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본서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개발
분야에서도 공동체 친화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서의
국토개발이 환경친화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체 친화적이고 문화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국내외 법·제도가 속속 형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제도의 실제 적용 단계에서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 등이 확보되지 못해
통합적인 개발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와 더불어 개발
대상인 국토를 둘러싼 다양한 개발 주체 간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데 한계를 보임으로써, 국토개발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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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남미 국토개발협력을
보장하려면 중남미 각국의 법·제도 형성과 실제 이행 단계에서 절차적·실질적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하다. 이뿐 아니라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각 참여 주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행하는 데 따르는 책무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원조 효과성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개발 효과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국익 확보라는 개발주의적 관점에 기반해 국제개발
협력에 접근함으로써 중복적이고 분열되며 단기적인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한국 정부는 202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 법의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이 개발과 관련된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이다.46)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따라 바람직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한국과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지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개발협력 체계의 분절화와 개발 전문가주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체계는 아래의 [표 3-1]에서 보듯이 크게 경제 중심과
정치 중심 개발협력 체계라는 두 부분으로 분절화되어 있다. 먼저 경제 중심
국제개발협력 체계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관심 기업, 국토개발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한국의 개발 경험에 기반해서 신흥

46)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_21373/contents.do (검색일: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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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으로서 개발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면서 한국의 개발 역사와 지식
전문성을 강조한다. 즉 개발협력에서 개발 전문가주의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정치 중심 개발협력 체계는 외교부, KOICA(한국국제협력단), 개발 NGO
등이 주된 주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빈곤 퇴치 등 글로벌 공공선에
기여하고 우호적·협력적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적 의제 설정 능력과
소집 능력을 향상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 번영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한다.
이처럼 경제 중심과 정치 중심 체계로 분절화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체계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역사를 개도국에 전파할 주된 모델로 설정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개발 합리성과 전문가주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의 개발 경험은 한국적 맥락과 다르며,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개발 경험을 모델화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주안점을 둔 분절화된
국제개발협력 체계는 자칫 한국의 개발 경험을 무비판적으로 개도국에
전달하고 강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한국의 개발
경험이 개도국에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개발 역사에서
정치적 권위주의의 경험이라는 한계를 개도국의 맥락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의 개발 경험과
역사, 특정 국가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공간에 사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주체들의 가치 관계, 권력관계 등을 발전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체계가 분절화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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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와 개발협력의 목표
경제 중심 개발협력 체계

정치 중심 개발협력 체계

•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

• 외교부, KOICA
• 관심 기업(e.g. 해외 건설 등),
• NGO
국책연구기관
• KDI/기획재정부의 KSP
•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의 전파를
통해 개도국 경제성장 도모
• 개도국과 공여국의 공동이익
추구: 윈윈 전략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주된 목표

• 한국의 ‘성공적’ 개발 역사와
지식전문성에 대한 자신감
• 국가 세금의 효율적 사용의
중요성 강조

• OECD-DAC회원국이자 주류
공여국으로서의 책무
• 인도적 국제/국가주의적
접근에서 글로벌 공공선에
기여하고 국제규범 논의를
촉진한다는 외교 정체성
• 빈곤 퇴치
• 우호적, 협력국 국제 네트워크
확대, 국제적 의제 설정
능력과 소집 능력(convening
power) 증대
• 국제 평화와 안전, 번영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 추구

자료: 김성미(2016, p.132)47)의 내용 일부 발췌하여 저자 작성.

2)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서는 향후
한국과 중남미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학제 간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으로 그동안 중남미 지역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온 중남미 지역학자들은 국토 공간을 정치·경제 발전을 위한 물적
공간이라는 부차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왔다. 하지만 한국과 중남미 간

47) 김성미. 2016.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국내정치: ODA 정책 관련 주요 담론 비교’. 국제·지역연구, 25(1): 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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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가 증가하는 맥락에서 중남미 지역학자들은
그동안 국토와 도시 공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지리학자, 도시계획학자,
사회학자 등과 학제 간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리학자, 도시계획학자, 사회학자 등의 경우에도 그동안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채 프로젝트 단위에서 연구나 과제를 진행한 한계를
보여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지역학자들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지속 가능한 통합적 국토분야 국제개발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제
간 교류 증대 및 프로젝트의 진행뿐 아니라 이미 현장 경험이 축적된 정부
기관이나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제개발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코로나19(COVID-19) 팬데믹과 국토개발 분야의 국제협력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실업,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자원과 인프라 부족, 빈곤, 불평등 같은 중남미 전
지역이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U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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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세계 COVID-19 확진자 수(2021.06.18.)

EE.UU

34,377,592

India

29,762,793

Brasil
Francia

17,704,041
5,749,691

Turquía

5,354,153

Rusia

5,264,047

Reino Unido
Italia
Argentina
Colombia

4,600,623
4,249,755
4,222,400
3,859,824

España

3,753,228

Alemania

3,727,624

Irán

3,070,426

Polonia

2,878,276

México

2,467,643

Ucrania

2,228,192

Perú

2,019,716

Indonesia

1,950,276

Sudáfrica

1,786,079

Paises Bajos

1,676,708

자료: statista.com.

이외에도 천연자원 채굴과 같은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주체들의 활동 중단, 학교
폐쇄, 개발 프로젝트 취소와 같은 규제 및 보건 시스템 통제와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도 높은 수준으로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중남미 지역 내 코로나19(COVID-19)
감염 통계는 주목할 만하다. 중남미 지역은 전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감염 수치를 보이고 있다([그림 3-1], [그림 3-2] 참조).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는 조사 시기가 다름에도 양쪽 조사에 모두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의
코로나19(COVID-19) 특집호(No.10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322

제13장 한국-중남미 국토개발분야 국제협력 방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개발 자금 문제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건 분야의 공공지출 확대를 우선시하고,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인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에 기반한 봉쇄정책으로 인한 경제활동,
생산구조 및 고용에 미친 악영향을 상쇄하고 단기적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
또한 필요하다.”

그림 3-2

중남미 국가 COVID-19 확진자 수(2021.06.18.)

Brasil

17,210,969
4,066,156

Argentina

3,665,137

Colombia

2,445,538

México

1,995,257

Chile
Ecuador
Bolivia
Panamá
Paraguay
Costa Rica
Uruguay
República Dominicana
Guatemala

1,453,477
436,023
400,047
385,353
384,989
338,048
330,027
305,569
267,447

Venezuela

247,847

Hondursa

244,295

Cuba
El Salvador

153,578
75,351

자료: 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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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남미
각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의 방향 설정을 위해 경제회복, 국토개발 정책
재개를 포함하여 역동적인 재도약을 위한 정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모델의
효율적 재구축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절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한 한 축인 중남미 각국의 재건 노력은 국토개발의 단순한
재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재구축 시도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남미 지역의 노력은 국제개발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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