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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기후변화가 세계 으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완화에 한 정책

심과 응을 넘어 기후변화의 향과 이에 따른 피해를 이기 한

응노력이 강화되고 있다.최빈국들의 경우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

기체 배출량은 상 으로 은 반면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 으로 높

은 데다 기후변화 응 역량은 하게 낮아 더 큰 피해가 상되고 있

다.기후불의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최빈국의 기후변화 응에 한 국

제사회의 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바로 이런 맥락에서 최빈국의

기후변화 응을 지원하기 한 공 개발원조나 녹색기후기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이 확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빈국들 하나로 기후변화 향이 클 것으로 상되고

있는 라오스를 상으로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 이행 과정을 정책네

트워크란 에서 근한다. 내외 기후변화 응정책은 어떤 내용

으로 흘러가는가?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주

요한 행 자는 구이며 정책 행 자들은 서로 어떤 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기후변화 응정책 행 자들의 네트워크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이 변화에 향을 미치는

외 요인은 무엇인가?이 연구에서는 재까지 형성된 기후변화 응

정책 네트워크에 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라오스가

기후변화 응방안을 마련하기 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

조사와 함께 심층면 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 다.문헌조사를

통해 라오스에서는 정부 행 자뿐만 아니라 국제 행 자들이 함께 상호

력하여 정책을 형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정부기 ,국제공여기구,국제개발 트 ,시민사회

단체를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한 후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용하여 분

석함으로써 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변화를 분석하 다.



연구 결과 과학기술환경청기에는 기후변화 응 응에 한

심이 었으며,참여한 정책 행 자로는 정부 유 부처와 다자간 력기

구가 있고 시민사회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이 시기는 라오스가 기

후변화 완화정책을 넘어 응정책을 형성하기 한 비기로 해석할 수

있다.수자원환경청기는 첫 번째 기후변화 응 보고서인 국가 응행동

로그램(NAPA)가 수립되었고,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조직인 기후변화실

(ClimateChangeOffice)와 국가기후변화운 원회(NSCCC)가 구성되

었다.과학기술환경청기에 참여했던 정책 행 자에 더해 양자간 력기

구,국제시민단체,국제연구단체,국내시민단체가 NAPA를 비하는 과

정에서 부문별로 기후변화 응에 심을 형성하 던 시기로서 기후변화

응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천연자원환경부기는 라오스에서 기후

변화를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인 재난 리・기후변화국(DDMCC)이 설립

되어 유 부처간 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외 으로는 라오스

내 개발 력 논의 장인 라운드 테이블 미 (RTM)하 그룹으로서 환

경・기후변화 부문이 조직되어 기후변화 응정책에 심이 있는 정책

행 자가 경험과 지식을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으며,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정책이 통합되는 시기이다.

이처럼 라오스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 형태에 변화를 요인

은 내 으로는 국가의 행정조직개편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첫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이 가장 요했으며,외 요인으로는 라운드

테이블 미 (RTM)내 기후변화 련 하 그룹의 형성과 국제 행 자의

재정 지원 부문의 변화가 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요어:기후변화,기후변화 응,정책네트워크 라오스,정책 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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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과 목

19세기 말 산업 명이 시작된 이후로 최근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지

속 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

(IntergovernmentalPanelonClimateChange,IPCC)의 제5차 보고서

(2014)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며,그 배출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기온의 평균 인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향력은 최근에 와서 보다 명백해지고 있다.

날씨의 패턴이 바 다거나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는 등 기후

변화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은 빈곤층과 빈곤한 사회에 극심한 향

을 미치고 있다(UNDP,2011).

기후변화가 세계 으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 완화에 한 정책

심과 응을 넘어 기후변화의 향과 이에 따른 피해를 이기 한

응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최빈국(LeastDevelopedCountries,LDCs)

의 경우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기체 배출량은 상 으로 은 반면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 으로 높은 데다 기후변화 응 역량은 하

게 낮아 더 큰 피해가 상되고 있다. 이처럼 기후불의(climate

injustice)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최빈국의 기후변화 응에 한 국제사

회의 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2000년부터 2012년까지 2억 명이 넘

는 사람이 매년 홍수,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데,이 부

분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다(UNDP,2014).나아가 2025년이 되면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반이 넘는 수가 극심한 태풍과 홍수의

향에 취약해질 것으로 측된다(UNDP,2014).바로 이런 맥락에서 최

빈국의 기후변화 응을 지원하기 한 공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Aid,ODA)나 녹색기후기 (GreenClimateFacility,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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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지원기 (LeastDevelopedCountriesFund,LDCF)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이 확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정부는 특정 정책

이나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국가 내 다양한 행 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특히,기후변화 문제는 사회 집단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기후변화 응을 해 도입한 정책 한

집단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다양한 행 자가 참

여하는 방식인 거버 스 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윤순진,

2009).기후변화 응정책처럼 다양한 행 자들이 얽 있는 복잡한 정책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한 개념과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정책네

트워크 이론이다.정책네트워크 이론은 분권화되고 다원화된 의 복

잡한 정책 실을 잘 기술하고 향력 있는 정책 행 자가 구인지를 보

여 으로써 정책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어,기후변화와 같은 복잡한 정

책에 한 정책 실의 해석이 가능해지며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

로서 유용하다(김순양,2003;Bulkely,2000).

이 연구는 최빈국들 하나로 기후변화 향이 클 것으로 상되고

있는 라오스를 상으로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 이행 과정을 정책네

트워크란 에서 근한다.주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라오스의 기

후변화 응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이러한 기후변화

응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 참여한 행 자는 구이며 주요한 행 자는

구인가?정책 행 자들은 서로 어떤 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가?기후변화 응정책 행 자들의 네트워크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정책형성과정의 변화에 향을 주는

내외 인 요인은 무엇인가?이 연구에서는 재까지 형성된 기후변화

응정책 네트워크에 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라오

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응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나아가 이를 통해서 재 기후변화 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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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해석하고 라오스의 효과 인 기후변화 응방안 마련을 한 정

책 시사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심층면 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 다.문헌조사를 통해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정부기 ,국제다자기구,국제양

자기구,국제시민사회,국제연구소,라오스 시민단체 등 주요 정책 행

자들을 확인한 후 이들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하여 정책네트워크이

론을 용・분석함으로써 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변화를 분

석하고자 하 다.그리고 정책네트워크 유형변화에 향을 미친 내외

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유발에 책임

이 별로 없으면서도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최빈국들

하나인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네트워크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라오스에 한 국제지원이 보다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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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

1)라오스의 일반 개요

라오스의 정치체제는 일당공화국(One-PartyRepublicState)인 사회

주의 공화국이지만,일 이 시장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국가이다.

2013년 인간개발지수(HumanDevelopmentIndex,HDI)기 으로 187개

국 139 인 최빈국에 속하며(Edo,A.,2014;UNDP,2014),2014년

재 라오스의 1인당 연간소득은 미화 약 1,646달러이다(UNDP,2012;

WorldBank,2014).라오스는 공공투자의 약 70%를 외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등 ODA에 국가개발계획을 의존하고 있다.

<그림 1>라오스 지도

자료:GoogleMap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륙부의 한 가운데 치하고 있으며,사면이

5개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land-locked)이다.총면 은 236,800km2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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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80%가량이 산지로 되어 있으며 주로 북쪽과 동쪽이 산악지형으

로 이루어져있다(STEA,2000).내륙국으로서 라오스는 주변 국가들로부

터 경제 ·정치 향을 받고 있다.북부와 동부의 산지에서 남부로 이

어지는 라오스의 국도와 국경의 서쪽을 타고 흐르는 메콩강은 사면이 육

지로 둘러싸인 라오스의 물류를 수송하는 주요 운송로의 역할을 한다.

폭우가 내리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도로 유실,산사태,강의 범람 등이

잦아 베트남,태국, 국,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의

유이 차단될 수 있어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라오스의 기후는 열 기후에 속하지만 동남아 몬순기후의 향을 받

는 치에 있다.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직 인 향권에 속하지

는 않지만,베트남을 가로지르는 태풍의 향권에 속해 있어 폭우의

험에 노출되어 있다.IPCC의 4차 보고서(2007)는 라오스가 10년에

0.1-0.3℃씩 온도가 상승할 것이며 33℃가 넘어가는 일수가 차 증가할

것으로 측한다.건기가 길어지지만 폭우가 증가함에 따라 가뭄과 홍수

가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측된다.이런 변화는 라오스인들의 삶에 커다

란 향을 미친다.1차 산업의 비 이 GDP기 으로는 26%지만 종사자

기 으로는 그 비 이 약 75%에 달하고 있어,자연자원에 의존하는 인

구의 비율이 높다(WorldBank,2014).특히 농업부문(작물재배,축산,어

업)에 의존하고 있는 75%의 인구가 기후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

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라오스의 피해와 손실은 미래에 더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농업부문과 련하여 라오스의

열 야가 차 심각해지고 있으며,토양의 수분함량이 어들어 작물재

배에 부정 인 향을 것으로 측한다.

이 밖에도 폭우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폭우와 동반되는

침수,침식,산사태,농경지 유실 등의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라오스는 총 33번의 큰 자연재해를 입었으며,이

로 인해 약 900만 명이 미화 4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GFD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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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이 특히 2009년 9월 라오스 남부 4개 주를 강타한 태풍 켓사

나(Ketsana)는 라오스에 막 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변화의 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DG-1,DG-4,DG-7심층

면 결과).한편,라오스는 지난 40년간 5번의 큰 가뭄을 겪었다.가뭄

은 재 지방에서 거의 매년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감소하여 소규모 농가들이 식량수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2>라오스 홍수피해액 1966-2010

주:1992년은 큰 재난피해가 있었지만,홍수 피해액만 별도로 구분하지 못해 제외

자료:Khammai,2011

라오스는 주로 수자원,산림자원,농업자원, 물자원처럼 기후에 민

감한 자원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그에 비해 기후변화 응역

량은 부족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농업,축산,임업,어업 등의 상이

되는 천연자원은 토지의 상태나 기온,폭우와 같은 기후상태에 직 으

로 연결되어 있다.라오스 산업의 큰 비 을 차지하는 에 지산업 역시

수력발 에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향력으로 인해 그 경제성과

지속성이 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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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그림 3>라오스 부문별 경제 기여도(%)

자료:WorldBank,2014재구성

2)라오스 주요 기후변화 응정책

라오스의 주요 기후변화 응정책의 기본 인 략과 응방식의 틀

을 잡은 최 의 정책문서는 국가기후변화행동 응 로그램(theNational

AdaptationProgram ofActiontoClimateChange,NAPA)이다.1)이후

응 련 부문이 국가기후변화 략(theNationalStrategy on Climate

Change ofthe Lao PDR,NSCC)에서 보다 세분화되어 수립되었다

(WREA,2009;2010).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취약부문을 담당하는 정부

유 부처들은 책임에 맞게 수자원,산림,농업,보건,재난 리 등 부문별

로 구체 기후변화 응 략과 계획을 개발하 다.

라오스 정부는 2009년 유엔기후변화 약(UnitedNationsFramework

1)NAPA는 최빈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 비용을 일 수 있도록 긴 히 응

이 필요한 우선순 활동을 식별하는 활동을 제공한다.NAPA의 주된 내용은 응 우

선순 활동 로젝트와 련된 목록을 제공하며,동시에 각 활동 로젝트와

련된 짧은 로 일(profile)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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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onClimateChange,UNFCCC)에 처음으로 NAPA를 제출하

다.여기에는 기후변화 응 로젝트 실행을 해 라오스에서 가장

취약한 4개 분야인 농업,산림,수자원,보건부문에 걸쳐 45개의 우선순

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특히 최우선 응 로그램으로서 농업부

문에서 가장 많은 13개 로그램을 담고 있으며,산림부문에서도 14개

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추가 으로 10개의 물 수자원 부문 로

그램과 8개의 보건부문 우선순 로젝트가 제안되어 있다.하지만 메

콩 원회(MRC,2009)에 따르면,NAPA를 수립할 당시까지의 라오스 기

후변화 응활동의 부분이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근하기보다 재해

리 차원에서 이루어졌었다.2)

이후 2010년 ,라오스 의회는 NSCC를 승인한다.NSCC의 비

은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빈곤감소,공공보건 개선,천연자원

질 개선,삶의 질 향상을 해 기후변화 완화 응이 가능한 라오스

미래 확보”이다(WREA,2010).NSCC는 이 NAPA에서 확인했던 4개

의 기후변화 취약부문을 확 하여 7개 응부문을 제시하 다.3)NSCC

는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the 7th National Social Economic

DevelopmentPlan,NSEDP)에서 기후변화 주류화를 통해 처음으로 기후

변화 응정책이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 통합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GoL,2011).4)

재까지 라오스는 두 번에 걸쳐 기후변화에 한 국가보고서

2)메콩 원회(theMekongRiverCommission,MRC)는 메콩강을 공유하는 메콩하류국

가들이 수자원 각종 자원들을 지속가능하게 리 개발하기 해 력하는

국경 기구이다

3)해당 응부문으로는 1)농업 식량안보,2)산림 토지이용,3)수자원,4)에

지 교통,5)산업,6)도시개발,7)공공보건이다.

4)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은 국가의 5년간의 종합 개발방향과 략을 제공함과 동

시에 이를 통해서 연간 산배분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임워크이다.RTM 하

그룹 10개 부문별로 구체 인 략개발이 수립된다.이 부문별 계획에는 정부부처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행 자들이 부문별 회의를 이끄는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역시 이 과정에 참여한다.각 하 그룹은 부문별 핵심개발

논제에 한 상황과 결과,향후 정책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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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처 부문 정책 정책수립

과학기술환경청

(STEA)
완화

First National Communication

onClimateChange
2000

수차원환경청

(WREA)
응

NationalAdaptationProgramme

ofActiontoClimateChange
2009

수자원환경청

(WREA)

응

완화

The National Strategy on

ClimateChangeofLaoPDR
2010

천연자원환경부

(MONRE)

응

완화

SecondNationalCommunication

onClimateChange
2013

천연자원환경부

(MONRE)

응

완화

ClimateChangeActionPlanof

LaoPDRfor2013-2020
2013

(NationalCommunicationonClimateChange)를 작성하 다.2000년에

발간한 제1차 국가보고서는 라오스 최 의 기후변화 련 정책이지만 온

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완화 정책을 한 기후변화 보고서로서 기후변

화 응에 한 부문은 다루지 않았다.반면,2013년에 수립한 제2

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향력과 응에 한 개선된 인식을 확인

할 수 있다.특히 제2차 국가보고서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심으로 재난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며, 응과 련된 각 부문의 국가 응

성과와 응 략을 포함하고 있다.

<표 1>라오스 주요기후변화 정책 주 부처

*주: 응과 완화의 순서는 을 두고 있는 부문을 먼 둠

3)원탁회의(RoundTableMeeting,RTM)

원탁회의(TheRoundTableMeeting,RTM)과정은 라오스 내 원

조효과성을 제고하기 한 주요 시스템이다.1983년부터 매 3년마다

RTM 본 회의를 하며,그 사이 1년마다 원탁이행회의(Roun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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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Meeting,RTIM)을 진행하고 있다.2000년부터 RTM은

라오스 정부가 주도하여 라오스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UNDP가 공

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다.매년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정부 행 자와 국

제 행 자,민간부문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라오스의 개발원조 방향을

설정하고, 황을 감독하는 체제이다.RTM 메커니즘은 ODA,원조 효과

성, 략 개발계획,발 우선순 를 국가의 사회경제개발목표와 연계

하는 의미 있는 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RTM 메커니

즘은 5년마다 개발목표를 정하는 이정표인 NSEDP를 효과 이고 효율

으로 함께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림 4> RTM 부문별 논의 구조

*주:음 부분이 기후변화 정책과 유 한 논의의 장

2000년의 제7차 RTM에서 국가운 원회(theNationalSteering

Committee)와 기술실무단(TechnicalWorkingGroup,TWG)이 처음으로

조직되었다.이는 제7차 RTM에서 라오스가 목표하는 사회경제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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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집 분야들을 구체 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처음으로 생겼다

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총 6개의 부문(농업·산림,농 개발,보건,교육,

도로,거시경제정책)에 한 토론이 이루어졌다.이후 2005년 RTIM을

통해서 라오스 정부는 국제 행 자들과 정부 행 자들의 부문별 역할을

합치는 실무단을 만들고자 하 다.정부 행 자와 국제 행 자의 부문별

력을 국가사회경제개발 계획에 반 되도록 하는 메커니즘 구축하고자

하는 목 으로 총 8개 부문에 한 부문별 실무단(SectoralWorking

Group,SWG)을 구성하 다.5)총 8개의 부문별 실무단은 그 하부에 보

다 구체 인 부문을 논의할 수 있는 하 부문 실무단(Sub-Sectoral

WorkingGroup,SSWG)으로 세분화된다.이 하 부문 실무단은 각 세

부 주제와 련된 활동을 하는 정책 행 자들이 라오스 내 개발 력에

한 경험·지식·계획을 공유,보고,토론하는 장의 역할을 한다.각 실무

단과 하 부문 실무단은 라오스 정부 소속기 이 의장(Chair)을 맡으며,

동시에 국제 행 자가 공동의장(Co-Chair)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가며,

해당 부문에 련된 정례회의가 1년에 3-4회 개최되고 있다.각 부문별

실무단과 하 부문 실무단간 역할 조율은 RTM과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주 하는 기획투자부에서 맡고 있다.

2008년,기획투자부 내 국제 력국(DepartmentofInternational

Cooperation)은 RTM과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의 부문별 실무단의 역할

을 강화할 목 으로,부문별 실무단과 하 부문 실무단의 내부 조직 개

편과 역량 강화를 해 유 정부부처와 련 국제 행 자들에게 정책

조언을 구했다.2012년,라오스 정부는 국제 행 자들과의 컨설 을 통해

서 8개 부문이던 부문별 실무단을 10개 부문으로 확 ·개편하 다.새롭

게 조직된 실무단은 보건,교육,거버 스,거시경제,무역과 민간부문 개

발,인 라,UXO(불발탄),마약,농업 농 개발,천연자원 환경이

5)구체 인 부문으로는 ①농업과 농 개발 천연자원,②거시경제와 무역 민간부

문 개발,③교육,④보건,⑤인 라,⑥거버 스,⑦불발탄(UXO),⑧마약으로 2006년부

터 시작된 제6차 사회경제개발계획에 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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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기후변화와 련해서 주목할만한 은 천연자원 환경부문 실무

단 아래 하 부문으로 환경·기후변화 실무단이 조직되었다는 이다.

재 이 실무단은 환경질개선국(DepartmentofEnvironmentalQuality

Promotion)과 세계은행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천연자원 환경 실무

단 하부에 소속된 환경 기후변화 실무단과 수자원 재난 리 실무

단의 형성은 기후변화 련 원조활동에 참여하는 국내외 정책 행 자들

이 매년 기후변화 응과 련된 논제를 독립 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

개 인 화의 장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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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방법

이 연구는 라오스 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했던 2000

년부터 응정책을 지속 으로 수립·개선하고 있는 2015년 재까지의

응정책을 살펴보고,시기별로 정책 행 자간 네트워크가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따라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고찰해보고,그 이론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네트워크에 한 사례연구를 진행하 다.

이론고찰 부분에서는 정책형성과정을 행 자 간 계망을 통해 나타

내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살펴본다.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이를 연구

에 용하고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차로 실증연구를 진행하

다.첫째,기후변화 응에 참여하는 라오스 정부 국내외 기 보고서

를 망라하여,라오스의 유엔 기후변화 약 국가 력창구의 변화를 심

으로 세 개의 시기로 나 고 시기별 련 행 자와 정책을 정리하 다.

둘째,선정된 행 자의 정책참여 동기,상호작용,자원교환 형태 등을 문

헌 심층면 을 통해 조사하 다.이 과정에서 재 기후변화 응정

책에 참여하고 있는 기 23곳을 선정하여 방문하 다.셋째,시기별로

응정책에 참여하는 행 자가 구이며,이 행 자들은 어떠한 자원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지,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원을 교환하는지,이들의

계는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나아가 정책 행 자 간 네

트워크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형성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 로 세 시기의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

의 유형을 비교해 으로써,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있어 어떤 요

인이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힌

다.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발 과

향후 라오스 기후변화 원조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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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1.이론 배경 – 정책네트워크 이론

1)정책네트워크 개념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NetworkTheory)은 정부와 이해 계자들

간의 계를 분석하던 이론인 조합주의나 다원주의 이론의 안으로서

발 되어 왔다.김순양(2010)은 정책네트워크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

양한 정책 행 자들 간의 계를 자원 의존(resourcedependency)을

심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이러한 시도는 정책 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할 수 있고 정책네트워크 내 향력 있

는 정책 행 자가 구인지를 보여 으로써 정책형성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어,정책 실에 한 해석이 가능해지며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도 유용하다(김순양,2003;고길곤,2007).

정책네트워크는 이해집단이 하나 혹은 다수의 정부부처에 정책 향

력을 미치기 해 형성되는데,결국 “정책을 수립하고,정당화하며,실행

하는”데 이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정책네트워크의 활동 자체

가 정책결정 과정의 일부로 통합되는 것이다(O’Riordan and Jordan,

1996,Bulkely,2000재인용).이 게 형성된 정책네트워크 내 행 자간

상호작용 패턴은 정책결과에 향을 뿐만 아니라,반 로 정책네트워

크 내 정책 행 자에게도 향을 미친다(Marsh,1995).즉,정책네트워크

는 행 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연결망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그 연결

망 자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행 자에게 다시 향을 다.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과정을 살펴보기 해서 ‘주요한 정책 행

자가 구이며,어떤 정책 심을 가지는가?’,‘정책 행 자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가 가장 향력이 있는가?’,‘행 자간 상호작용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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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형태를 만들어내는가?’에 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이런

질문에 답하기 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는 학자마다 다양하여 일반화

된 동의는 없는 상황이지만,이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행 자,상호작

용,네트워크 구조 세 가지를 주요 분석요소로 사용한다.정책 행 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의견이 반 된 정책결과를 도출할 목 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이다(Waarden,1992).이러한 정책 행 자의 유형은 정

부와 비정부,제도(institutional)와 비제도(non-institutional),공식과 비공

식 참여자로 분류할 수 있다. 한,행 자의 크기 한 요한데 이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 자의 수로 표 할 수 있다.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 자 에서 다양한 행 자들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도 인 집단을 악하는 일 역시 요한데,이는 자원에 한 의존 정

도나 행 자의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RodesandMarsh,1992,Bulkely,

2000재인용).

두 번째 분석요소는 상호작용이다.특정 정책 사안을 둘러싸고 정책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책 행 자들은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의사

소통 과정동안 행 자들은 신념,이익,자원, 략 등을 서로 교환한다.

이로 인해 정책 행 자들은 정책형성과정 에 특정 정책에 한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하며,행 자간 계 역시 변하게 된다(남궁근,2008).

이러한 상호작용의 방향성은 한 행 자에게서 다른 행 자로 일방향성을

보이기도 하며,이와는 반 로 방향 으로 상호 간의 정책 신념을

실행하기 해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기도 한다.

마지막 분석요소는 네트워크 구조이다.네트워크 구조는 행 자간

계의 패턴으로 해석되며(Waarden,1992),행 자간 상호작용에서 발생

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나타낸다.이런 네트워크 구조는 네트워크의 개

방성이나 권력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며,네트워크의 개방성은 정책네트

워크를 분석하는 데 요한 요소가 된다.개방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

책 행 자가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상호작용의 빈도나 통로가



- 16 -

네트워크

요소
분석요소 분석내용

행 자

행 자 개인,그룹,조직

행 자 입장 정책에 한 찬성,반 ,무 심

참여 동기 정책에 한 심정도

참여 시기 참여 시

상호작용과

계

상호작용 성격 상호 력 /배타

상호작용 내용 핵심 사안,자원교환 양상

상호작용

방향성
일방향 는 방향

네트워크

구조

구조 특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네트워크 계 수직 /수평

구조 개방성 내부 응집성,외부 개방성

확 된다.권력의 흐름은 행 자들의 의존성에 의해 네트워크 구조에

향을 주게 되며,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조가 수직 인지 수평 인지

알 수 있다.

<표2>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

자료:한진이,윤순진(2011)재구성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우산이론으로서 하부유형

으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포함한다.하나의 정책 주제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서로 다른 정책네트워크는 그 성격이나 행 자간 상호작용의

패턴을 통해서 구별된다(김순양,2010).따라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구

체 으로 어떤 하 유형들을 포함하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Marsh& Rhodes(1992a)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 자들의 범 , 심,

상호작용의 정도와 빈도,행 자간 동의와 지속성의 유무,자원,권력 등

을 기 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유형별로 나 다.

하 공동체 유형은 입법부,행정기 ,특정 정책분야에 이해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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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일부 이익집단의 매우 제한 행 자의 수로 구성되는 폐쇄 정책

망이다(변종립,2010).이는 일부 공통된 이해를 가지는 이익집단을 심

으로 입법부,행정기 과 같은 행정조직이 연합한 하 정부가 특정 정책

여의 정책형성과정을 지배하는 것으로,안정 이고 지속 으로 연합이

유지되며,정책과정의 개방도가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정책공동체 유형

의 경우 정부조직을 심으로 소수의 행 자가 긴 한 연결망을 형성하

고 있는 형태로서 행 자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고 기본가치에 한 공

유도도 높으며,모든 행 자가 일정한 자원을 보유하고 행 자간 권력균

형이 유지되는 유형이다(김순양,2010).반면,이슈네트워크 유형은 정책

공동체보다 느슨한 형태의 망으로 형성되어 있다.이슈네트워크에는 한

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참여하며 정책과정 참여에 개방 이라는 성격을

띤다.하지만 네트워크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부족하며 정책 사안을 다

루는 방식에 한 합의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서,정책 행 자간에 논

쟁이 많으며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 유형이다(김순양,2010).다양한 형

태의 정책네트워크는 부분의 정책형성 과정에 걸쳐 나타나며,여러 종

류가 하나의 정책 사안을 두고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Richardson,

2000).이러한 네트워크의 유형은 실세계에서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분석된 정책네트워크 유형을 평가하는 기 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책네트워크는 행 자를 상호 계에서 향력과 자원을 행사할 수

있는 행 자와 그 지 않은 행 자로 구분한다(Marsh& Rhodes,1992b,

Bulkely,2000재인용).이런 네트워크의 속성으로 인해 정책네트워크 내

행 자와 행 가 구성하는 상호작용은 지속 으로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한다. 한,정책네트워크의 변화나 네트워크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주

로 외부 인 요소들로서 경제 요소,이념 변화,새로운 지식,제도의

개편과 같은 것이다(MarshandRhodes,1992,Bulkely,2000재인용).뿐

만 아니라 정책네트워크 내부에서도 행 자들이 새로운 자원을 획득하거

나 상호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는다(MarshandRh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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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b,Bulkely,2000재인용).따라서 정책네트워크는 형성 이후 고정되

기보다는 내외 환경요소들의 향을 받아 지속성 으로 변화한다.

<표3>정책네트워크 유형

유형

분석차원
하 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행

자

참여자

수
매우 제한

제한 ,

특정집단

의식 배제

제한 없음

이해

유형

입법부,

행정기 ,

이익집단,공통된

이해

경제 · 문가 모든 이해 계

상호

작용

상호

작용

세 부류의

행 자들 사이에

빈번

상당히 높은

수
유동

동의

공통된 이해를

반 하므로

갈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모든 구성원이

기본 가치

공유,산출의

정당성 수용

동의의 척도가

존재하지만

갈등 존재

자원

행정 료가

입법기 에게

문가 조언

제공

모든 참여자가

자원 보유

일부 참여자만

자원 보유

네트워크 구조

비교 균형 ,

자율 이고

안정 인 구조

구성원 간 권력

균형 존재

불평등한 권력,

불평등한 자원

근

자료:Marsh·Rhodes(1992),Bulkely(2000)재인용;한진이·윤순진(2011)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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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 연구의 고찰

1)정책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정책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보건·복지· 북·환경·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정책 행 자간

갈등이 존재했던 정책을 심으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한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한진이,윤순진,2012;김경주,2003;김순양,2004;변

종립,2010;Bulkely,2000)분석방법에 있어서는 특정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책형성과정 시기별로 구분하여,시기마다 변화하는 참여자간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조를 종합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은 정책과정이 정치 이고 가치 단 인 속성이

강하므로 엄 하게 계량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부분의 연구가 질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김순양,2010).하지만 부분 단편 자

료에 의존하는 문헌연구에 머무르는 질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

주요 행 자들을 상으로 구조화된 면 조사를 시행하거나 체계 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 로 내용분석을 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길곤,

2007).기후변화와 련된 정책네트워크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부분의 연구가 질 연구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기존에 발행된 보고

서나 기후변화에 한 역사 고찰,서술 연구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경험 에 의존해 자료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변종립,2010;

Bulkeley,2000;Jost.G.F.& Jacob.K.2004).이로 인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 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최근에는 사회연결

망 분석(SocialNetworkAnalysis)를 활용하는 등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양 방법을 도입하여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한 시도들이 있다

(Ingold,2011;Yunetal,2014;한진이,윤순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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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오스 기후변화 응 거버 스

환경,기후변화,자연자원 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정부와 정책 행

자들 사이에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Glover& Lee,2008).기후변화에

해 가장 권 있는 IPCC보고서는 제4차 보고서와 제5차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 라오스에 한

기후변화 응정책 연구는 주변 메콩 유역 기후변화 응 방안과의 통합

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MRC,2009;NeoL.,2012).라오스를 포함

한 주변 메콩국가들이 기후변화 응을 한 재원을 외부에 크게 의존하

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응정책 거버 스의 주체를 정

부기구, 정부기구,공여기구,이행기구로 구분하여 행 자들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MRC,2009;NeoL.,2012)

하지만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과 련된 연구들은 국제사회의 지

원을 받고 있는 라오스의 응정책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행 자 간의

계망 변화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시기별로 라오스에서 기후변화

응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환 이 되었던 효과 인 요인들을 분석하

기 보다는 행 자의 역할을 식별하고,기존의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책 권고사항을 일반 으로 제시하는 수 에 머무르고 있다

(EcoLao,2012;MRC,2009;NeoL.2012).이는 최빈국이자 일당공화국

이라는 정치 맥락을 띠는 라오스에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행 자

들의 입장을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과 연구 진행에 필요한 문헌의 부족

으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3)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에 한 기존 이론과 라오스 기후변화 응

정책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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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 이 연구는 라오스의 사례를 심으로 기후변화 응정책을 수

립하기 해 라오스 정부,국제 행 자,시민사회간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을 시도하 다.이를 통해 기존에 응정책 황과 개선방안에 맞추어졌

던 연구의 을 정책형성과정으로 돌림으로써 라오스 응정책 형성과

정에 향을 미쳤던 주요한 행 자,행 자간 상호작용,행 자간 네트워

크,네트워크의 변화에 향을 내외 요인을 살펴보았다.

둘째,심층면 의 국제성과 규모의 방 성을 들 수 있다.기존 연구

들이 주로 련 이론에 한 문헌연구와 함께 각종 서면 문서를 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쳐 왔다.일부 연구에서 기후변화 응정책과

련하여 심층면 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표성을 가지는 일부 정부

기 과 국제 행 자에 한정되어 있었다.하지만 이 연구는 라오스에서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직 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 ,국

제다자 력기구,국제양자 력기구,국제연구소,시민사회를 지에서 방

문하여 심층면 을 진행하 다.개발도상국의 특정 정책형성과정에 참여

하는 정책 행 자 다수를 직 심층면 하고 결과를 분석한 사례는 드문

실정임을 고려하면 이 논문의 독창성을 알 수 있다.

셋째,이 연구는 라오스 정부 라오스에서 기후변화 응부문과

련한 일을 하는 국제기구 직원들 기후변화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실무 계자들을 직 만난 면 자료를 토 로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

정책 형성과정을 악함으로써 장성을 강조한다는 에서도 기존 논문

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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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설계

1.분석의 틀

1)시간 범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라오스가 기후변화 정책 련 일을 진행할 때는 유엔 기후변화

약과 력하는 주요 력부(FocalPoint)를 통해서 수행한다.주요 력

부의 변화는 라오스 정부의 내 인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변화하는데,

심층면 진행 시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은 과거의 기후변

화 정책을 언 할 때,시기별 주요 력부를 기 으로 정책의 흐름을 설

명하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을 국가

력창구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환경청기(2000-2007),수자원환경청기

(2007-2011),천연자원환경부기(2011- 재)세 시기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6)과학기술환경청기와 수자원환경청기의 경우 시 에서 심층면

을 통해 상황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 어려워 문헌분석에 보다

을 맞추었으며,피면 자들의 발언에 근거해 과거 상황에 한 의미

를 해석하 다는데 한계가 있다.천연자원환경부기의 경우 재 기후변

화 응정책을 형성하고 있는 정책 행 자들에게 의견을 집 물어 주요

행 자나 정보제공자, 력 상자를 조사하고 이를 부분 으로 정략 으

로 표 하고,행 자 간 상호작용에 한 내용을 질문하여 네트워크 에

한 해석 타당성을 높 다.

우선 과학기술환경청(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6)인터뷰를 수행할 당시 상자들을 상으로 과거의 기후변화 정책을 질문할 때, 상자들은 연

도 혹은 특정한 정책을 특정 시 을 기 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유엔 기후변화 약 주요 력부

를 심으로 답하 다.따라서 이러한 시기 구분이 라오스의 실을 그 로 반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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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STEA)이 주요 력부 던 시기에는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심이 었으며, 내외 으로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논의와 심

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 이다.이 시기는 이후 수자원환경청기에 수립되

는 최 의 기후변화 응정책인 NAPA 수립을 해 기후변화 응정책

이 본격 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한 재원을

마련하기 해 GEF에 NAPA 재원 마련을 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하는 시기 다.이 시기의 기에는 내외 으로 기후변화 완화 정

책에 한 논의가 심이었으며,라오스 역시 완화 정책을 수립하기

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기후변화 정책의 시작 으로 삼았다.하지

만 2002년 이후부터 과학기술환경청에서는 기후변화 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해 유엔 기후변화 약에 제출할 NAPA 수립을 비하기 시작

하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 의 기후변화 련 사업인 제1차 국가

기후변화보고서가 등장하고 응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2000

년을 기후변화 응정책의 시작이자 연구의 시작 으로 삼았다.7)

수자원환경청(Water Resource 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WREA)이 기후변화 정책을 주도하던 시기에는 라오스 기후변화 부문에

서 가장 취약한 부문 하나인 수자원을 리하는 수자원환경청이 기후

변화 정책을 담당하 다.이 시기에는 라오스 최 의 기후변화 응정책

인 NAPA가 수립되었으며,이 시 을 후로 다양한 국내외 정책 행

자들이 기후변화 응정책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NAPA와

NSCC를 수립하기 해서 라오스 정부에서는 수자원환경청 내부에 최

의 독립 인 기후변화사무소인 기후변화실(Climate Change Office,

CCO)을 설립하고,나아가 범부처 조직인 국가기후변화운 원회(the

NationalSteeringCommissiononClimateChange,NSCCC)를 조직하

다.국가기후변화운 원회 하부에는 기후변화와 련된 부문별로 실

7)인터뷰 당시 과학기술환경청에 해 자세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었으며,이 시기의 문

서 한 많지 않아 근가능한 국가보고서와 국제기구 보고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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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을 구성하 으며,이 조직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정책 행 자들의

정책 조언과 기술 지원을 받아 이후 응정책에 큰 방향성을 제시하

는 정책들을 수립하 다.

마지막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MoNRE)라는 신생 정부부처가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하는

2011년 이후는 라오스 정부가 외부 정책 행 자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하

지만,기후변화 응정책에 필요한 활동을 직 주도하여 수행하기 시작

하는 시 이며,제7차 NSEDP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응정책이 사회경

제개발 정책에 통합·반 되기 시작하 다.이 시기는 기후변화 문제와

재난 리 문제를 통합하여 담하는 부처인 재난 리·기후변화국(the

DepartmentofDisasterManagementandClimateChange,DDMCC)이

천연자원환경부 내 설립됨으로써,기후변화 문제와 재난 리 문제를 같

은 선상에서 인식하며 통합· 리하고 시작한 시 으로서 기후변화에

한 심이 이 보다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다. 련 정책으로는 제2차 기

후변화국가보고서(SecondNationalCommunicationonClimateChange),

행동 략 2013-2020(Climate Change Action Plan ofLao PDR for

2013-2020),생태계시스템 기반 응 가이드라인(Ecosystem Based

AdaptationGuideline)등이 있다.

2)연구 상자( 지조사 심층면 상자)

이 연구는 라오스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련

된 정책 행 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미래의

기후변화 향으로부터 손실과 피해를 최소한 이기 한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에 련된 정책 행 자들은 다양한 수 과 부문에서 활동하

고 있다.그러나 기후변화 응에 련된 정책형성과정,보고서 작성,각

종 국제사업 등에 직 참여하고 있는 정책 행 자 수를 상으로 연

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면 상자들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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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우선 조사 상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 행 자를 선별하

기 해서 라오스 내 기후변화 응취약성 평가를 시행했던 MRC(2009),

EcoLao(2012),Worldbank(2011)의 보고서와 메콩유역 기후변화 응 거

버 스를 다룬 NeoL.(2012)의 연구논문에서 연구 상으로 삼거나 등장

한 주요 기 들을 심으로 정책네트워크 행 자를 선정하여 목록화하

다.다음으로 그 기 들에서 기후변화 응 부문을 담당하는 실무진들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한 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면 상자들은 보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집단을 나

어 선별하 다.첫째,정책 행 자들을 크게 라오스 국내와 국제의 2개

부문으로 나 었다.국내부문은 정부와 비정부 부문(시민사회)으로 나

었으며,국제부문은 다자간 력기구,양자간 력기구,시민단체의 3개 하

집단으로 나 었다.라오스 정부기 은 기후변화 응정책에 요한

의제설정과 법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행 자이다.기후변화 응정

책에 필요한 인 ·물 자원을 부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라오스에서

국제부문은 기후변화 응정책 네트워크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

다. 형 인 라 사업 투자,기후변화 정책 의제설정,재원마련 등의 역

할을 수행하는 요한 정책 행 자다.시민사회 연구기 의 경우 일

부 NPA를 포함하고 있으며,8)기후변화 응정책을 한 과학 평가와

감시자료 구축,시민 교육,지역사업 참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라오스 지를 방문하여 앞서 선정한 면 상 행 자들을

상으로 심층면 을 수행하면서 피면 자에게 기후변화 응정책 는 국

제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 들을 다시 되묻는 과정을 거

쳤다.이 과정을 통해 정책 행 자들을 새로 발굴하여 면 상자들을

추가로 선정하 다.그 결과 최종 으로 23개의 기 이 분석 상으로 선

정되었다.9)

8)라오스에서는 NGO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시민단체를 NPA(Non-Profitable

Agency)라고 칭한다. 재 좀 더 포 인 시민사회의 구성을 해 CSO 네트워크

(CIvilSocietyOrganizationNetwork)를 구성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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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 을 실시한 부문별 행 자 구성을 살펴보면,크게 라오스 국

내 12개 기 ,국제 11개 기 이다.국내는 라오스 정부기 10개,시민

사회 1개, 학교 1개가 상이 되었고,국제기 에서는 다자간 력기구

3개,양자간 력기구 3개,시민단체 2개,연구· 력기 2개 다.10)심층

면 상자의 참여자의 보다 솔직한 답변을 얻어 내기 해서 면 의

익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으며,이를 해 서울 학교 연구윤리 원

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윤리 심의통과서를 제시하 다.그리고 정책 행

자를 범주별로 분류하여 약자로 표기하 다.심층면 상자는 각 기

을 표하며 타 기 과의 회의나 기후변화 련 국가회의에 참여하는 등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등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각 부

처의 국장,부장,과장(Director 는 Deputy-Director)이거나 기후변화

련 업무에 종사하며,라오스에서 장기간(2-8년)거주한 선임 문가

(SeniorExpert)를 상으로 수행했다. 련 문가나 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부서 직원(officer)과 면 을 진행하 지만,그들도

기후변화와 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심층면 상 정부기 에는 농림부와 천연자원환경부의 하 부

처의 비 이 높았는데,이는 재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부문 련 업

무가 부분 2개 기 에 집 되어 있기 때문이다.정부기 소속 연구소

들의 경우 라오스 지방기 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며,정부

에 정책 조언을 하는 기 이므로 정부 부문으로 분류하 다.국제부문

과 국제 연구소는 선행연구(NeoL.,2012;Ecolao,2012)에서 언 된

상을 심으로 선정하여 우선 상으로 선정하 다.일부 국제부문 연구

소의 경우 지방문 결과, 재 더 이상 기후변화 련 활동에 참여하고

9)심층면 과정에서 상자들의 응답을 통해 문헌조사에서 참여하고 있던 일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국제부문 행 자를 확인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새롭게 련 활동을 하고 있는 행

자를 목록에 추가하며 진행하 다.

10)같은 기 이지만 다른 정부기 에 견되어 서로 다른 부문의 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 다.이는 다자간·양자간 력기구가 기후변화 응정책처럼 범분야

이슈에 해 부문별로 다른 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7 -

구분 I 구분 II 기 코드 합

국내

(D)

정부기

(G)

DG-01

10명

DG-02

DG-03

DG-04

DG-05

DG-06

DG-07

DG-08

DG-09

DG-10

시민사회(C) DC-01 1명

학(R) DR-01 1명

국제

(I)

다자간기구

(M)

IM-01

4명
IM-02

IM-03

IM-04

양자간기구

(B)

IB-01

3명IB-02

IB-03

있지 않아서 면 을 거부하기도 하 으며,과거 기후변화 담당자가 해외

발령으로 재 부재하여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마지막으로 라오스

시민사회는 라오스의 정치체제 향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11)문헌

자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국내 시민단체의 경우 함께 업하고 있는 국

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기후변화 응과 직 련 있는 활동에 재

참여 인 기 을 소개받아 면 상자로 선정하 다.

<표4> 심층면 상자

11)심층면 에서 시민단체는 라오스가 NPA와 련된 법안을 정비하 지만,오히려 NPA의 설립

과 등록이 어려워졌다고 한다,시민사회의 활동을 장려하기보다는 통제하는 목 이 더 강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 다(DC-01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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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C)

IC-01
2명

IC-02

연구· 력기

(R)

IR-01
2명

IR-02

총합 23명

주:라오스 국가 정책 맥락상 심층면 자들의 요청으로 익명 처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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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요소

정책네트워크는 행 자,상호작용,네트워크 구조를 구성요소로 구성

된다.정책 행 자란 정책에 향을 주며,반 로 그 정책으로부터 향

을 다시 받는 집단 는 개인으로서 정책형성과정에 련된 이해 계자

를 일컫는다.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행 자

의 수 을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정부,공여기구(fundingagency),이행기

구(implementationagency)로 구분했던 것과는 달리(NeoL.,2012),이

연구에서는 펀딩기구와 이행기구를 국제와 국내 수 으로 우선 구분하

고,이후 참여방식에 따라 6개로 세분화시켜 정부,다자간 력기구,양자

간 력기구,국제연구단체,국제시민단체,국내시민단체로 나 었다. 한

문헌연구와 지조사를 통해 이들의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참여 동

기와 시 을 악하 다.마지막으로 시기별로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향력을 행사하는 행 자가 구이며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행 자가 구인지 악하 다.

정책 행 자는 정책과정에서 각자의 이익을 반 시키기 해 서로

간에 향력을 행사하며 상호작용한다.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행 자들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행

자는 상호 어떤 자원을 기 하며 교환하는지,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

원을 교환하는 지,이러한 상호작용의 성격은 어떤지를 악하 다. 한

이런 자원교환의 양상이 행 자간에 일방향 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방향 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원교환의 방향성을 악하 다.나아가 구

체 으로 기후변화 응과 련하여 진행 인 력사업 등을 악하여

행 자간,행 자그룹간의 상호작용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조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정책 행 자

들 간의 계가 구성하는 일련의 패턴을 의미한다.네트워크 구조는 행

자 간 상호작용의 내용을 포함하는데,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 행 자간의 구조 특성이 수직 인지 혹은 수평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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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요소 하부요소 분석내용

행 자

행 자 수

정부,다자간 력기구,

양자간 력기구,국제연구단체,

국제시민단체,국내시민단체

참여 동기
기존에 활동하던 분야와 기후변화

응정책에 참여하는 동기

참여 시 기후변화 응정책에 참여한 시기

상호작용과

계

상호작용 성격 상호 력 /배타

상호작용 내용 자원교환 양상,상호자원교환 통로

상호작용

방향성
일방향 는 방향

네트워크

구조

구조 특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네트워크 계 수직 /수평

구조 개방성 내부 응집성,외부 개방성

형성된 네트워크 내부의 행 자 그룹 간 응집성은 있는지,외부 행 자

들이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여부를

통해 네트워크의 개방성은 어떠한지를 악하 다.

<표5>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네트워크 분석요소

자료:한진이,윤순진(2011)재구성

2.자료수집

이 연구는 질 연구방법으로서 사례분석과 비교역사분석방법을

사용하 다.자료 수집은 문헌연구, 지 심층면 의 두 단계로 진행하

다.우선 재 지 상황을 악하기 한 비 차원에서 라오스 기후변

화에 한 라오스 정부과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공식 문서,라오스 기

후변화정책과 련된 학계논문을 망라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연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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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하기 인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 으

며,라오스 정부의 기후변화 응정책 반과 국제 행 자와의 계에

한 맥락을 기본 으로 악하고 연구방향을 설정하 다.이후 문헌연

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하여 라오스

지에서 주요 정책 행 자들과 심층면 을 진행하 다.이는 공식 인 문

서에서 확인하기 힘든 정책 행 자간의 계나 자원의존의 계 등을 보

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한 것이었다.다만 과학기술환경청기,수자원환

경청기의 정책 행 자들이 이미 교체되거나 소재를 악하기 힘든 을

고려하여 심층면 은 재 기후변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 행 자

들에 한정하여 진행하 다.

1)문헌자료 수집

문헌자료 수집은 1차 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인터

넷을 통해서 공식 으로 수집한 자료들은 정부 국제기구,학계에서

발표된 라오스와 련된 기후변화 정책 문헌들이다.이를 통해 각 기

의 정책 참여 동기 역할,의사소통 방식 등에 한 기 조사를 시행

하 다.추가 으로 기후변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 각종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자료 역시 활용하 다.

2) 지조사 심층면

이 연구를 해서 연구자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을 방문하여 기후

변화 응정책 련 정책 행 자들을 상으로 반구조화 된 심층면 을

수행하 다.정책네트워크 분석 이론에 일부 정책형성과정의 변화요인을

악하기 한 분석요소를 상호보완 으로 재구성하여 심층면 을 진행

하는 이정표로서 삼았으며,면 상자의 답변과 추가 인 정보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문헌자료에서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힘든 정보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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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 면 은 기본 으로 일 일 방식으로 45분에서 75분가량의 길이

로 수행했다.잠재 면 상 기 은 우선 인터넷에서 수집한 라오스

기후변화 정책과 련된 라오스 정부의 공식 문헌 국제기구의 문헌,

메콩지역 기후변화 응 련 논문을 통해서 련 기구로서 지목된 상

자들을 선발하 다.이 면 상기 들은 라오스 정부의 공식 기후변화

정책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 져 있는 농업,산림,수자원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기 을 우선 선발하 다.1차 문헌연구를 통해서

선발한 기 에서도 해당 기 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라오스 기후변화

정책이나 이슈에 한 답변이 가능한 기 을 선정기 으로 놓고 핵심

상자로 선발하 다(Rabiee,2004).

기후변화 응에는 농업,산림,수자원,공공보건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다.주제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면 상자 추가 선정에 있

어 비무선 덩이표집법(non-random snowballingtechnique)을 사용하

다.비무선 덩이표집법은 핵심 면 상자가 면 상자 선정기 에

해당하는 기 을 검증하여 연결해주므로 면 상자를 추가 으로 선발

하는데 한 방법이라 단하 다.뿐만 아니라,해외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면 을 모두 진행하여야한다는 에서 기 면 상자를 통한

이 보다 효율 이라고 단하 다.연구의 최우선 면 상자는 기후

변화 응정책과 련이 있는 정부기 과 다자간 력기구 으며,이를

통해서 각 기 의 업무,역할,기 구조를 포함해서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참여 동기, 재 보유한 자원, 력 상 기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기여 등을 악하고자 하 다.

라오스 공공기 근을 해서 서울 학교 환경 학원의 지도교수

로부터 연구목 을 한 추천서를 받아 각 공공기 에 1-4주 미리

공문을 수하 다.이에 더해 서울 학교 연구윤리심의서(IRB)를 통해

면 상자의 신상 면 내용을 모두 기 에 부치며,연구목 이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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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범주 질문

1
정책

환경

·기후변화 응정책 도입에 있어 향을 미친 ·내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기후변화 응정책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참여

자

·가장 향력 있는 정책 행 자는 구라고

생각하십니까?

4
·기후변화 련 정보는 어떤 행 자에게서 제공받고

있습니까?

5

상호

작용

·정책 행 자간 상호작용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갈등 / 력 /경쟁

6
·상호작용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습니까?그 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정책 행 자간 상호작용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8 네트

워크

형태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논의에서 민간부분의 참여도

있었습니까?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참여도를 보 습니까?

9
·주요기 간 의는 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정부부처 간에 배재 상은 없었습니까?

10

기타

·귀하의 기 라오스 정부기 의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우선순 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11
·라오스 국가 맥락에서 어떤 형태의 기후변화

응정책 거버 스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심층면 질문지의 원문은 부록으로 첨부함.

3)질문지 구성

<표 6>심층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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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네트워크 분석

1.과학기술환경청기(2000년 – 2007년)

1) 내외 정책 환경

라오스 기후변화정책 형성은 다른 경제발 국들 보다 늦었다.선진

경제발 국들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정부 내 환경,자원,외교 련

부처에서 기후변화문제에 한 심을 가지기 시작하 다(O’Riordanand

Jӓger,1996;Bulkely,2000).라오스는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theRio

earthsummit)에 참가하 고,1995년 1월 5일 유엔 기후변화 약을 비

하며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비교 조속하게 국제 기후변화정책 흐름에 참

여하 다.하지만 자국에서 실제 인 기후변화 응을 시작한 시 은 비

부속국가들(Non-AnnexIparties)이 유엔 기후변화 약에 제출해야하는

제1차 기후변화국가보고서(the1stNationalCommunications,FNC)를

비하면서부터 다.12)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은 국제 인 흐름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 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것을 시

작으로 한다.1997년으로 GEF와 UNDP의 지원을 받아 국가온실가스인

벤토리 로젝트(Lao NationalGHG Inventory Project)에 착수하며

FNC 작성을 비하 다.이 로젝트를 수행하기 해 라오스 정부는

총리실 산하의 과학기술환경청에 온실가스인벤토리 원회(National

GreenhouseGasInventoryCommittee,NGIC)를 조직하 고,이를 보조

하기 한 별도의 기술 실무단(TechnicalWorkingGroup,TWG)을 구

성하 다.이 온실가스인벤토리 원회와 기술실무단에는 정부 각 부처

12)개발도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국가보고서(NationalCommunications,NCs)는 온실가스인벤토

리 정보,감축방안 한 기후변화 응방안을 제공한다.뿐만 아니라,당사국(theParty)이

약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련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당사국으로 가입한 개발도상국은

약에 가입한 후 3년 내로 제 1차 기후변화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이후 매 4년

마다 기후변화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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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 다(GoL,2000).2000년 8월 라오스 정

부는 GEF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아 FNC를 작성하여 유엔 기후변화

약에 제출한다.이 보고서는 반 인 라오스의 온실가스 배출 황과

에 지 소비 황에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첫 보고서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제 인 상에서조차 기후변화 응에 한 논의

보다는 완화에 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라오스 국내에서도

이러한 향으로 기후변화 응에 한 심이나 논의가 부재하 다.13)

하지만 이런 내외 분 기는 2001년 제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으로 완화와 응 기 이 설립되고,2002년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부터 응의 요성이 논의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 다.나아가 개발도

상국의 기후변화 응에 한 재정 지원과 기술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라오스 역시 2002년 GEF에 NAPA 수립을 한 기 을 지

원받기 한 제안서를 제출하 다.

2003년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최빈국기 (Least Developed

CountriesFund)운 방안이 타결되고 기후변화 향력,취약성, 응에

한 과학 ,기술 ,사회 ,경제 측면이 독립된 의제화 되며 응에

한 국제 논의가 시작되었다.이후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

응부문 5개년 활동계획이 채택되고 확정되며 국제사회에서의 개발도상

국 응 문제에 한 논의에 박차가 가해진다.이 시기에 라오스는 GEF

와 UNDP의 지원을 받아 NAPA 수립에 필요한 취약성 평가를 시작하

다(GoL,2002).

13)FNC에는 응(adaptation)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단 한 번 등장하며,이후에 평가와 조사가 필

요한 부분이라고만 언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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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과학기술환경청기의 내외 정책 환경

*주:음 부분은 기후변화 응과 련된 주요 움직임

2)정책 행 자

과학기술환경청기에 라오스 내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

한 행 자의 수는 었다.정책 행 자는 과학환경기술청을 비롯하여 앞

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로젝트에 참여했던 6개의 부처와 다자간 력기

구 정도가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라오스 정부에 기후변화

응을 담하는 조직이 부재하 으며,국제 으로도 은 수의 행 자가

응정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 응

에 해 반 으로 심이 었던 시기 던 것으로 분석된다.

응정책 형성의 비시기 던 이 시기에 라오스에서는 아직 기후변

화 취약성, 향평가,우선순 등에 한 기 인 자료가 없었던 시기

다.따라서 라오스 정부가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행정 이고 제도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을지라도 다자간 력기구의 지원 없이는 기후변

화 응정책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 던 시기 다.따라서 재정과 기술,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가진 다자간 력기구가 응정책 형성에 실질

인 향력을 발휘하던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DG-01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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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행 자

주요 정부 행 자로서 과학기술환경청은 유엔 기후변화 약의 주요

력부로서 총리실 산하에 속해 있었으며,그 하부에 기후변화를 담당하

는 분과로 환경과와 환경연구소(EnvironmentResearchInstitute)를 두었

다(GoL,2000).환경과는 환경 향평가,환경계획,정책,정보의 보

수집, 력에 한 일을 담당하 으며,기후변화와 다양한 다국 환경

약(MultilateralEnvironmentAgreement)의 력창구로서 역할을 했었다

(GoL,2002).이 외에도 농림부,보건부,상공·공 부,통신·교통·우편·건

설부,국가계획 원회가 기후변화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기후변화 응과 유 한 업무를 나타내는 부처는 농림부,보건부,국가계

획 원회 다.과학기술환경청이 기후변화와 련된 국가 반의 책임과

각 기구 간 역할 조정을 담당하 으며,농림부는 산림,농업,생물다양성,

수역,국립보호구역 등을 장했었다.당시 기상국은 농림부에 속해 기상

학 수문학에 련된 자료수집이 농림부 담당이었다.보건부는 병원폐

기물 보건의무기 에 한 일을 하 고,국가계획 원회에서는 국가

사회경제 자료,국가 개발,공공투자 로그래 을 담당하여 기후변화와

련된 자료 생산을 담당하 다.하지만 이 시기까지는 기후변화 응

련 활동은 정부부처 내 반 으로 부재한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2)국제 행 자

이 시기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에 참여한 국제 행 자는 다자간

력기구 다.다자간 력기구는 국제 인 흐름에 맞춰 개발도상국의 기

후변화 응과 완화의 지원을 해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

하기 시작하 다.라오스에서는 GEF가 UNDP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인

벤토리 로젝트를 수행한 일이 시작이었으며,이후에도 UNDP는 라오

스 정부가 GEF에 NAPA 자 을 신청하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

을 지원하 다.두 기 을 제외하고는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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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기 참여동기
주요

활동부문
참여방식

정부

과학기술환경청
국가 력창구

환경담당부처
환경부문

국제기구 력

정보제공

농림부 농업 생산성 농업부문
국제기구 력

정보제공

보건부 공공보건 공공보건
국제기구 력

정보제공

국가계획 원회
국가개발

우선순 지정
개발계획

국제기구 력

통계제공

국제

지구환경 융

(GEF)
환경문제 환경 재정 제공

유엔개발계획

(UNDP)
빈곤퇴치 개발

재정·기술·정보

·인력 제공

포럼 제공

하는 국제 행 자의 참여는 발견하기 힘들다.

<표 7>과학기술환경청기 기후변화 응정책 행 자

3)상호작용

과학기술환경청기에는 다자간 력기구와 정부부처 간 상호작용의 형

태가 상호 력 인 형태를 나타내지만,다자간 력기구에서 정부부처로

일방 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 다(DG-01인터뷰 결과).다자간 력

기구는 FNC작성과 NAPA 비를 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하던 정

부부처에 재원,기술,지식,인력 등의 자원을 제공하 으며,라오스 정부

부처는 인벤토리 계산에 필요한 자료와 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

내 행정 지원을 제공하 다.하지만 당시 라오스 통계청의 역량이 부

족했었다는 을 감안할 때,라오스 정부는 실질 으로 그 역할조차 제

로 하지는 못하 던 것으로 분석된다.두 행 자 집단 간 상호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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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기후변화에 한 기술과 지식에 한 공식 인 워크 ,세미나,기

간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다(GoL,2000;GoL,2002).

4)네트워크 구조

과학기술환경청기의 응정책 네트워크는 비교 폐쇄 이었던 것으

로 분석된다.정부 행 자와 다자간 력기구를 제외하고 다른 참여자들

의 응정책 참여를 찾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여가 가능한 공

식 인 의사소통 통로 찾아보기 힘들어 비교 폐쇄 인 네트워크 구조

던 것으로 보인다.네트워크 내부 인 응집성 한 부족하 던 것으로

분석되는데,이는 정부부처 내에서 과학기술환경청이라는 유엔 기후변화

약과의 력창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담하는 독립

된 조직의 부재로 인해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을 한 정부부처 내부

응집성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하지만 당시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을

비하던 시기에 이에 참여하 던 정부 행 자와 다자간 력기구 두 행

자 집단 간 자원교환 양상이나 계는 상호 종속 인 계보다는 수평

인 모습이었다(DG-01심층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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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자원환경청기(2007년 – 2011년)

1) 내외 정책 환경

국제 으로 2004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응을 지속 으로

지원하기 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다.나아가 2008년 제1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응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한 근거규

정을 마련되었다.이듬해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2010-2012년 사이 개발

도상국 단기 지원 자 300억 달러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기지원 자

을 매년 1,000억 달러 조성하기로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응 지원 리체계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국제

인 개발도상국 응 지원에 한 계획들이 논의되었다.2010년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응을 한 칸쿤합

의(CancunAgreement)가 채택되었다.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응

과 기술이 분야 지원을 진하기 한 원회가 신설되고,녹색기후기

이 설립되는 등 국제 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응을 지원하기

한 구체 인 제도들이 수립되었다.

2007년 라오스 국내에서는 기존의 과학기술환경청이 수자원환경청으

로 개편된다.이에 따라 유엔 기후변화 약 주요 력부 역시 수자원환

경청(theWaterResourceandEnvironmentAdministration)이 수행하게

되었다.2008년 NAPA 수립을 해 범부처 조직인 국가기후변화운

원회(NationalSteeringCommiteeonClimateChange,NSCCC)가 조

직되었고,수자원환경청 환경국 하부에 최 의 기후변화 담조직인 기

후변화실(ClimateChangeOffice)이 설립되었다.

2009년 라오스는 기후변화 응정책형성에 한 요한 환 을 맞

이하 다.기후변화 향력,취약성,시 히 응이 필요한 우선순 활

동을 식별한 NAPA를 수립하여 유엔 기후변화 약에 최종 제출하 다.

이를 통해 라오스에서 응이 시 한 4개의 분야(농업,산림,수자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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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한 활동과 로젝트 목록이 구체화되었다.이 시기부터는 이

까지 응이 시 했던 라오스의 자연재해 문제가 NAPA를 통해 기후변

화 응문제와 같은 범주의 문제로 처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라오스 정

부의 기후변화 응과 완화에 한 심이 함께 증가하는 시기 다

(MRC,2009;DG-1,DG-4,DG-7,IM-02심층면 결과)).

같은 해 9월 라오스 남부 4개 주를 강타한 태풍 켓사나는 라오스에

막 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라오스 정부 행 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문제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갖는 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DG-1,DG-4,DG-7심층면 결과). 내외 인 일련의 기후변화 응

정책에 한 심으로 인해 라오스 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한 주요

시스템인 RTM에서 기후변화가 처음으로 의제화 되었으며,이후 개발워

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 행 자들이 라오스 내 기후변화 응에 심

을 가지는 시발 이 된다.같은 해 라오스는 NAPA 수립 이후에 취약부

문에 한 응 략을 더 세분화한 NSCC를 수립하기 해 NSCCC하

부에 총 7개 부문의 기술 실무단을 구성하고 각 부문에 련 국제 기

들을 컨설턴트로 참여시켜,재정 ,기술 지원을 받았다.

2010년 라오스 정부는 NAPA에서 선정한 4개의 취약부문을 7개 부

문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부문별로 구체 인 기후변화 응 략과 계획

을 담은 NSCC를 수립하 다.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라오스의 발

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the7thNationalSocial

EconomicDevelopmentPlan,NSEDP)에서 처음으로 부문별로 기후변화

응정책이 통합되는 근거가 되었다(GoL,2011).그리고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제7차 NSEDP에 기후변화가 최 로 독립된 주제로서 다루어

지며 국가 으로 기후변화 응문제가 선언 이나마 무게를 얻게 되었다

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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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자원환경청기의 내외 정책 환경

2)정책 행 자

수자원환경청기에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행 자 수는 증가한다.라오스는 NAPA 수립을 비하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를 담하는 기후변화실을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 으며,이후

NSCCC와 7개의 기술실무단을 조직함으로써 부문별 기후변화 략을 수

립하 다.이런 라오스 내부 인 움직임은 국제 행 자들을 향력 평가

와 련 응사업의 조력자로 참여시킴으로써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

정에 다양한 행 자가 공식 으로 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이

시기에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행 자의 종류는 정부부

처,다자간 력기구,양자간 력기구,국제시민사회,국제연구소,국내시

민사회로 다양해졌으며,이는 NAPA 수립을 후로 기후변화 응정책

에 한 다양한 정책 행 자들의 심이 증가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

다.이는 국제 행 자들의 본격 인 기후변화 응정책 참여가 NAPA

제출 이후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에서 알 수 있다.이들의 참여

계기는 이 라오스 정부의 NAPA 비과정에서 국제 행 자들이 향

력 평가를 수행하면서 기후변화에 해 심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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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다(IM-02심층면 결과). 한 이 시기에 처음으로 라오스 국

내 시민사회단체가 다자간 력기구와 국제시민단체가 지원한 농업·산림

로젝트의 일부에 참여하며 기후변화 응정책 수립과 련된 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악되었다(DC-01심층면 결과).

(1)정부 행 자

이 시기에는 수자원환경청 내 환경국 하부에 기후변화실이 설립되었

으며,기후변화 이니셔티 에 한 국가 력창구의 역할을 하 다.이후

2008년 라오스 총리는 법령83/PM을 발표함으로써 기후변화국가운 원

회를 조직하 고,국가 부총리가 의장으로,수자원환경청 환경국 국장

(theDirectorGeneral)이 총무를 역임하 다.이 외에도 유 정부부처

의 표들이 NSCCC의 운 원으로 참여하 다(MRC,2009).당시

NSCCC의 첫 번째 과제는 유 부처들로 구성된 7개 기술실무단

(TechnicalWorkingGroups)을 구성하여 부문별로 기후변화와 련된

일을 식별하고 국제 행 자들과 력하는 일이었다.14)15)이 실무단의 주

요업무는 각각의 책임부문에 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향력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일이었다.기후변화국가운 원회의 총무

역할을 맡고 있던 수자원환경청 내 환경국은 기술실무단 간의 업무를 원

활히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하는 것이었다.환경국은 기후변

화 향력 평가를 한 연구에 근거해서 기술 실무단과 력하여 2020년

국가 기후변화 략(theNationalclimateChangeStrategyfor2020)의

14)기술실무단의 일곱 가지 이니셔티 는 다음과 같다.식량·생활안보 농업생산량,산림 괴

토지 하로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을 한 산림·토지 리,주변국 수출 력을 포함한 에 지

리,수자원 다양성 취약성 측을 한 평가,도시 인 라 회복탄력성 효율 인 건물

설계,빈곤감축이라는 성장목표에 한 기후변화 향력을 확인하기 한 경제 리,CDM 후

속조치 아래 경제 인센티 이익 공유장치를 한 제도 장치에 한 재원마련이다.

15)7개의 기술 실무단에는 농림부(theMinistryofAgricultureandForestry),국가토지

리청(theNationalLandManagementAuthority),에 지 산부(theMinistry of

Energy and Mines), 수자원환경청(the Water Resource 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공공사업교통부(theMinistryofPublicWorkandTransport),기획

투자부(theMinistryofPlanningandInvestment)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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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간 행동 계획 2011-2016(the Interim Action Plan for

2011-2016),제 1차 국가행동계획 2011-2016(theFirstNationalAction

Planfor2011-2016)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았다.

노동사회복지부(theMinistryofLabourandSocialWelfare)는 국가

재난 리,특히 홍수에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당시까지는 1999년

라오스 정부가 조직한 노동사회복지부 내 국가재난 리 원회(the

NationalDisasterManagementCommittee)가 국가재난에 한 반을

리하는 주도 인 역할을 했었다.이 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로

서 총리실 산하에 국가재난 리실(theNationalDisasterManagement

Office)이 설립되었다.하지만 이 시기까지 라오스에서는 국가재난 문제

가 기후변화와는 별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MRC,2009).

(2)국제 행 자

NAPA 수립을 후하여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국제부문 행 자 수는 증가하 다.기존에 기후변화 정책을 지원하던

GEF와 UNDP외에도 NAPA를 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MRC,ADB,

Worldbank,IUCN 등 다양한 국제 행 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 다.이

들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보고서 작성,기후변화 응 사업 수행,기후

변화 응 역량형성 지원 등 라오스 정부의 부족한 역량을 재정 ,기술

으로 지원하며 응정책 형성에 참여하기 시작하 다.

양자간 력기구도 이 시기부터 기후변화 응문제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으며,이들은 재난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다른 부문의 사업에

통합하거나 기후변화 응평가를 한 역량형성 사업에 참여하 다.국

제연구소들은 NAPA 수립과정에 참여하며 라오스 기후변화 응 련

사업에 한 취약성 보고서,홍수 취약성 보고서,부문별 취약성 보고서

를 작성하고 발간하며 다른 행 자들이 기후변화 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다.마지막으로,국제시민단체의 참여도 이 시기부터



- 45 -

구분 주요기 참여동기
주요

활동부문
참여방식

정부

범부처

기구
NSCCC

주요 정책

보고서 작성
응 심

운 원회

기술실무단

수자원환경청
국가 력창구

환경담당부처

환경

수자원

정보 제공,

로젝트 참여

농림부 농업생산성 농업
정보 제공

로젝트 참여

국가토지 리청 토지 리 토양부문 정보제공

시작되었는데,기존에 활동하던 분야인 생물다양성,자연자원 보존 등과

련된 기후변화 향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사업을 지원하 다.

(3)시민사회

이 시기부터는 라오스의 국내 시민단체인 NPA의 활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라오스에서 시민단체 활동은 일당 사회주의체제라는 정치 맥락

으로 인해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았다.라오스의 시민단체 격인 NPA

련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었

다.심층면 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NPA 련 법령이 오히려 기후변

화 응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 역을 제한한다고 답했다

(DC-01심층면 결과).라오스 국 의 시민단체 DC-01은 기존에 농업

과 산림 련 사업을 주로 활동하던 단체 으며,자연재해로 인해 지

역주민들의 농업·산림에서의 피해가 차 커지면서 이 심각성을 인지하

여 2010년에 NAPA에서 선정된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후변화 응

련 활동을 시작하 다.이들은 이 시기를 기후변화 응과 련해

응역량이 형성되던 기단계로 평가하고 있다(DC-01심층면 결과).

<표 8>수자원환경청기 기후변화 응정책 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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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공공보건 공공보건 정보제공

기획투자부
국가개발

우선순 지정
개발계획

RTM 기획·운

NSEDP반

에 지 산부 수력발
에 지

물
정보 제공

공공사업·교통부 도시재난 리 도시환경 정보 제공

국제

지구환경 융

(GEF)
환경문제 환경 재정 제공

유엔개발계획

(UNDP)
빈곤퇴치 개발

재정·기술·정보·

인력 제공

포럼 제공

로젝트 참여

아시아개발은행

(ADB)
개발 개발

재정·기술·정보·

인력 제공

메콩 원회(MRC)
메콩유역자원

리와 개발

메콩수자

원

기술·정보·정책

제공

세계은행(WB) 개발 개발
재정·정보·정책

제공

양자간 력기구* 국제 력 개발
재정·기술 제공

로젝트 참여

IUCN 자연보
생물다양

성
기술·정책 제공

시민

사회
DC-01

농업·산림

지역 피해

농업,

산림
기술 제공

3)상호작용

수자원환경청기에는 이 까지 일방향 이었던 자원교환 형태가 방

향으로 환되었던 시기 다.기후변화와 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해

라오스 정부는 국제 행 자와 연계해 지방에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시

작했다.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행 자는 정부 행 자,다자간

력기구,국제연구소로 좀 더 다양화된 시기 다.정부 행 자들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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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환경청이 가장 많은 기후변화 응 정책 보고서를 발행하 으며

(WREA,2009;2010),국제 행 자들 에서는 MRC가 2009년 기후변화

응이니셔티 를 시작하며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시작했다

(MRC,2009;2010).이 시기는 행 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본격 으

로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기로서,이들의 주된 상호

작용 통로는 RTM,워크 ,세미나,비공식 회의 다.

자원교환 방식과 방향의 환은 라오스가 NAPA 수립을 해 기후

변화 담기구인 기후변화실을 조직하고,NSCCC를 통해 다양한 행 자

들로부터 기후변화 응 련 기술,지식,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며 가능하게 되었다.기후변화실과 NSCCC는 국제 행 자들과

의 소통과 역량배양의 실질 인 환 이 되어 2011년 이후 천연자원환

경부 산하에 설립되는 재난 리·기후변화국의 핵심인력들이 기후변화

련 역량을 보유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DG-01심층면

결과). 한 이 시기에 라오스 정부부처는 국제 행 자들의 지원을 통해

NAPA를 비하며 기후변화에 한 기 인 정보를 지방정부 단 에서

부터 수집하기 시작하여,국제 행 자들에게 일방 으로 지원을 받는 것

이 아니라 기 정보의 제공과 기후변화 련 행정조직 구성,행정 지원

의 역할 등으로 그 역할을 확 하게 된다.

다자간 력기구는 이 시기에 라오스 정부가 NAPA와 NSCC를 수립

하고 기후변화 련 조직을 구성하는데 재원,기술,지식 등을 제공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역량형성의 토 를 제공하 다.뿐만 아니라 NAPA에

서 식별된 취약 부문에 해 취약성 평가 외에도 농업,수자원 등 일부

부문에서 직 기후변화 응 련 개발원조 사업을 이행하며 라오스 정

부와 력하 다.한편 2009년부터는 RTIM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개발

원조에 한 논의 주제로 제시하 으며,정보제공자 역할도 하 다.

양자간 력기구는 국별 력 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 근거하여 수원국별 집 지원 분야에 개발원조를 수행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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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양자간 력기구에서는 라오스 국별 력 략에 기후변화 부문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었다.양자간 력기구는 기후변화 응문제 자체

를 강조하기 보다는 농업,산림,수자원,인 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기후변화 응을 통합하고 환경 향평가 시스템 체계를 정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에 참여하 다.이 시기

까지는 스웨덴,핀란드,독일 등 유럽국가와 호주,일본의 양자간 력기

구가 기후변화 련 사업의 주된 참여자 다(IB-02심층면 결과).이

시기부터 양자간 력기구 역시 RTM을 통해서 기후변화 응과 련된

재난 리 논의에 참여하 으며,NSCCC하부 기술 실무단에서 각 부문

별로 기후변화와 련한 기술 조언과 사업에 참여했다.

국제 시민사회의 참여도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이들은 기존에

그들이 활동하던 역에서 기후변화 응부문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참여

하 다.국제 시민사회는 다자간 력기구 혹은 해당 기 이 속한 국가로

부터 재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기후변화 응 련 사업 단 의

근과 RTM 논의 등의 형태로 참여하 다.반면 국내 시민사회는 정부

행 자,다자간 력기구,양자간 력기구로부터 재정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 으며,주로 라오스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시민사회나 메콩

주변국가 시민사회와의 력을 통해 지역 로젝트에 참여하 다.

국제 연구소의 경우 당시까지 기후변화 응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

며 부족했던 라오스 지에 한 자료를 취합하여 일련의 기술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 다.하지만 단지 정보제공자의

역할과 메콩강을 공유하는 주변국가와의 기후변화 응 이니셔티 를

의하는 역할을 했을 뿐,실질 으로 라오스 내 기후변화 응 정책 형성

과정에 정책 조언을 하거나 직 인 응 련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

았다(IR-01심층면 결과)..

16)국가 력 략(CPS)은 개별 수원국에 한 공여국의 지원 방향,분야 등을 포함하는 국별 지침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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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네트워크 구조

수자원환경청기의 응 정책네트워크는 과학기술환경청의 네트워크

보다 정책 행 자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하고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

으며,그 계 한 보다 복잡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의 성격은 외 으로는 개방 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NAPA 수립을 후로 다양한 행 자가 NSCCC하부의 7개

실무단을 통해 련 사업과 논의에 참여하며 참여 방식이나 논의 주제가

더 다양해지기 시작하 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2009년 RTIM을 통해

서 기후변화가 개발원조의 공식 인 의제가 되어 라오스 내 개발원조에

참여하는 행 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기후변화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일련의 내외 인 변화들로 인해

응 정책네트워크는 더 개방 으로 변하고,그 복잡성 역시 증가하 다.

정부 행 자 간 응집성 한 증가하 다고 해석 가능하다.수자원환

경청 내 최 로 기후변화를 담하는 기후변화실이 설립되고 총리실 주

도하에 NSCCC가 조직되어 기후변화와 련된 총체 인 운 원회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다양한 정부부처가 하나의 원회에 참여하여 기

후변화 응정책에 해 종합 인 정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라오스 시민단체는 네트워크 내 다른 행 자들과 별다른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원교환 역시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행 자 집단과 라오스 정부부처 간의 상은 여 히 합의에 의한

수평 인 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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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연자원환경부기(2011년 – 재)

1) 내외 정책 환경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77개 개발도상국 그룹이 선진국을

상으로 기후변화 응과 비 비용에 해 보다 확실한 지원을 요구하

다.제19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바르샤바메커니즘이 구축되면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응하기 한 지구 응목표(Global

AdaptationGoal)가 제기되었다.17)나아가 유엔 기후변화 약 내 개발도

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한 험 리, 련 조직과 기구,이해 계자 간

연계,재원과 기술을 지원하기 한 별도의 집행 원회가 설치되었다.

2014년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국가 응정책(National Adaptation

Plans,NAPs)이 응정책에 탄력성 제공한다는 을 인정하고,NAPs를

통해 녹색기후기 과 기후변화 응재원의 지원방식을 논의하는 방향으

로 국제 인 응정책 흐름이 정해졌다.

2011년 라오스 내부 으로도 기후변화 응의 요성은 증가하 다.

제7차 NSEDP에서 처음으로 라오스는 기후변화 응 정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회경제개발의 요한 사안으로 채택했다.같은 해에 라

오스 국내에서는 인 행정 개편이 있었다.수자원환경청을 비롯

하여 라오스 정부기 천연자원과 련된 모든 하 부처들을 기존의

부처로부터 분리하여,천연자원환경부라는 거 한 부처로 통합하 으며,

그 역할로 천연자원 보호,천연자원 리,천연자원 정보생산을 리하는

일을 일임했다.이듬해 2012년 천연자원환경부 내부에는 재난 리·기후

변화국이 설립되었고,기후변화와 재난 리에 한 모든 업무가 이곳으

로 일임되었다.같은 해 RTM에 환경·천연자원 실무단이 신설되었으며,

그 하 부문으로 환경·기후변화와 수자원·재난 리 하 부문 실무단이

17)손실과 피해(lossanddamage)는 기후변화의 부정 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같

은 극한기후 상 해수면 상승 등의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slow-onseteven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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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되었다.

2013년에는 제2차 기후변화국가보고서를 유엔 기후변화 약에 제출

하 으며,정부부처별로 기후변화 응과 완화에 한 구체 인 행동

략을 마련한 기후변화행동 략 2013-2020(ClimateChangeActionPlan

ofLaoPDRfor2013-2020)이 수립되어 정부부처별 기후변화 응과 완

화에 한 구체 인 역할이 정해졌다.2014년 라오스 정부는 UNDP의

지원으로 기후변화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 으며 제3차 기후변화국가보고

서를 비하는 등 기후변화 정책 마련에 극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제8차 NSEDP최종본이 마련되어,기후변화 정책에 참여하는

정책 행 자들 사이에 회람되어 개정과정을 거치는 이며,제8차

NSEDP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 사안으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IM-04심층면 결과).

<그림 7> 천연자원환경부기의 내외 정책 환경

2)정책 행 자

이 시기의 정책 행 자는 이 수자원환경청기 보다 그 수가 양 으

로 더욱 증가하 다.라오스 정부에 기후변화 응을 담당하는 독립 인

부처(Department)가 설립되어 주도 으로 정부부처간 혹은 정부부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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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 자들간 력을 조율하기 시작하 다. 재 기후변화 응을

분야로 선정하여 련 사업이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양자간 력기

구는 부재하며, 부분 농업,산림,수자원 등 기존에 지속 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에 기후변화를 주류화시키는 방향으로 근하고 있다.

이 시기는 생물다양성,농업,자연보호 외에도 젠더 등 다양한 부문

에서 활동하던 국제시민사회가 기후변화 응을 기존의 활동에 통합하기

시작하면서,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국제 시민사회 수도 증가하 다.

이들은 기후변화 응에 한 정책 조언뿐만 아니라 지역단 의 응

사업을 함께 아우르기 해 서로간 력하며 련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

다.따라서 반 으로 정책 행 자는 더 다양해지고 그 참여의 계기나

활동의 역 한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오스 정부부처 에는 공식 으로 기후변화 응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부처로 지정되어 있지만,내부 으로는 담당하는 부서나 련 사업

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심층면 결과 정부부처

계자 부분은 재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해서 아주 요한 문제로

서 인식하고 있었으며,이를 해 이후라도 기후변화와 련된 조직개편

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단 인 로 기후변화를 부서명에

삽입하여 기후변화에 좀 더 집 하여 비하려는 기 (DG-09)도 있는

것으로 밝 졌다(DG-01,DG-02,DG-04,DG-05,DG-06,DG-09심층면

결과).

(1)정부부처

기후변화 응정책이 담긴 정책보고서 기후변화행동 략 2013-2020

과 제2차 기후변화국가보고서 등에서 기후변화 응 련 부처로 식별된

정부 기 은 천연자원환경부,농림부,공공사업・교통부,보건부,상공부,

교육부이다.이 재 기후변화 응정책과 련된 로젝트 혹은 계

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처는 천연자원환경부,농림부,보건부이다.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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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기 별로 기후변화 응 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며,외부 지원을

통해 다양한 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도시계획과 도시환경계

획을 담당하는 공공사업・교통부처럼 기후변화 응이 요한 기 에서

는 산하에 기후변화 련조직이 없는 상태 으며,에 지 산국 역시 수

력발 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응정책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완화

활동을 제외하고는 재 기후변화 응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응 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정부 행 자들 부분은 기

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기후변화 응 문제를 요한

사안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답했다(정부 행 자 원 인터뷰 결과).

2011년 수자원환경청은 천연자원환경부로 통합·확장되었다.이듬해인

2012년 라오스 정부는 천연자원환경부 내 기후변화 정책만을 담하는

부서인 재난 리·기후변화국(theDepartmentofDisasterManagement

andClimateChange)을 설립하 다.재난 리·기후변화국은 기존의 총리

실 산하에 치하던 기후변화실(ClimateChangeOffice)과 노동복지부

산하의 재난 리실(DisasterManagementOffice)두 곳의 역할을 통합

하여 승격시킨 부서로서 라오스에서 기후변화에 한 모든 일을 담하

는 최 의 독립된 부서(Department)라는 의미를 갖는다.이는 이 까지

라오스가 기후변화와 국가재난 문제를 별도로 인식하던 것을 넘어서,기

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심각성을 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DG-01,IM-02).재난 리·기후변화국은 총 7개의 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18) 재 NAPA와 NSCC에서 우선순 로 식별된 부문에 한

응 활동에 집 하여 정부부처,국제 행 자 간 력과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기후변화 련 로젝트의 재원을 해외에서 지원

받기 한 력부로서 활동하고 있다.구체 으로 이 부처는 재난 리와

기후변화 련 라오스 정부의 응 방향,정책,해결책, 략,법,규제

18)재난 리·기후변화국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상을 한 조정·리과,완화(CDM 담당)·소통

과,기후변화 응과,재난 방·응과,재난복구·재난 험감축과,자료·정보·인식과,행정지원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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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연구하고,정보를 제공하며,정책을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외 으로는 재난 리와 기후변화에 한 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연결고리로서 고 공무원에게 로젝트 계획과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 국가사회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련 부처들이 재

난 리와 기후변화를 각 부처별 개발계획에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천연자원환경부 내 치한 수자원국은 라오스 국에 걸쳐 수자원

흐름 수질유지를 포함한 수자원 거버 스를 담당하는 부서다.수자원

국은 총 7개의 하 부서로 나 어져 있으며,2013년에 1년 간 재난 리·

기후변화국과 함께 ADB로부터 지원을 받은 로젝트인 ‘수자원통합 리

지원 로젝트(the National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SupportProject2011-2015)’를 수행하 다. 재 천연자원환경부 내 기

후변화 응 마스터 로그램(master program)에 참여하고 있으며,

Worldbank의 지원을 받아 쎄방 이(XeBangFai)강 유역의 홍수와 가

뭄 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해당 로그램에서 메콩강 원회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으며,국제시민단체

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한,ADB의 지원을 받아 홍수 리에

한 시범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이 로젝트에서는 수자원국은 홍

수 리에 집 하고 있으며,설치된 을 시험 운 하고,경사가 심한 지

역을 리함으로써 홍수를 통제하고 있다.이를 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련 정보를 피해가 상되는 마을에 제공하여 기후 험에

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는 라오스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원회를 구성하던 기부터

기후변화 정책에 심 으로 참여해 왔다.처음 기후변화 인벤토리를 작

성하던 당시 다른 산업의 비 이 높지 않아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았기 때문에 농림부의 참여가 요했다.이후 NAPA에서 가

장 취약한 부문이자 우선순 정책분야 하나로 농업이 선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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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외부 지원이 농림부에 많이 집 되었다. 재 농업부문은 온

실가스 배출 감축보다 기후변화 응의 에서 보다 요성을 지닌다.

농림부 소속의 국립농림연구소(NationalAgricultureand Forestry

ResearchInstitute,NAFRI)는 각종 환 작물과 가축,어업,산림,농토

등의 분야와 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한 정보를 농부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GEF의 재정지원과 UNDP의 기술지원을 통해 농업부

문의 기후변화 련 회복탄력성 개선(ImprovingtheResilienceofthe

AgriculturalSectortoClimateChange,IRAS) 로젝트를 주도 으로

수행하고 있다.해당 로젝트의 목 은 기후변화 향으로부터 식량 안

보를 확보하고,홍수나 가뭄으로부터 농부들의 취약성을 이는 것이다.

NAFRI는 2015년 까지 농업 생활 반에 미치는 기후변화 향력을

연구하고 모니터하는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이

연구센터는 NAFRI내부에서 이미 승인된 여섯 가지 략계획에 부합하

는 연구를 진행할 정이지만,여 히 설립단계에서부터 국제공여기구의

자 지원과 국제 기후변화 문가의 기술지원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다.

농림부 소속의 개국(DepartmentofIrrigation)은 농림부에 속하며

라오스 국의 개시설 건설과 리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역할과 기후

험 련 개시설 체계를 복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국은

기획투자국,기상국,천연자원환경부와 력하여 지방 정부 개부서에

기후변화 련 험과 개시설에 미치는 잠재 인 향을 경고하는 역

할을 맡고 있다. 재 기획투자부가 주도하는 ‘투자결정에 재난과 기후변

화 험 주류화 사업(MainstreamingDisasterandClimateRiskinto

InvestmentDecisions’Project(2012-2015)’에 참여하고 있다.이 로젝

트의 목 은 재난 험 리와 기후변화 응을 인 라 투자에 주류화시

키기 해 정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목 이 있다. 한 ’메콩 통합 수

자원 리 사업(MekongIntegratedWaterResourcesManagemen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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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개부문에 미치는 기후변화 향을 다루고 있다.

농림부 소속의 축산어업국(DepartmentofLivestockandFisheries)

은 국의 축산과 어업 련 질병과 건강,생산성을 리한다.하지만

재까지 동물・축산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향에 한 연구나 사업을 수

행한 은 없으며, 재 외부로부터 이와 련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부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혹한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와

련해서 가축 보호를 해 축사를 짓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 내 농업확장· 력국(DepartmentofAgriculturalExtension

andCooperation)은 소농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증진하기 한 서비

스를 강화함으로써 식량안보를 도모할 목 으로 소농을 지원하고 있다.

UNDP와 GEF가 지원하여 NAFRI가 수행하는 IRAS 로젝트를 통해서

농업부문 기후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 재 독일의 개발 력기

구인 GIZ의 지원을 통해 북부개발 로그램(the Northern Upland

DevelopmentProgramme)를 2012년부터 수행 이다.이 사업은 북부지

방의 루앙 라방 주,후아 주, 살리 주에서 농업,가축,농림업을 지

원하고 있다.

농림부문을 제외하고 라오스에서 오랫동안 기후변화 응과 련되

어 정책에 참여해 온 부처는 보건부(MinistryofHealth)이다.보건부 내

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부서는 환경보건분과(EnvironmentalHealth

Division)로 해당 부서는 기존에 식수질, 생,식수와 생 평가 등의

일을 장한다.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통해 ‘라오스 기후변화와

보건부문 응 략(the Climate Change and Health Adaptation

StrategyinLaoPDR)’을 수립하 으며,2011년에 ‘기후변화와 보건취약

성 평가(Climatechangeandhealthvulnerabilityassessmentstudy)’결

과를 바탕으로 응 략을 개정하 다.19)하지만 해당 응 략에서 제

19)기후변화와 보건취약성 평가에서는 뎅기열,이질,설사와 같은 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것과

기후변화의 계를 악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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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는 로젝트와 로그램들을 시행하기 한 재원이 부족한 상

황이다. 재 기후변화가 보건부문에 미치는 향에 한 단지 배포

등을 통해 시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정보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이지

만,재원이 부족하여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기획투자부(MinistryofPlanningandInvestment)는 RTM을 주 하

고 라오스의 사회경제 개발목표 우선순 를 정하고 NSEDP에 반 하

여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기획투자부는 특히 인 라와 경제개발

등의 우선순 기획과 투자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재 Worldbank의 지

원을 받아 ‘투자결정에 한 재난과 기후 험 주류화’ 로젝트를 수행하

고 있다.이 로젝트의 목 은 공공 인 라 투자(교통, 개,배수)에 기

후변화와 재난 험을 주류화시켜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향에 따른

경제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국제 행 자

GEF는 라오스의 첫 기후변화 로젝트인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로젝트부터 재까지 라오스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이 되는 정책을 지원

해 왔다.제1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 작성을 한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로젝트에서 UNDP를 통해 라오스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 다(GoL,

2000).이후 첫 기후변화 응정책인 NAPA와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

서 작성을 지원하 다(GoL,2002). 재 라오스 내에는 GEF사무소가 없

는데,천연자원환경부 내 재난 리・기후변화국에 GEF와 력하기 해

업무를 조율하는 지 직원이 1명 상주하고 있을 뿐이다.GEF의 주요

력 상은 UNDP이다.

UNDP는 GEF와 함께 기후변화 정책 수립 기부터 재까지 라오

스의 반 인 기후변화 응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련 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다.UN기후변화 약에 제출할 라오스의 제1차,제2차 기후변

화 국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했고,20)NAPA 수립에 력하며 라오스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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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취약성 평가와 기후변화 응정책 방향 설정에 참여해 왔다.

UNDP는 NAPA에서 선별한 취약 부문에 한 로젝트를 개발・시행하

고 있다.21) 표 으로 NAFRI와 함께 IRAS 로젝트가 있다. 재

UNDP 라오스 사무소 외에도 천연자원환경부,농림부처럼 정부부처에

UNDP사무소를 설치하고 문가를 견하여 기후변화 응 문제에

한 정책 조언과 실제 로젝트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DevelopmentBank,ADB)은 최빈국인 라오스

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 NAPA에서 선정한 응부문을 확장한 국가 NSCC수립에 세계

은행(WorldBank,WB)와 공동으로 재원을 출원하 다.2010년에는 북

유럽개발기 theNordicDevelopmentFund,NDF)과 함께 “기후변화

응을 한 역량증진(Capacity enhancementforcoping with climate

change)” 로젝트를 지원하여 기후변화운 원회의 8개 부문 실무단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에 기술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 작업을 수행하

다. 한,천연자원환경부 산하 수자원국과 력하여 천연자원 리에

기후변화를 주류화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수자원통합 리

(theNationalIntegratedWaterResourceManagement,IWRM) 로젝

트를 수행하고 있다.ADB는 지 까지 NSCC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련

된 부문별 로젝트에 다양하게 참여해 왔지만,아직까지 ADB비엔티엔

사무소에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부서나 문가가 부재한 상태다. 재는

농업과 환경부문을 다루는 문가가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메콩 원회(MekongRiverCommission,MRC)는 메콩강을 공유하는

메콩하류국가들이 수자원과 각종 자원들을 지속가능하게 리하고 개발

하기 해 력하는 국경 기구이다.메콩강의 지속가능한 리와 발

20) 재 작성 인 제 3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의 경우 방콕에 거 을 둔 UNEP지역 로그램

이 라오스를 지원하고 있다.

21)재난 리에 련해서 UNDP는 국가단 뿐만 아니라 지역단 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

며,지속 으로 재발하는 홍수,가뭄,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한 응을 돕고 있다(EcoLa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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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략 로그램,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과 동시에 이와

련한 과학 정보나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기후변화 응부문과

련해서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와 향평가를 수행하고,메콩유역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보다 잘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정책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2009년부터 기후변화 응 이니셔티 (Climate

ChangeandAdaptationInitative,CCAI)를 통해 캄보디아,라오스,태

국,베트남 4개국 간 기후변화 응 력이 가능하도록 제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오스 메콩 원회의 기후변화 련 부서는 CCAI 으로서

메콩유역 4개 국 을 가진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22)메콩 원회

에 참여하는 4개국은 함께 정기 으로 기후변화 응과 련된 회의를

하고 기술보고서와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이와는 별도로 라오스에서

메콩강과 련된 업무를 장하는 정부 부처인 국가메콩 원회(theLao

NationalMekongCommittee,LNMC)를 통해서 라오스 정부에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과학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메콩국가 간

기후변화 응정책에 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orldbank는 라오스의 경제 기반이 되는 천연자원(산림,농토,수

자원, 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해 공공 인 라,서비스,보건,교육에

한 투자로 환될 수 있도록 력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2010

년 ADB와 함께 NSCC 수립에 재정 지원을 하 다. 한 기획투자부,

재정부,천연환경자원부 내 기상국과 업하여 재난감소와 회복을 한

세계기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GFDRR)의 ‘자연재해에 한 회복탄력성 구축사업(Building Resilience

toNaturalHazardsProject)’에 기술 으로 지원하 다.이를 통해 기상

정보에 한 라오스 내 법 인 틀을 강화하고,재난 발생 이후 복구계획

강화,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를 한 재정능력 강화에 기술 지원을 제

공함으로써 재난 험 리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 다.Worldbank는 독일

22)MRCCCAI의 구성은 라오스인 3명,태국인 4명,베트남 2명,캄보디아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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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함께 RTM 하부조직인 환경·기후변화분과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Worldbank비엔티엔 사무소 내에는 재 기후변

화 담부처가 부재하며,기후변화 문 인력은 계약직 컨설턴트가 1명

상주하고 있을 따름이다.

양자간 력기구는 라오스에 개발 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 으로

서 다양한 목 으로 라오스 정부와 력하고 있다.양자간 력기구는 각

국의 외교부에 소속되어 자국의 원조정책에 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수원국을 상으로 해당국가의 개발 략을 수립하고 있다. 재 라오스

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 력기구들 기후변화를 분야로 선택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일부 기구들의 경우 농

업,산림,환경평가 부문에서 개발 력 사업을 추진하며 그 속에 기후변

화 주류화를 시도하고 있지만,기후변화 자체 사업 는 지 기후정보

를 분석하는 문 인력은 지 사무소에 없는 상태다.한편,환경부문에

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스웨덴국제개발 력청(Swedish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이나 호주국제개발청(The

AustralianAgencyforInternationalDevelopment,AusAID)의 경우 해

당국가의 선거에서 보수당이 집권하여 개발원조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 라오스에 한 개발 력 지원을 단하거나 철수하고,기후변

화와 같은 환경 부문을 경제개발 부문으로 환하여 더 지원하게 되었

다.RTM처럼 정책형성과정에서 부문별 토의를 통한 력은 찾아볼 수

있지만,각기 다른 재원,다른 국가,다른 목 으로 인해 양자간 력기구

사이에는 별다른 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시민단체의 경우 생물다양성,젠더,농업부문 등에서 라오스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구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표 으로 국제자연보 연

맹(InternationalUnion for Conservation ofNature,IUCN)의 경우

CARE international과 Cirad와 같은 국제시민단체와 력해 재 ‘라오

스 세계기후변화동맹 로그램(Lao PDR Global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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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Programme)’을 수행하고 있다.이 로그램은 라오스 국가,지

방,정책수 에 기후변화와 련된 제도 역량을 강화하기 한 사업이

다. 한,IUCN은 세계자연기 (WorldWildlifeFund,WWF)와 함께 천

연자원환경부가 ‘라오스의 생태계 기반 응 실천(Ecosystem-Based

AdaptationPracticesinLaoPDR)’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사업을 지원

하 다.이처럼 국제시민단체는 다른 국제시민단체나 라오스의 시민단체

와 력하여 기존에 활동하던 분야의 기후변화 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이들은 활동 재원을 단체가 속한 국가 혹은 다자간 력기

구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3)시민사회

라오스 국내 시민단체는 NAPA 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

로 지방에서 지역주민을 상으로 기후변화 응 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 시민사회는 정부나 양자간 력기구,다자간 력기구 보다는

국제시민 단체,국제 연구소와 력하여 기후변화 응 련 역량을 증

진하고 있다.DC-01은 라오스 시민단체 유일하게 기후변화 응

련 활동에 참여하는 기 으로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을 증진시키고 농업과 산림부

문에서의 기후변화 응사업 참여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

(Upscaling)시키고자 지속 으로 활동 이다.이런 국내 시민사회를 구

성하고 있는 핵심인력들은 과거 국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

며, 재 NPA를 넘어 CSO로 시민사회의 범 를 넓 더 다양한 행

자가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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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기 참여동기
주요

활동부문
참여방식

정부

범부처

기구
NSCCC

주요 정책

보고서 작성
응 심

운 원회

기술실무단

천연자원환경부
국가 력창구

환경담당부처

환경·재난

·천연자원

정보 제공,

의견 조율,

로젝트 참여

농림부 농업생산성 농업
정보 제공

로젝트 참여

보건부 공공보건 공공보건 정보제공

기획투자부
국가개발

우선순 지정
개발계획

RTM 제공

NSEDP반

에 지 산부 수력발
에 지

물
참여 없음

공공사업·교통부 도시재난 리 도시환경 참여 없음

상공부 산업 응 상공업 참여 없음

교육부 교육 반 교육 참여 없음

국제

지구환경 융

(GEF)
환경문제 환경 재정 지원

유엔개발계획

(UNDP)
빈곤퇴치 개발

재정·기술·정보·

인력 제공

포럼 제공

로젝트 참여

아시아개발은행

(ADB)
개발 개발

재정·기술·정보·

인력 제공

메콩 원회

(MRC)

메콩유역자원

리와 개발
메콩수자원

기술·정보·정책

제공

월드뱅크(WB) 개발 개발
재정·정보·정책

제공

양자간

력기구*
국제 력 개발

재정·기술 제공

로젝트 참여

<표 9>천연자원환경부 기후변화 응정책 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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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자연보 생물다양성 기술·정책 제공

CARE

International
젠더문제 젠더 기술·정책 제공

SNV
기후 응

농업

농업,보건,

재생에 지

기술·정책 제공

로젝트 참여

WWF 생물다양성
동물보호

생물다양성
기술·정책 제공

시민 DC-01
농업·산림

지역 피해
농업,산림 기술 제공

*주 :‘참여 없음’은 재 참여는 없지만 기후변화 응정책 국가계획에

응과 유 한 부처로 식별되어 삽입

3)상호작용

정책행 자들이 다른 기 이나 조직들과 력하는 이유는 서로가

가진 자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력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

보면,정부행 자들의 경우 기후변화 정책 이행을 해 필요한 재원,기

후변화 지식,경험,역량을 확보하기 해 국제행 자들과 주로 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국제행 자들의 경우 국제개발 력의 목표인 빈곤퇴치,

생물다양성 보존,지속가능한 발 ,경제성장과 같이 각 기 이 활동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사회의 경우

정부행 자와 마찬가지로 재원,기후변화 지식,경험,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정책행 자들과의 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응 련 정책 행 자를 상으로 재 기후변화 응정

책을 형성하는 데 가장 향력이 있는 기 이 구인가에 한 질문을

한 결과 농림부(15명)와 천연자원환경부(13명)가 정부 행 자의 향력

이 가장 크다고 답하 다.농림부를 가장 향력 있는 기 으로 답한 이

유로 라오스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 이 크고,이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잠재력이 가장 크기 때문으로 답했다. 한 기후변화 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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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국제 행 자들이 라오스 내에서 농업 련 로젝트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특히 농림부 내

연구소인 NAFRI가 기후변화와 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 할 뿐만 아니

라 련 정책 조언을 제공하고,기후변화 응 련 사업을 재 진행

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DG-04,DG-05,DG-06,DG-07,DG-08,

IM-01,IM-04,IB-01심층면 결과).반면,천연자원환경부의 향력을

가장 요하다고 답한 행 자들은 재난 리·기후변화국이 기후변화와 재

난 리 련 업무를 담하고 있으며,특히 재 기후변화 련 로젝

트를 승인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답했다. 한 기

후변화 응 련 국가 행동에 있어 부처 간 역할 조율을 담당하며,

기후변화 정책, 련 보고서,법 제정, 련부처 교육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DG-01,DG-02,DG-04,DG-05,DR-01,IM-01,

IM-03,CI-02심층면 결과).라오스인민 명당(6명)의 향력을 강조

한 행 자들은 라오스의 정치 맥락에서 인민 명당의 향력이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큰 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IM-03,

IM-04,IB-01,IB-02,IB-03심층면 결과).기후변화운 원회(2명)의

경우 정치 향력이 큰 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원으로 각 정

부기 의 장 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하 으며, 한 기후변

화 정책 수립 시 각 부문의 기술실무단에 다양한 정책 행 자들이 참여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DG-07,IR-02심층면 결과).이 외에

도 기획투자부,재정부,UNDP등이 요하다고 답한 기 들도 있었다.

기획투자부는 라오스 NSEDP에서 우선순 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기후변

화의 경 을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으로 답했으

며,재정부는 산을 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

(IM-02심층면 결과).UNDP의 경우 기후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

에 한 포럼과 토론의 장을 정기 으로 여는 주체이므로 요하다고 답

하 으나, 재 정책 형성과정에서 향력은 최종 인 결정권을 가진 정

부 행 자들의 향력이 더 큰 것 같다는 진술하 다(DG-08,IB-0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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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면 결과).

천연자원환경부기에 기후변화 응과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

는 주요 행 자는 정부로 나타났다.천연자원환경부(13명)와 농림부(13

명)가 동시에 가장 요한 기 으로 나타났으며,이외 국제부문인 메콩

원회(7명)와 UNDP(5명)가 그 뒤를 이었다.천연자원환경부의 재난

리·기후변화국은 정부 행 자들을 비롯하여 국제 행 자와 지속 으로

기후변화와 련된 반 인 사업과 활동에 한 회의를 가짐으로써 정

보를 수집하고,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

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기후변화행동 략 2013-2020,제2차 기후변화국

가보고서를 완성한 후에는 유 정부부처를 불러 이와 련된 워크 과

세미나를 여는 등 정부부처 내에서 기후변화 응에 한 정보의 심

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DG-09심층면 결과).그 외에도 천연자원환경

부 하부에 기상국이 치하여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

났다.반면,농림부를 많이 지목하는 이유로는 재 기후변화 응 부문

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기 이 농림부 소속이며,이와 련된

로젝트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와 련이 있는 농업,산림,토양,지하수

등과 연 된 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특히,농업과

산림에 한 기후변화 정보 정책에 해서 농림부 내 연구기 인

NAFRI가 정보의 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G-04,

DG-05,DG-06,DG-07심층면 결과).정부 행 자를 제외하고 UNDP

가 기후변화 응에 한 포럼과 회의를 자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메콩 원회의 경우 정치 인 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 기

후변화 응 이니셔티 를 통해 홍수,가뭄,기후변화에 한 취약성 평

가와 정책 조언 등을 메콩 4개국 유역의 언어와 어로 각각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어,다양한 정책 행 자들이 정보를 객 이라 평가하고,자

주 참고하고 있다고 답하 다.양자간 력기구의 경우 라오스 내 보다

는 자국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청하여 기후변화 응과 련된 워

크 이나 포럼을 제공하는 형태와 개발 력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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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후변화 응과 련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아직까지 국내 시민단체가 다른 행 자들을 상으로 기후변화

응과 련된 포럼을 제공한 은 없다.시민단체의 경우 재 라오스

내 정부 행 자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않으며,RTM과 같은 공

개 인 기후변화 논의의 장에도 를 받은 이 없다고 밝혔다. 재

시민단체의 경우 기후변화 련 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국제 행 자

로부터 기후변화 응과 련된 정보를 얻고 있으며,나머지 기 자료는

로젝트가 진행 인 지방에서 직 수집한다고 답했다(DC-01심층면

결과).

<표10>가장 향력 있는 행 자와 가장 유용한 정보 제공 행 자

부처
가장 향력 있는

행 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 자

농림부 15 13

천연자원환경부 13 13

라오스인민 명당 6 0

기후변화운 원회 2 0

재정부 1 0

UNDP 1 5

메콩 원회 0 7

주:*가장 향력 있는 기 으로 두 개 이상의 행 자를 답한 경우가 있음.

**농림부와 천연자원환경부는 구체 인 부서를 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처로 묶음

정부 행 자는 기본 으로 부분의 행 자와 상호 력 이었으며,

상 방으로부터 재원과 경험,기술,인력,정보에 심을 보 다.무엇보

다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목 으로 가장 큰 것이 재원마련과 역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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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꼽았다(DG-01,DG-02,DG-03,DG-04심층면 결과).주로 천연

자원환경부 혹은 농림부 내에서 정례회의를 통해서 부처 간 정보의 공유

가 이루어졌고,천연자원환경부의 경우 기후변화 련 정책을 수립하기

하여 정부의 다른 기 을 상으로 워크 이나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

었다.

다자간 력기구의 경우 각종 개발원조 사업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

고 있으며,라오스 정부가 주요 기후변화 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특히,주요 정책을 형성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정책 조언을 해 컨설턴트로 참여한다고 답하 다

(IM-02심층면 결과).하지만 다자간 력기구는 양자간 력기구와

력하는 경우가 으며, 한 라오스 국내 시민단체와 력하는 계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라오스 시민단체 격인 NPA 정식으로 승

인된 NPA의 수가 50개 이하인데,정부로부터 정식 승인받지 않은 시민

단체에는 다자간 력기구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타났다(DC-01

심층면 결과).양자간 력기구의 경우 다양한 부문에서 각종 개발 력

사업에 기후변화를 주류화시키는 방식으로 근하는 방식과 지 공무원

들을 자국에 청해 기후변화 응 련 워크 과 세미나를 제공하여 지

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력하고 있었다.하지

만 공여국의 라오스 국별 력 략이 변하면 기후변화 응과 련된

력이 언제든 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실제 스웨덴,호주 등

의 국가가 자국 내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며 외정책 노선이 바

며,환경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부문에 한 지원이 단된 경우가 있었

다(IM-03,CI-01심층면 결과).양자간 력기구는 다른 행 자 보다는

정부 행 자와 력하고 있었으며,지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국내 시

민단체와 력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기후변화 응과 련된 사례는 부

재하 다.국제연구소의 경우 해당 부문 유 기 과 주로 력하고 있었

으며,일부 연구소의 경우 농림부나 천연자원환경부 내에 사무실을 설치

하여 력하고 있었다.연구 결과를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정책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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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력에 활용하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그 수가 으로

었으며, 부분이 라오스 자체보다는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응에 한

심을 보이고 있었다.국제 시민사회의 경우 정책 조언부터 지역단

의 로젝트 시행까지 다양한 수 에서 력하고 있었으며,주요 력

상자는 정부 유 부처,다자간 력기구,국제 시민단체,국내 시민단체

로 나타났다.국제 시민사회는 INGO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

고 있었다.국내 시민단체와의 력도 꽤하고 있었지만,기후변화 응을

심으로 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내 시민단체의 경우는 지역 단 의 기후변화 응 사업에 참여하

기 해 일부 정부 행 자와 국제 시민단체와 력하고 있었다.이들은

주로 라오스 주변국 시민단체들의 청으로 상 국 응 사업 장을 탐

방하는 장학습,혹은 다른 행 자들이 발간한 자료를 심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최근에는 지방에서 기후변화 응 련 사업을 진행하

며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과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답했다(DC-01심층면

결과).

천연자원환경부기에는 더 다양한 정책 행 자가 응 정책네트워크

에 참여하고 있으며,의사소통 통로 역시 다양화되었다.상호소통의 통로

는 공식 인 회의와 비공식 인 회의 형태로 나뉘었다.공식 인 통로는

주로 RTM,RTM 하 부문 실무단,워크 ,세미나,포럼, 로젝트 회

의 등이었으며,비공식 회의는 사안에 따라 행 자 간에 상호 의 하

에 비정기 으로 개최되는 일시 회의 다.

요약하면 정부 행 자들의 경우 기후변화 정책 이행을 해 필요한

재원,기후변화 련 지식,경험,역량을 확보하기 해 국제 행 자들과

주로 력하고 있었으며,국제 행 자들의 경우 국제개발 력의 목표인

빈곤퇴치,생물다양성 보존,지속가능한 발 ,경제성장과 같이 각 기

이 활동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부 행 자,국제 행 자와 력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시민사회의 경우 정부 행 자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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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재원,기후변화 지식,경험,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정책 행 자들과

의 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행 자들과의 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 다. 한,정부행 자와

다자간 력기구의 경우 로젝트 이후 축 한 정보를 기후변화 정책 보

고서,취약성 평가 보고서,국가보고서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

다.

4)네트워크 구조

천연자원환경부기의 응정책 네트워크는 앞선 두 시기보다 다양한

정책 행 자가 참여하고 있으며,더 다양한 목 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네트워크의 개방성은 수자원

환경청기 보다 넓어져 더 다양한 행 자들이 참여하기 쉬운 네트워크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나 참여할 수 있는 RTM 내부

에 기후변화 응과 련된 논의의 장이 열리면서,상호작용의 통로가

확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행 자 간 응집성 역시 더 집해졌다고 해석 가능하다.기후

변화 정책을 담하는 독립된 부서인 재난 리·기후변화국이 조직되어

기후변화 련 업무만을 처리하는 행정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었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유 부처들과 국제

행 자들을 직 만나고 다니며 각각의 역할을 조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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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정책네트워크 특성 종합비교

1.정책환경 변화와 정책네트워크

외 요인으로서 내외 정책환경은 참여자의 수,상호작용의 특성,

정책네트워크 구조에까지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향을 미친 내외 환경을 살펴

보면,2001년부터 시작되는 개도국에 한 응 기 설립,개도국의

응 요성이 논의,개도국 기후변화 응 문제의 독립된 의제화,기후변

화 응에 한 계획 채택 확정 등을 들 수 있다.과학기술환경청기

에는 주로 국제 기후변화 응의 논의가 라오스 국내환경에 향을 미치

고 이를 통해서 라오스가 기후변화 향, 응,취약성에 한 평가인

NAPA 수립을 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응정책을 한

비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 기간 동안 정책환경은 기후변화 응 재원

마련을 한 비기 으며, 응 정책네트워크의 형성을 자극하는 요인

이 되었다.

수자원환경청기에 있어서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에 향을 미

친 역동 인 외 변수는 개도국의 응지원에 한 논의의 진척,

NAPA 수립,NSCCC조직,기후변화실 조직,태풍 켓사나의 피해 등을

들 수 있다.이 기간 동안 정책환경은 기후변화 응의 심각성을 인식하

게 하고,재난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동일선 상에서 인식하게 변화시켰

으며,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의 확 와 참여 행 자의 다양성을

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천연자원환경부기에 정책네트워크에 향을 외 요인은 7차 사

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가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통합되어 반 된 ,

독립된 기후변화 담 부서인 재난 리·기후변화국의 설립,RTM 하부

에 기후변화와 재난 리에 해서 독립 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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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과학기술환경청

주도기

수자원환경청

주도기

천연자원환경부

주도기

내외

정책환경

� 개도국

응지원 논의

� 라오스 NAPA

수립 비

� 개도국 응지원

논의

� NAPA수립

� NSCCC조직

� 기후변화실 조직

� NSCC수립

� 태풍 켓사나

� 7차 사회경제개

발계획에 반

� 재난 리·기후변

화국 설립

� RTM 기후변화

분과

되었다는 등을 들 수 있다.이 기간 동안 정책환경은 라오스 기후변

화 응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 자의 다양성과 수를 증가시켰으

며,네트워크의 개방성과 내부 응집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표11-1>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정책환경 변화 비교

2.정책행 자

과학기술환경청기에 있어서 주요 정책행 자는 라오스가 기후변화

응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재원 등을 지원하는 다자간

력기구 다.그 에서도 UNDP가 GEF의 지원을 받아 실제 인 이행기

구로서 주도 인 역할을 하 다.

수자원환경청기에 있어서는 정부부처와 다자간 력기구 외에 양자간

력기구,국제 연구소,국제 시민단체,국내 시민단체가 새로운 주요 정

책행 자로 등장하 으며,이 다자간 력기구와 정부부처가 주요 정

책행 자 다.라오스 정부부처는 기후변화 정책과 련된 범부처 국

가기후변화운 원회를 조직하는 등 내부 인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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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과학기술환경청

주도기

수자원환경청

주도기

천연자원환경부

주도기

정

책

행

자

수와

유형

� 정부부처

� 다자간

력기구

� 정부부처

� 다자간 력기구

� 양자간 력기구

� 국제시민단체

� 국제연구단체

� 라오스 시민단체

� 정부부처

� 다자간 력기구

� 양자간 력기구

� 국제시민단체

� 국제연구단체

� 라오스시민단체

향력

있는

조직

� 다자간

력기구

� 다자간 력기구

� 정부부처

� 정부부처

� 다자간 력기구

*주: 향력 있는 조직에서 행 자 순서가 향력 표시

의 역할을 하 으나,재원과 역량,지식,정보가 모두 부족하여 여 히

다자간 력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천연자원환경부기에는 더 다양하고 많은 정책행 자들이 등장한다.

기존에 기후변화 응에 심을 보이지 않던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던

국제 행 자들이 이 시기에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시

작하 으며,정부기 천연자원환경부 내 재난 리·기후변화국과 농

림부가 주도 행 자로 향력을 행사하 다.이는 수자원환경청기에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조직이 형성되고 다양한 부처가 국제 행 자의 도

움으로 정보 생산과정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인 자원과 경

험,기 인 역량이 형성되어 라오스 정부의 향력이 강화되는데 향

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2>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정책행 자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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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호작용

NAPA가 수립되고 나서 NAPA 수립에 참여했던 다양한 행 자들이

기후변화 응문제에 한 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정책행 자들 간

의 상호작용은 활발해지고,이후 라오스 NSEDP에 기후변화가 반 되고

RTM 메커니즘 속에서 지속 으로 기후변화와 재난 리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상호작용은 차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과학기술환경청기에는 정부 행 자와 다자간 력기구 간 상호작용

은 력 이지만 일방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주로 다자간 력기

구가 당시 역량이 부족하던 정부부처에 재원,기술,지식,인력 등의 자

원을 제공하 으며,라오스 정부부처의 경우 평가와 비에 필요한 자료,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 다.두 행 자 그룹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워크 이나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수자원환경청기에 있어서는 NAPA 수립에 다양한 행 자들이 참여

하기 시작하면서 행 자 간 상호작용이 차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책행 자들은 RTM,회의,워크샵,비공식회의 등의 통로를 통해 상호

작용을 했다.이 시기는 라오스 정부가 일방향 으로 지원을 받던 과하

기술환경청기와는 달리 라오스 정부가 기후변화실을 조직하고 NSCCC를

조직하는 등 다른 행 자들과의 방향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시기 다. 한 RTM 내부에서 기후변화 응문제가

논제화되며 정책 행 자들이 기후변화 응에 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

작한 시기 다.

천연자원환경부기에는 정책행 자들 간에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상호작용의 공식,비공식 통로도 더 다양화되었다.라

오스 제7차 NSEDP에 기후변화 정책이 반 되고,RTM 하부에 기후변

화와 련된 하 부문 실무단이 조직됨에 따라,기후변화 응 문제에

한 논의가 다양한 행 자들 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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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과학기술환경청

주도기

수자원환경청

주도기

천연자원환경부

주도기

상

호

작

용

성격 � 력 � 력 � 력

정보

제공자

� 다자간

력기구

� 다자간 력기구

� 국제연구단체

� 정부부처

� 정부부처

� 국제연구단체

� 다자간 력기구

통로

� 워크 ,

세미나,

비공식회의

� 워크 ,세미나,

보고서,RTM,

비공식회의

� 워크 ,세미나,

보고서,RTM,

SSWG,

비공식회의

방향 � 일방 � 일방 -> 방 � 방

*주: 향력 있는 조직에서 행 자 순서가 향력 표시

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담하는 독립된 부처가 설립됨으로써 주도 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성격이 방향 으

로 보다 자리 잡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부 행 자가 기

후변화 련 라오스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행 자로 역할이 강화되

었다.

<표 11-3>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변화 비교

4.네트워크 구조

과학기술환경청기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정부부처와 다자간 력기구

외에 다른 정책 행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폐쇄

인 형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정부부처 내부 으로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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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후변화 응정책에 해 응집성이 부

족하 던 것으로 해석된다.정책행 자들 간의 계유형을 보면 정부 행

자와 다자간 력기구 사이에는 서로 력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있었으

며,그 계가 수평 계 다.

수자원환경청기는 비교 개방 인 정책네트워크 다.정부는 다양

한 통로를 통해 다자간 력기구,양자간 력기구,국제 시민단체,국제

연구소 등으로부터 NAPA 수립에 필요한 재정 ,기술 지원을 받았으

며,다양한 정책 행 자가 NAPA에 수립된 기후변화 응 련 로젝

트 수행하 다.네트워크 내 으로도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조직인 기후

변화실과 NSCCC가 조직됨으로써 정부 행 자 간 내부 응집성이 조

상승하 으며,다른 정책 행 자들과 정부 행 자 간의 력 계의 응집

성 한 높아졌었다.

천연자원환경부기의 정책네트워크에 향력 있는 행 자인 재난

리·기후변화국은 다양한 행 자와 지속 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RTM 하부의 하 부문 실무단이 조직되면서 정기 으로 기후변화 련

행 자들 간 토론의 장이 형성되었다.따라서 보다 다양한 행 자가 비

교 쉽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성이 증가하 다.정

부 내부에서 재난 리·기후변화국이 기후변화 업무를 담하고 행 자간

의견조율과 기후변화 응정책을 종합하는 역할을 맡아 네트워크 내부

으로도 보다 응집성이 높아졌다.구조 특성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비정

부부문 행 자간 비권력 상호작용과 정보흐름이 원활하여 수평 계

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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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과학기술환경청

주도기

수자원환경청

주도기

천연자원환경부

주도기

네트
워크
구조

구조

특성

� 정부부문과

다자간

력기구

수평 계

�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수평 계

�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수평 계

계

유형
� 수평 � 수평 � 수평

개방

성

� 응집성 부족

� 폐쇄

� 응집성 약함

� 비교 개방

� 응집성 증가

� 개방

시기
과학기술환경청

주도기

수자원환경청

주도기

천연자원환경부

주도기

내외

정책환경

� 개도국

응지원 논의

� 라오스

NAPA수립

비

� 개도국 응지원

논의

� NAPA수립

� NSCCC조직

� 기후변화실 조직

� 태풍 켓사나

� 7차 사회경제개

발계획에 반

� 재난 리·기후변

화국 설립

� RTM 기후변화

분과

정

책
수와 � 정부부처 � 정부부처 � 정부부처

<표 11-4>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 비교

5.정책네트워크의 특성변화 종합비교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 로 라오스 기후변화 응정책 네트워크

의 형성 기부터 재까지의 정책네트워크의 특성변화를 시기별·분석요

소별로 종합정리하면 다음 <표 11-5>와 같다.

<표 11-5>분석시기별 정책네트워크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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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

유형
� 다자간

력기구

� 다자간 력기구

� 양자간 력기구

� 국제시민단체

� 국제연구단체

� 라오스 시민단체

� 다자간 력기구

� 양자간 력기구

� 국제시민단체

� 국제연구단체

� 라오스시민단체

향

력

조직

� 다자간

력기구

� 다자간 력기구

� 정부부처

� 정부부처

� 다자간 력기구

상

호

작

용

성격 � 력 � 력 � 력

정보

제공

자

� 다자간

력기구

� 다자간 력기구

� 국제연구단체

� 정부부처

� 정부부처

� 국제연구단체

� 다자간 력기구

통로

� 워크 ,

세미나,

비공식회의

� 워크 ,세미나,

보고서,RTM,

비공식회의

� 워크 ,세미나,

보고서,RTM,

비공식회의

방향 � 일방 � 일방 -> 방 � 방

네
트
워
크
구
조

구조

특성

� 정부부문과

다자간

력기구

수평 계

�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수평 계

�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수평 계

계

유형
� 수평 � 수평 � 수평

개방

성

� 응집성 부족

� 폐쇄

� 응집성 약함

� 비교 개방

� 응집성 증가

� 개방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종합 으로 비교해

보면 최종 으로 과학기술환경청기는 기후변화 응정책을 형성하기

해 국제기구의 재원을 신청하고 국제기구의 원조를 통해 향,취약성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응정책 비기,수자원환경청기는 NAPA 수립 이

후 다양한 정책 행 자의 참여로 인해 기후변화 응정책이 실제로 형성

되기 시작하는 응정책 형성기,천연자원환경부기는 응정책이 다양한

부문의 행 자들의 토론 속에서 개발정책과 사업 속으로 통합되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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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8>정책네트워크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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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결론

1.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국제원조를 통해 기후변화 응정책을 형성하는 라오스의

사례를 분석하여 응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정책 행 자들의 입장과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방식,정책 행 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심으로 라

오스 기후변화 응 정책네트워크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의 흐름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라오스에서는 NAPA를 수립하고 유엔 기후변화 약에 제출하는 시

을 후로 라오스 정부가 기후변화 응에 한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

형성 역량을 구축해 가는 가운데 역동 인 내・외 요인 역시 정책네트

워크의 변화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과학기술환경청기에는

기후변화 응정책 응에 한 심이 었고,참여한 정책 행 자

로는 정부 유 기 다자간 력기구가 있었을 뿐,양자간 력기구와

시민사회의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수자원환경청기에는 최 의 기후

변화 응 보고서인 NAPA가 수립되었고,기후변화실,국가기후변화운

원회가 조직되어 기후변화 응정책을 형성해가기 한 행정 조직이

정비되었다. 한 수자원환경청기에는 과학기술환경청에 참여한 정책 행

자에 더해 양자간 력기구가 기후변화 응에 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하 으며 국제 시민사회와 국내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시작되었다.

천연자원환경부기는 재난 리・기후변화국이 설립되어 기후변화 응에

해서 주도 으로 정부기 들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 다. 한,

라오스 내 개발 력 논의장인 RTM 내부에 환경・기후변화 부문과 수자

원·재난 리 하 부문이 실무단이 조직되었다.이 시기에는 기후변화

응에 한 구체 인 심과 논의에 참여하는 정책 행 자가 증가하 다.

세 시기를 겪으면서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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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행 자의 수가 증가하고,그 종류도 다양해져가고 있었다.가장

향력 있는 정책 행 자는 과학기술환경청기에는 다자간 력기구가 라

오스 정부에 비해 정책 형성과정에 더 향력을 행사했던 반면 이후 수

자원환경청기와 천연자원환경부기에 이르면서 차 정부 행 자들의 역

량이 형성되고 이들의 향력이 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재 천연자원환경부기에는 라오스 산업의 큰 비 을 차지하는 농업부문

의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농림부와 기후변화 부문을 장하는 천연

자원환경부의 향력이 두드러졌다.이는 농업부문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며,이와 련된 로젝트에 국제 행 자들이 농업부문에 더욱 많

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반면,천연자원환경부의 경우는 기후변

화 련 재난 업무를 주 하고 다양한 정책 행 자간 정책 조율을 주

도하는 재난 리·기후변화국이 설립되었으며,이후 다양한 응 정책과

기후변화법 제정 등의 움직임이 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행 자들에게 기후변화 자료를 가장 많이 제공

하고 있는 행 자에 한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후

변화 응 련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는 통로는 차 다양해지고 있었으

며,주로 워크 ,세미나,보고서 발간,RTM 련 회의를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안에 따라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기후변화 응에 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호작용의 성격은 세

시기 모두 력 인 모습을 보 으며,과학기술환경기에는 정부 행 자

가 일방향 으로 다자간 력기구로부터 재정 ,기술 지원을 받았던

성격에서 수자원환경청기를 거쳐 천연자원환경부기에 이르러 정부 행

자와 다양한 정책 행 자가 방향으로 자원을 교환하는 형태로 네트워

크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과학기술환경청기에는 참여자 수가 제한 이고

종류도 은 폐쇄 인 구조 지만 의도 인 배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참여하는 행 자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평 인 계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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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수자원환경청기에는 기후변화운 원회의 기술실무단 활동을 비

롯하여 RTM 메커니즘을 통해 비교 개방 인 구조로 네트워크가 변화

하며 더 다양한 행 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다양한 행 자 간 계에

서의 의사결정과정 역시 수평 인 성격을 나타냈다.천연자원환경부기

역시 행 자간의 의사결정과정은 수평 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RTM

천연자원·환경 부문의 하 그룹인 환경·기후변화 분과와 수자원·재난

리 분과가 조직되면서 구나 기후변화 응정책에 해서 논의할 수 있

는 토론의 장이 열려 앞선 두 시기보다 개방 인 네트워크 구조로 바

었음을 알 수 있었다.

2.연구의 의의와 정책 함의

이 연구는 기존 기후변화 정책네트워크 연구들이 선진국을 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우리나라 내부의 행 자간 계를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재 개발원조의 상인 최빈국들 라오스를 상으로 하 다는 에

서 차별성이 있다.문헌조사를 통해 주요 행 자를 밝 내고, 지조사를

수행하여 재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행 자들을

상으로 심층면 을 통해 참여 동기와 방법, 력 상,행 의 유형 등

을 확인하여 각 행 자들의 입장과 계망을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라오스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 응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으로 응해야 하는 문제다.그러나 개

발도상국은 기후변화처럼 장기 인 으로 근해야 하는 사안에 투입

할 재원이나 인력,기술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이 연구는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 사례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를

담하는 정부의 행정 조직을 구성하는 일과 개발도상국 내에서 기후변

화 응 문제에 해 다양한 행 자가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는 일이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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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을 보여 다.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이 가지기 힘든 장기 인 에서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기후변화 응을 한 사업단 의 개발

원조보다는 개발도상국 정부 조직 내에 기후변화에 한 담 행정부처

의 설립을 지원하여 련 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라오스는 NAPA 수립을 후로 형성한 NSCCC를

통해서 기후변화 응 활동에 직 정부가 참여하기 시작하 으며,당시

에 처음으로 활동했던 기후변화실의 인력들이 재 천연자원환경부기의

재난 리·기후변화국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이는 담부서를 통

해 기후변화 정책에 한 책임을 지는 조직이 형성되고,장기간 동안 국

제사회와 교류하고 지식을 습득한 핵심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다음

으로 기후변화 응 문제를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개발 계획의 방향에

맞춰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경제개발이 최우선 과제로 설

정되어 있는 개발도상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재난문제나 국가발 에

요한 문제로 통합하여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RTM과 같은 기후변화 응에 해 다양한 정

책 행 자가 정보,경험,고충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토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그리고 국제 행 자들

이 이 토론의 장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 행 자들이 이 토론의

장에 심을 가지고 기후변화 응 문제에 더 많은 심을 가질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하며,무엇보다 국제 행 자 자신들도 수원국의 상황을 보

다 잘 이해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3.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첫째,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을 둘러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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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환경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 산출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 으나,정책 환경과 정책네트워크의 몇 가지 특성만으로 기후변화

응정책이 형성되고 있다는 인과 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책네트워크에 한 연구가 정책행 자들 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분

석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은 있지만,인과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비 이 있는데,이 연구 역시 이러한 비 에서 완 히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과학기술환경청기와 수자원환경청기의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

해 심층면 자를 찾아 직 면 하는 일이 어려워 문헌의 해석과 비교

를 심 으로 분석하 고,내용과 의미를 심층면 과정에서 재확인하

는 정도에 그쳤다는 문제 이 있다.따라서 과학기술환경청기와 수자원

환경청기에 행 자 간 역할의 정도와 정확한 내용에 한 진술의 확보가

어려워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이 있다.

셋째,이 연구는 라오스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심을 두

어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로 정부의 기후변화 응정책 계획과 정책 이행

간의 간극에 한 문제 에 한 은 고려하지 않았다.하지만 이러한

문제 은 비단 라오스의 문제 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가 맞닥뜨리고 있

는 문제 상황이다.

넷째,이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치 하여 라오스 기후변화 정

책이 담고 있는 정책 콘텐츠의 내용이나 그 문제 을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응방안에 한 논의가 확 되고 있는 상황

에서 아직까지 기후원조에 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이러한

연구가 기후변화 유발 책임이 거의 없지만 기후재난의 험성이 높은 국

민들에게 미치는 향이 지 한만큼 향후 라오스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

도상국의 기후변화 응정책 형성과정에 한 연구를 통해 정책 행 자

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그들 간의 력을 비롯한 상호작용에 한

심층 인 분석이 진행되기를 기 한다. 한 기후변화 유발에 재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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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상황(CO2배출량 세계 7 )에서 기후

재난의 험성이 높은 최빈국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 으로 기후불의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이 연구가 최빈국인

라오스에 한 기후변화 응 원조사업에 조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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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ategory Question

1
Political

Environment

·Whatinternalandexternalchangesdid

affecttheintroductionoftheclimate

adaptationpolicyinLaoP.D.R?

2
·Whatmakestheintroductionofclimate

adaptationpolicydelayedinLaoP.D.R.?

4

Actors

·Whoisthemostinfluentialpolicyactor?

5
·From whichpolicyactordoyougetclimate

change-relatedinformation?

6

Interaction

·Whatdidtheinteractionsamongthepolicy

actorslooklike?

-Conflictive/Co-operational/Competitive?

7
·Hasthenatureofinteractionschanged?

Then,whatwerethereasons?

8

·Amongthepolicyactors,how dothey

interactwithothers?andwhatpathsdo

theyadoptforthecommunications?

9

Network

Structure

·Inthediscussionoftheclimateadaptation

policy,didprivate-sectoralparticipantstake

partinthepoliticalagendasetting?Ifso,

how muchdidtheyinvolveintheprocess?

10

·Weretheinter-institutionalconsultations

carriedoutinacomparableposition?Was

thereanydepartmentwhichhadbeenruled

outinthediscussion?

11 ETC

·Comparingtootherpolicyagenda,how

muchistheadaptationpolicyprioritizedto

yourorganization?andtoLaogov’t?

부록 2.심층면 질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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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hattypeofgovernancedoyouthinkthat

isdesirablefortheclimateadaptationpolicy

inLao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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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limate change is visibly proceeding,the efforts has been

intensifiedtoreduceitsimpactsanddamages.Withproceeding of

climate change,climate injustice happens in the LeastDeveloped

Countries(LDCs)in thatthosecountriesleastresponsibleforthe

adventofclimatechangearemostvulnerabletoandleastresilient

againstthedamageandlossresultingfrom climatechange.Inthis

regard,internationalsocietyhasexpandeditssupportsfortheLDCs

climatechangeadaptation through OfficialDevelopmentAssistance

(ODA)orGreen Climate Fund (GCF).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climateadaptationpolicy-makingprocessofLaoP.D.R.with

policy network theory.Whatweretheboth internaland external

climateadaptationpolicyenvironmentslike?Whoweretheinfluential

actorsduringtheadaptationpolicy-making process?Whatrelations

didthepolicyactorsmake?How didtheycommunicateeachother?

Whatpolicy actors did change in the networks? Whatexternal

factorsdidaffectthechangesofnetworkpattern?Withanswering

those questions by applying policy network theory,this study

attemptstosuggestpolicyimplicationsforclimateadaptationpolicy

in Lao P.D.R To achieve these objective,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reviewsandin-depthinterviewswith23policyactorsfrom

thegovernmentofficials,staffsfrom internationalorganizations,and

membersofcivilsocieties.

Forthisstudy,thePolicyNetworkAnalysishasbeenused.

Theresultsofthisanalysisshowsthatthepolicymakingprocesson

climateadaptationinLaoP.D.R isdividedintothreeperiods,which

areidentifiedasperiodofSTEA,periodofWREA,andperiodof

MoNRE.Basedontheanalysis,theactors,interactions,andnetwork

patternhavechangedoverthreeperiods.Therewereasmallnumber



ofpolicyactorsandinteractionsduringtheperiodofSTEA.This

period turns outto be the initialpointwhere internationaland

nationalclimatepolicyenvironmentstartedtogetinterestedinthe

adaptation.FortheperiodofWREA,thenumberofpolicyactorsand

interactionswasincreasing.Withvariouspolicyactorsparticipatingin

the process ofestablishing NAPA,policy network became more

complex.LaogovernmentfirstlyorganizedClimateChangeOfficeand

NationalSteeringCommitteeonClimateChangewhowerechargein

climatechangeissueinthisperiod.FortheperiodofMoNRE,more

policy actors and interaction channels were observed. Lao

governmentsestablishedtheDepartmentofDisasterManagementand

ClimateChangeandappointeditasakeyactortocoordinatethe

cooperation among the policy actors. In terms of interaction,

environmentandclimatechangeSSWGwasfoundedundertheRTM

process,which allows policy actors to discuss and share their

experience aboutclimate change regularly.In addition,from this

periodclimateadaptationpolicystartedtobeintegratedintoNSEDP.

From thisstudy,itisevidentthatthesupportfrom international

societywasimportantfortheestablishingclimateadaptationpolicyin

Lao P.D.R. Secondly, organizing the independent government

departmentwhotakechargeofclimatepolicywascriticaltoraise

capacitytotackleclimatechangeissue.Lastly,RTM process,aplace

for discussion and sharing knowledge among the policy actors

promotedtheinterestsandmotivations.

◆ Keywords:ClimateChange,ClimateAdaptation,PolicyNetworkin

LaoP.D.R.,PolicyActor

◆ StudentNumber:2013-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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