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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

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에 관하여 논의해 왔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제21차 당

사국총회에서는 드디어 신기후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보다 1

년 전인 2014년 페루 리마에서 있었던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기후

체제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

(INDC)’를 늦어도 2015년 10월 1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

출하기로 했었다.

우리나라는 INDC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기후변화대응T/F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준비하였고, 경제·시민단

체 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이후 정부는 2015년 6월 11일에 4개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을 발표하였고, 6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6월 30일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INDC를 제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설정해야 한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도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정책이 정당성

을 얻으려면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사회 여러 당사자들이 모두 온실

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있

어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단위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 정책에 있

어 한국과 유사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INDC 수립과정을

한국의 INDC 수립과정과 비교해 본다면 앞으로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거버넌스적 측면을 보완하고자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INDC 수립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

어졌는지를 뉴질랜드 사례와의 횡적(橫的)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2009년에 있었던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정과도 비

교함으로써 종적(縱的)인 측면에서도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활용하였으며, 심층면접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거버넌스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분석

틀은 참여, 법의 마련과 준수, 정보 공개의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 아래에 세부 평가 항목을 두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정부가 민관합동검토반을 7개월 동안 운영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축목표 안 공개 이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던 집단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의견 수렴 방식이 공청회

1회 정도에 그쳤던 점은 미흡한 부분이었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공청

회 및 집회를 15회 개최하고 의견서를 17,000개나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

로 ‘협의 응답의 요약’을 발간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으로 한국이 INDC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

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 발견되었다. 공청회

의 알림이 공청회 개최 일주일 전에서야 공지된 점, 법정 행정예고 기간

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의 측면을 비

교해 본다면 뉴질랜드의 경우 ‘논의 문서’뿐만 아니라 일반균형분석과 경

제 영향 모델링에 관한 자료를 따로 발간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경우 감

축목표 안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분석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만 공개

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

관합동검토반을 운영한 것은 바람직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다음번 유

사정책결정시에는 2009년 때처럼 공청회 및 토론회를 더 자주 다양한 지



역에서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일반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여론 수렴의 결과

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뉴질랜드처럼 따로 문서를 발간하여

보다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론화 단계에서 전

제조건 및 배출전망과 관련한 자료를 폭넓게 공개하고, 분석모형에 관해

서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함의를 통

해 기후변화 정책에서 거버넌스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면, 앞으

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정책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다.

◆ 주요어 : 기후변화,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INDC, 거

버넌스 분석, 뉴질랜드, 문헌조사, 심층면접

◆ 학 번 : 2014-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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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 시대 인류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

도 증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에너지 소비의 증가 등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따른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다른 많은 환

경문제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서의 원인물질 배출이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하여 논의해왔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유엔기후

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

회를 시작으로 매년 1회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고 있다(이정석 외, 2014;

윤순진, 2014).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있었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

정서가 채택되었으며,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 발효됨에 따라 교토의

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은 부속서 I 국가들(Annex Ⅰ

Countries)을 중심으로 이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

하기로 하였다.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

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마련을 위해 논의하였지만 합의에 실패하였고(정서용 2014; 윤순진,

2014), 이후 2010년 칸쿤 총회(COP16), 2011년 더반 총회(COP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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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카타르 총회(COP18), 2013년 바르샤바 총회(COP19)를 거치면서 교토

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설정하여 교토체제를 2020년까지 연

장하고, 2020년 이후에는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단일 기후체제인 신기후체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에 페루 리마에서 있었던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해 2015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

었던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 대비하여 2020년 이후의 ‘각국의 자

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을 제출 준비가 된 국가들은 2015년 3월 말까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COP21이 개최되기 훨씬 이전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실적으로 각

국 정부는 늦어도 10월 1일까지는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을 유엔기후변

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이 제출해야 하는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응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리마합의문을 통해 합의한

데 따르기 위해서 제출한 감축목표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할 때 의욕적이

고 공정한지, 협약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감축목표는 후퇴방지의 원칙에 따라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

서는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기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4월에 국무조

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대응T/F’를 구

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총괄하였다. 기후변화대응T/F에는 기

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논의에 참여

하였다. 2014년 5월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반장으로 하는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잠재량 분석 등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실무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 11월에는 경제 5단

체와 시민 5단체를 대상으로 ‘경제·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작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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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방식을 정하고,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

였다.

이후 정부는 2015년 6월 11일에 4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을 발표

하였는데, 4가지 안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감축한다는 내용

이었다. 정부는 하루 뒤인 2015년 6월 12일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

최하였고, 6월 30일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한국의 INDC를 제

출하였다. 한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내에서 25.7%, 해외에

서 11.3%를 감축하여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것으

로, 기존에 제시했던 4가지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개별 국가가 기후변화 완화에

있어 국제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므로 국제사회의

시각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온실가스는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배출

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

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산업계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 상당량

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

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사안에 있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

히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

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에

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3주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놓고 대립해왔다. 2009년에 있었던 2020년까지의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세 주체가 입장 차이를 보였

는데(윤순진, 2009), 2015년에 있었던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윤순진, 2015a).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기후변화라는 정책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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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정부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추

진하는 일종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남궁 근, 2009), 정책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정책 수립 이후에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어 정책 추진이 보

다 원활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에는 사회

여러 당사자들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가지고 이에 참여하여야 비

로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윤순진, 2009).

한편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Forum for a new World

Governance, FnWG)’에서는 2008년과 2011년에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

으로 거버넌스의 순위를 매겼는데 뉴질랜드가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8위와 6위를 차지하여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에 한국은 각각 40위와 34

위에 머무는 것으로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을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인데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 본

다면 한국이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보완하여야 하는지에 대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 단위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015년 현재 한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뿐이다(이해정, 2015).

유럽 배출권 거래제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무려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와는 다르며, 미국, 중국, 일본은

2015년 현재 지역 단위로만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산림 분야

를 대상으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였는데(김의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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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0년부터는 산업부분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해정, 2015). 국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7년이나

앞서서 기후변화 주요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를 국가 단위로 시행한 나라

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형성 과정을 살

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서 배출

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

고 조정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먼저 겪은 뉴질랜드

의 201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온실가

스 감축목표 설정과정과 비교해본다면 정책 형성 과정에서 뉴질랜드가

얻었을 교훈을 우리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5년에 있었던 한국의 신기후체제 관련 온

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주요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등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였

는지를 거버넌스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2009년에

있었던 한국의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종적(縱的)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거버넌

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에 있어 한국과 유사점이 있는 국가인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

립과정을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사례와 횡적(橫的)

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

자들의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낸다

면 앞으로 유사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나은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2020년 이후 INDC 수립과정을 중기(2020) 감축

목표 수립 사례와 종적으로 비교하고, 뉴질랜드의 사례와 횡적으로 비교

한다면 한국이 앞으로 보다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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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대응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

이 연구는 한국이 신기후체제와 관련하여 2015년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정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며, 비교 대상으로 2009년

에 있었던 한국의 중기(2020) 감축목표 설정과정과 뉴질랜드의 INDC 수

립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크게 두 차

례 진행되었다. 2009년에 있었던 중기(2020) 감축목표 설정 작업과 2015

년 상반기에 있었던 장기(2030) 감축목표 설정 작업이 그것이다. 원래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상에서 비부속서 Ⅰ 국가(Non-Annex Ⅰ

Countries)에 해당하여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

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유엔기후변

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비

부속서 Ⅰ국가들도 기후변화 목표를 채택하도록 결정되었기에, 한국도

2009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윤순진,

2009). 이를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라 한다. 한국의 중기 감

축목표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결정되었

다.

다음으로 2015년 말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UNFCCC COP21)에서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리마 선언(Lima Call for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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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96개의 당사국들은 COP21

의 준비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2015년 6월 30일에

INDC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국가 장기(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라 한다.

한국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

는 것이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도 2015년 7월 7일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뉴질랜드는 유엔기후변

화협약 상에서 부속서 Ⅰ 국가에 해당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특별의무를 부과 받았었다(윤순진, 2015b). 그 후 1997년 채택된 교토의

정서에서는 뉴질랜드가 1차 공약기간(2008-2012)까지 1990년도의 배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가 정해졌다.

이후 2009년 8월에 뉴질랜드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2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2012년 11월 9일에

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

다. 그 후 2013년 뉴질랜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2020년까지 1990

년 대비 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7월 뉴

질랜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1990년 대비 11%)를 감축한다는

INDC를 제출하였다.

이 연구의 범위는 한국에서 있었던 두 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을 포함하며,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사례인 INDC의 준

비과정만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전자를 통해서는 한국에서 국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후자를 통해서는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질적으

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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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2011) 국가 점수 순위(2008)

1 노르웨이 0.844 3

2 스웨덴 0.843 2

3 핀란드 0.832 4

4 아이슬란드 0.830 1

5 덴마크 0.826 5

6 뉴질랜드 0.825 8

7 네덜란드 0.813 7

8 스위스 0.807 12

9 호주 0.806 11

10 독일 0.801 10

34 한국 0.714 40

<표 1> 2011년 세계 거버넌스 순위(2008년 순위 포함)

2) 뉴질랜드 사례 선정 이유

이 연구에서는 뉴질랜드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

유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뉴질랜드가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

제를 시행하는 나라로서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이 뉴질랜드를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한 이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우선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에서 2008년과 2011년에 179개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의 순위를 매

긴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뉴질랜드가 거버넌스 순위에 있어 2011년 6위, 2008

년 8위를 차지하여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34위, 2008년 40위에 머무르고 있어 뉴질랜드에 비해 순

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왜 뉴질랜드보다 순위가 높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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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위까지의 국가들과 비교하지 않고 6위인 뉴질랜드와 비교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2011년 기준, 뉴질랜드보다 거버넌스 분야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된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로 모두 다섯 국가

이다. 이 중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회원국에 해당하는 관계로 개별 국가별로 따로 INDC를 제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EU의 회원국들은 28개국이 입장을 종합하여 단일한

EU의 INDC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1) 즉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에는 따로 자국의 INDC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는 일이 불

가능하다.

나머지 두 나라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각각 3월 27일

과 6월 30일에 INDC를 제출하였는데, INDC 상에서 거버넌스 관련 사항

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도 거의 찾을 수

없다. 반면 뉴질랜드가 제출한 INDC를 살펴보면 협의과정에 대해서 따

로 목차를 두어 설명하고 있으며, 협의와 관련하여 발간된 여러 문서들

이 뉴질랜드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

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거버넌스 평가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차

지한 국가들이 아닌 6위를 차지한 뉴질랜드를 비교 대상국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용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EU는 2015년 3월 6일에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INDC를 제출하였는데, 총 28개국이 공

동으로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28개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

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

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

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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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배출허용량을 정하는 일은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배출허용량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정

해지므로 감축목표의 설정과 배출권 거래제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

정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하여 각 분야 이해당사자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

정에 있어 보다 활발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양상

을 보인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주요한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제도 도입 과정에

서 기후변화 관련 거버넌스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셈이 된다. 이러한 점

들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 뉴질랜드는 2015년 현재, 배출권 거래제도를

국가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둘밖에 없는 국가라는 점에서 비교의 이점이

크다.

하지만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구조가 다르다는 점은 비교의 적절성

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며, 뉴질랜드

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국가이다.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국가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러

나 이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과정 참여 모습, 정부의 정보 공개 여

부, 공청회 및 여론 조사 여부를 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관심과 초점을 고려할 때 산업 구조의 차이가 크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

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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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참여관찰을 활용하고,

문헌조사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은 심층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는 거버넌스 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후, 그에 따라 분석틀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분석틀에 따라 한국과 뉴질

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정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문헌조사,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양 국가의 온실가

스 감축목표 수립과정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문헌에서 얻은 자료를 기록 및 분석하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헌으로는 공 ·사 기관의 기록, 일기·편지와 같

은 개인문서, 신문 기사, 연구 자료 등이 있다. 문헌연구는 조사대상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추세를 연구하기에 유

리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최명선 외, 2008). 그러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비밀인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며, 비언어적인 특성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최명선 외, 2008).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기록이 남아 있

지 않은 부분까지 알아낼 수 있었고 행위자들의 비언어적인 특성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의 I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한 논문 및 연구 보고서, 정부 공청회 자

료, 국회 토론회 자료, 산업계 및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등의 자료

집,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보도자료 및 성명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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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룬 신문기사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뉴질랜드 기후변화 목표: 논의 문서(New

Zealand’s Climate Change Target: Discussion Document)’, ‘뉴질랜드 기

후변화 목표: 협의 응답의 요약(New Zealand’s Climate Change Target:

Summary of consultation responses)’, ‘뉴질랜드 INDC: 내각 문서(New

Zealand’s intended contribution to the new global climate change

agreement: Cabinet paper for public release)’, 공공협의과정에서 일반

국민 및 단체의 의견이 담긴 제출문서(submission), ‘뉴질랜드의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대응에의 기여를 위한 옵션에 대한 일반균형분석(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Options for New Zealand’s post-2020

Climate Change Contribution)’과 ‘뉴질랜드의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대

응 기여의 경제 영향 모델링(Modelling the economic impact of New

Zealand’s post-2020 climate change contribution)’ 등을 보았다. 이외에

도 뉴질랜드의 INDC 수립과정에서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가 발간한 문

건도 같은 비중을 두고 살펴보았다.

2) 참여관찰

참여관찰이란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주변 상황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상호작용, 관찰 대상의 행동이나 사건 등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조성남 외, 2011). 참여관찰 방법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하므로

연구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 타당성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가 때때로 연구 대상 집단에 동조되어 중립적인 관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하여 관찰 내용의 일부를 녹취하여 반복적으로 청취하며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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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15) 주최(주관) 행사명

2월 12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Post-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

안

4월 3일 기후변화센터
신기후체제 협상 대비를 위한 자발적 기여

(INDCs)의 성공적 준비 전략

4월 21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COP21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파리로

가는 길,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4월 28일
국회의원 길정우

(전국경제인연합회)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과 국가 협상전략 토론회

5월 2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Post-2020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회: 파리협상

의 길목에서, 우리의 준비상황은?

6월 12일 관계부처 합동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공청회

6월 16일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출범식 및 집담회

6월 18일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 긴급 토론회: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이대로 좋은가?

<표 2> 연구자가 참여한 INDC 수립 관련 행사

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참여관찰 외에도 문헌조사와 심층면

접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INDC 수립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정부 주최의 공청회, 국회 주최의 토론회, 시민사회 및 산업계 주최

의 토론회, 심포지엄, 집담회 등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다음 <표 2>의

행사에 참여하여 현장의 상황이나 사건들을 관찰하였다.

<표 2>의 행사는 모두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의 시점부터 한국의 INDC 제출일인 2015년 6월 30일 이전의 시점에 개

최되었으며, 행사의 주최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으로 각각 다양했지

만 대부분 INDC 관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 등 각각의 입장을 듣고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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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층면접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 및

평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거나 문헌조사만을 통하여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은 해당 집단에

대해 이해하는 일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김병섭, 2008). 면접에는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과 비구조화 면접(unstructured interview)이 있는데, 구조화

면접은 면접자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질문을 모든 응답자에게 같은 순서

와 어조로 질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면접 결과를 수치화시키기가 용이

하고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융통성이 없고

깊은 내용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비구조화 면접의

경우에는 질문의 순서나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자가

재량껏 면접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 응답자로부터 민감한 정

보를 얻어 내기가 용이하며, 응답자와 우호관계를 형성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병섭,

2008).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구조화 면접 방식에 따라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

다.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은 구조화 면접과 비구

조화 면접의 중간 단계로 중요한 사항은 미리 틀에 따라서 진행하되 부

수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다(조성남 외, 2011). 즉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미리 질문 내용을 준비하여 주제와 내용을 다소 표준

화시켰으며, 면접의 진행 중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층면접은 크게 두 차례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면접은 정부가

INDC를 준비 중이었던 2015년 5월경에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면접은

INDC를 제출한 이후인 11월경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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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심층면접

1차 심층면접은 2015년 5월경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이해당사자를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대상으로는 민관합동검토반의 구성원으로서 온

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

여에서 배제되었지만 토론회 등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주요한 이해당

사자라 볼 수 있는 주체의 입장도 살펴보았다. 정부관계자의 입장을 알

아보기 위해 당시 공동작업반 반장이었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과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는 원론

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1차 심

층 면접의 대상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분 소속 직함/ID
면접일

(2015)
시간

민관합동

검토반

시민사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A 5/18 60분 참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B 5/21 40분 참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C 5/22 90분 참여X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D 5/26 40분 참여

산업계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E 5/26 60분 참여

<표 3> 1차 심층면접 대상 목록

1차 심층 면접에서는 <표 3>의 면접 대상에게 2009년에 있었던 국

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과 2015년에 진행 중이었던

INDC 준비과정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질문하였다. 1차 심층 면접은

<표 4>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 상황에 따라 질문

을 구체화하거나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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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의 예시

시민사회 대상 산업계 대상

입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감축목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사회의 입장은 일치합니까? 산업계의 입장은 일치합니까?

참여

노력
자신의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인식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나라들의 INDCs 제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계의 입장에 대한 인식은? 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한 인식은?

국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축

가능성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4> 1차 심층면접 질문 목록

(2) 2차 심층면접

다음으로 한국이 INDC를 제출한 이후인 2015년 11월에도 심층면접

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이전의 면접과 구별하기 위하여 2차 심층면접이라

칭하겠다. 한국이 INDC를 제출한 이후에 연구자는 거버넌스에 관한 이

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분석틀을 구성하

였으며, 이에 따라 문헌조사 및 참여관찰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작

하였다. 그러나 문헌조사 및 참여관찰 방법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연구자는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2차 심층면접을 진행하

였다. 그 대상은 다음 <표 5>와 같다. 이처럼 정부관계자 1명, 시민사회

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 각 2명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민관합동

검토반에 초대된 전문가와 초대되지 않은 전문가를 각 1명씩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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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함/ID
면접일

(2015)
시간

민관합동

검토반

정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선임연구원/F 11/27 35분 -

시민사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A 11/12 45분 참여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G 11/18 40분 참여X

산업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역/H 11/20 50분 참여

한국철강협회 팀장/I 11/13 40분 참여X

<표 5> 2차 심층면접 대상 목록

정부의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감축목표 수립 관련 공동작업

반을 총괄하였으므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선임연구원과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좀 더 다양한 인터뷰 대상을 확보하고자 환경부의 INDC 담당

사무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이 많아서

환경부 인터뷰가 나간다면 곤란할 것 같”다며 인터뷰를 거절하며, 국무

조정실 INDC 담당사무관과 만나볼 것을 제안하였다. 국무조정실 담당사

무관과 통화한 결과, “수립 과정 때는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었”기에

“인터뷰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가

가능한 다른 정부 측 관계자를 소개해주거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보냈던 이메일에 대하여 어떠한 답장도 하지

않아 추가적인 정부 측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했던 민관합동검토반에 참

여했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참여에서 배제되었지만 주요한 이해관계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주체들의 입장도 살펴보았다. 왜 어떤 이해관계자

는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이해관계자는 참여에서 배

제되었는지, 참여에서 배제된 이해관계자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정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거버넌스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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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의 예시(민관합동검토반 참여자 대상)

참여

l 민관합동검토반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습니까?

l 민관합동검토반에 초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 민관합동검토반 구성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적절하였습니까?

l 민관합동검토반 회의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까?

l 민관합동검토반에서 제시한 의견은 반영되었습니까?

l 정부의 민관합동검토반 운영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l 국민 참여는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l 공청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하였습니까?

법의 준수

(행정절차법)

l 공청회 개최 사실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접했습니까?(제38조)

l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패널의 선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제38조의3)

l 공청회의 주재자가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까?(제39조 제1항)

l 공청회에서 발표자 상호간 질의응답 하는 시간과 방청인이 의견 제시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습니까?(제39조 제3항)

정보공개

l 민관합동검토반 회의에서 정보공개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l 민관합동검토반에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어떤 점이 힘들었습니까?

l 민관합동검토반에서 꼭 공개되었어야 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l 민관합동검토반에서 정보의 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l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떠한 방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까?

l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는 충분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표 6> 2차 심층면접 질문 목록

2차 심층면접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거쳐 구성된 거버넌스 분석틀에

따라 ‘참여’, ‘법의 준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질문의

예시는 다음 <표 6>과 같으며, 자세한 질문 내용은 <부록 1>에 첨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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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의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 이론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1970년대에 발생한 두 번의 오일 쇼크와 스태

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정부의 국정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처음 출현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개념이 변화해왔다(은재호·이

광희, 2009). 1970년대의 국가 중심, 1980년대의 시장 중심, 1990년대의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에 이어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발전해온 것이

다(은재호·이광희, 2009). 또한, 거버넌스는 국제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

등 다양한 공간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된 개념을 가지기보

다는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왔고, 다양한 차원

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대체적으로 정부와 사회조직 사이의 새

로운 상호작용의 형태이며,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

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기반의 정부업무처리방식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남궁 근, 2009). 즉 거버넌스는 공공문제나 사회문제의

해결에 정부 이외의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

며(고재경·황원실 외, 2007), 정부의 일방적인 통치에서 벗어나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3주체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풀

어나가는 협치라고 볼 수 있다(윤순진, 2005).

거버넌스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류할 경우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남궁 근, 2009). 계층제 거버넌스는

관료제 내부에서 작동되며 중앙집권적 조직화의 원리로 기능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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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원리이며, 시장 거버넌스는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산출과 성과를

강조하는 유형이라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신뢰를 매개로 자발적 참여,

협력 등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형태이다(은재

호·이광희, 2009). 이러한 유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문제 상황에

따라 교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유형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행위자 사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의 관계가 있어야만 현실에서

작동이 가능하다(은재호·이광희, 2009).2)

이러한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두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하여 정책

을 결정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높아

질 수 있다(윤순진, 2005).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

이 마련되었을 경우, 추후 그들의 정책수용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 문제와는 달리 더 긴 지체효과를

보이며, 형평성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

회 전체가 나서야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윤순진,

2009).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

립과 이행 과정상에서 국가 내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결정과

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요

구된다(윤순진, 2009).

2) 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려면 그 이전에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

적으로 참여하려 해도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

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참여의 기회와 통로가 개방되고 정보가 공개, 공유되는 일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 21 -

때문에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정책과 거버넌스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먼저 이상헌 외(2009)는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평가항목을 바탕으

로 살펴보려 했던 연구도 있었다. 박창근 외(2009)는 기후·환경거버넌스

의 개념을 토대로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 방

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신뢰, 위원 구성, 정보공개, 시민참

여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고재경·황원실(2007)은 기후변화

와 같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졌

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환경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뢰, 네트워크, 참여, 정

보에 대한 접근성 등이 거버넌스 평가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항목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정한 기후변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살펴본 선

행연구도 있었다. 윤순진(2009)은 우리나라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

정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

므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다 열린 기회구조를 통해 거버

넌스에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기후

변화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거버넌스적 접근을

취한만큼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졌는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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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사례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그러한 필요에 관심을 두고 2015년에 있었던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

축목표 설정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거버넌스 평가 사례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거버

넌스를 평가할 분석틀을 만들고, 그 틀에 따라 직접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평가할 것이다. 또한, 이를 한국의 중기 감축

목표 설정과정, 뉴질랜드의 INDC 수립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거버

넌스 분석틀을 만든 연구(고재경·황원실, 2007; 박창근 외, 2009)와 에너

지 및 기후변화 정책형성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연구(윤순진, 2005; 윤순진, 2009)는 존재하지만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만

들고 이에 따라 직접 거버넌스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국가 간에 비교한 국

내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거버넌스 평가 항목을 정리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

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종횡(縱橫)

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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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분석틀

한국과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있어서의 거버넌

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해

외 및 국내에서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버넌스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

는 세계은행,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 유엔개발계획에서 제시

한 거버넌스 평가지표나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중요 항목을 살펴보았다.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환경 및 기후변화 정책에서의 거버넌스를 다룬 선

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은행(World Bank, WB)에서는 ‘세계

거버넌스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WGI)’를 개발하여

1996년부터 2012년까지 215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평가하였

다.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에는 참여와 책임성(Voice

Accountability), 정치 안정과 폭력 부재(Political Stability & Absence

of Violence),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법의 지배(Rule of Law),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의 총 6개 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Forum for a new

World Governance, FnWG)’에서도 ‘세계 거버넌스 지표(World

Governance Index, WGI)’를 만들어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 179개국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FnWG에서는 거버넌스 평가항

목으로 평화와 안보(Peace and Security), 법의 지배(Rule of Law), 인권

과 참여(Human Rights and Participation),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의 총 5개 항목을 두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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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4년 3월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논의 문

서(Discussion Paper)를 발간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효율적이고 호응적이

며 책임 있는 국가 기관(Effective, responsive and accountable state

institutions), 투명성과 대중의 정보 접근(Openness and

transparency-public access to information), 부패 다루기와 불법 금융

흐름 억제(Addressing corruption and curbing illicit financial flows), 정

의와 법의 지배(Justice and the Rule of Law), 의사결정에의 참여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폭력 억제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방지(Curbing violence and comba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를

거버넌스의 중요 항목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거버넌스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재경·황원실(2007)은 환경거버넌스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회의,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지

표(안)을 작성하고, 평가지표(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후, 계층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평

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평가지표를 9개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는 신뢰, 네트워크, 환경규범, 리더십, 자원, 제도, 참

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량배양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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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사

회

적

자

본

신뢰
리더십에 대한 신뢰, 환경 정책 과정에 대한 신뢰, 언론

및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 등

네트워크
환경단체와의 협력,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기업과의 협

력, 환경단체 간 협력 등

환경규범
환경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시민의 환경의식 발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관련 활동 참여

행

정

역

량

리더십 장(長)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장(長)의 성향

자원
환경공무원 비중, 환경공무원의 전문성, 환경 예산, 환경

부서의 위상

제도
부서간 협력 기제, 국제 환경협력 프로그램, 환경 관련

조례 및 지침, 정책 혁신,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파

트

너

십

참여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정책과정 단계별 참여, 참

여시 의견수렴 정도, 참여를 통한 정책 반영 등

정보 접근성
환경정책 홍보 및 공개, 환경오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정보공개 기준 및 조례, 환경 정보 공개 수준, 만족도

역량배양
환경단체 지원, 환경관리기업 지원, 거버넌스 역량배양

교육, 민간부문 지원의 효과성, 민관협력사업 평가 등

주:　고재경·황원실, 2007, 요약.

<표 7> 고재경·황원실(2007)의 환경거버넌스 평가지표 　

박창근 외(2009)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기후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층 분석을 통해 평가기준의 상대적 가중치를 비교하

였다. 박창근 외(2009)는 기후거버넌스를 거버넌스 구성,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 역량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계층 분석 결과

거버넌스 구성에서는 ‘위원구성’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고, 거버넌스 운

영에서는 ‘정보공개’와 ‘시민참여’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거버

넌스 역량에서는 ‘상호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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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가중치 평가지표 가중치
분야 내

순위

거버넌스 구성 0.31

위원구성 0.123 1

예산지원 0.058 2

사무국 0.072 3

의제설정 0.057 4

거버넌스 운영 0.24

정보공개 0.081 1

시민참여 0.075 2

운영독립 0.066 3

보고서작성 0.019 4

거버넌스 역량 0.45

상호신뢰 0.12 1

제도적인 중재 0.099 2

자치역량 0.093 3

리더십 0.082 4

유인요소 0.055 5

주: 박창근 외, 2009 종합 및 정리

<표 8> 박창근 외(2009)의 거버넌스 평가지표 종합

이상의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종합하여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한 항

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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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사례

수
WB

(2008)

FnWG

(2011)

UNDP

(2014)

고재경·

황원실

(2007)

박창근

외

(2009)

참여 O O O O ☆ 5

법의 지배(입법 등) O O O O 4

투명성(정보 공개) O O ☆ 3

평화 및 정치 안정 O O O 3

효율성 O O 2

규제의 질 O 1

부패 통제 O O 2

인권 O 1

지속가능한 발전 O 1

정의 O 1

책임성 O O 2

인간 개발 O 1

신뢰 O ☆ 2

네트워크 O 1

리더십 O O 2

자원(예산 등) O O 2

제도 O 1

역량배양 O O 2

위원구성 ☆ 1

의제설정 O 1

보고서작성 O 1

제도적 중재 O 1

유인요소 O 1

사무국 O 1

운영독립 O 1

주: 각 사례별로 포함하고 있는 거버넌스 평가항목을 O으로 표시하였다. 박창근 외

(2009)의 연구에서 계층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평가함에 있어 상대적

으로 더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난 부분을 이 표에서는 ☆로 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이번 연구의 평가 항목으로 결정한 항목을 굵

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표 9> 해외 및 국내의 거버넌스 평가항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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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 이상의 국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로는 참여, 법의 지배, 투명성 및 정보 공개, 평화 및 정치 안정이 있었

다. 그러나 이 중 ‘평화 및 정치 안정’ 항목은 국가 안보, 치안 등을 세부

지표로 가지는 평가항목으로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 특정 사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여, 법의 지배, 정보 공개를 최종적

으로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평가 항목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참여, 법, 정보 공개의 세 가지 항목을 분석하고 평가할 기

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언급했던 국내외 사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이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항목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세부 항목을 평가하기 위

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참여’ 항목의 경우에는 총 다섯 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나누

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첫째,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의견수렴기간을 살펴보았다. 의견수렴기간이 길다고 하

여 무조건 거버넌스를 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의견수렴기간이 너

무 짧은 경우 거버넌스를 제대로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최종 결정 이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을 발표했었고 이를 기점

으로 의견수렴의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견수렴기간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의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둘째,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즉

각각의 사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어떤 이해당사자까지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가 감축목

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당사자 주체를 초대하였는지를 알아보

았다. 특히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감축목표 안 발표 이전의 시점과 발표

이후의 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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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부의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공청회, 여론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 각 사례별로 어떠한 의견 수렴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각

각의 방식을 몇 번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해보고 이를 비교하였다.

넷째,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살

펴보았다. 일반 국민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문적 상황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기

후변화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

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견 수렴 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였다.

다섯째,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

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좋겠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의 경우 산업계와 시민사회계

가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므로 양쪽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문헌 검토를 통해 정부가 의견 반영을 위하여 노력한 흔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 가지 사례에 순위를 매김으로써 상대적으로

잘함과 못함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법의 마련 및 준수’ 항목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법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

았다. 즉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국

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법률 및 법조문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이러한 법이 실제로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보고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분

석하는 일은 그 자체로 따로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만큼 오랜 탐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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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INDC 수립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관해서 주로 살펴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 항목은 총 네 개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살펴

보았다. 첫째, 각 사례별로 공론화 단계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사례에서 공개한 자료를 비교해 봄으로

써 한국의 INDC 준비 과정에서의 자료 공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

지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의 공개시점을 살펴보았다. 공개된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

라 정보를 언제 공개하였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 항목에서는 정보공개

의 시점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INDC를

제출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

셋째, 거버넌스의 진행 과정을 따로 자료화해서 공개하였는지를 살

펴보았다. 의견 수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논

의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일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

이다. 이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를 작

성하여 공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넷째, 여론 조사 등의 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

론 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공개하거나 따로 별도의 자료를 작성한

경우 ‘O’, 여론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한 경우 ‘∆’, 여론 조사 결과를 공

개하지 않은 경우 ‘X’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 및 요약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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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참여

Ÿ 정부의 의견수렴기간은 얼마 동안이었는가?
문헌 검토를 통해 의

견수렴기간을 확인

Ÿ 논의 참여자의 범위

- 누가 논의에 초대되었는가?

- 어떤 이해당사자까지 참여가 보장되었는가?

문헌 검토를 통해 참

여자를 확인

Ÿ 의견수렴의 방식(공청회, 여론조사 등)
정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한 방식을

나열

Ÿ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주어

졌는가?

의견수렴의 방식을 검

토(O, X)

Ÿ 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

는가?

문헌 검토를 통해 반

영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을 확인(순위)

법의 마련

및 준수

Ÿ 관련 법령 존재 여부

-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를 검토

Ÿ 법의 준수

- 정책 형성과정에서 법을 준수하였는가?
위법 사항 검토

정보 공개

Ÿ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였는가?

- 이해당사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나?

- 일반 국민에게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나?

공개한 자료 검토

Ÿ 정보를 언제 공개하였는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

출로부터 얼마나 전에

공개하였나?

Ÿ 거버넌스 진행 과정은 자료화되어 공개되었는가?

- 공공협의과정의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되어 공개되

었는가?

거버넌스 진행 과정에

대한 단일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O, X)

Ÿ 여론 조사 등의 결과는 충분히 공개되었는가?

따로 문서를 발간한

경우: O

결과를 일부 소개한

경우: ∆

공개하지 않은 경우:,

X

<표 10> 거버넌스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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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한국의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

정과정, 한국의 INDC 수립과정, 뉴질랜드의 INDC 수립과정에서의 거버

넌스를 참여, 법의 마련 및 준수, 정보 공개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제5장에서는 <표 10>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분석틀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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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배경

1) 기후변화 협상의 진행과 INDC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

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였다. UNCED에는 178개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회의의 결

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이 채

택되었다.

이후 1994년 3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었고, 1997년에는 선진

국 40개국(Annex B)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

정서가 채택되었다. 2005년 2월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제사회

는 1차 공약기간(2008-2012)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선진국 40개국은 각각의 목표

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교토 체제의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던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

응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미국이 애초부터 교

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였으며, 중국, 인도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

하는 국가들도 개발도상국으로서 역사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교토의정

서 상 감축의무를 부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2009년 COP15에서

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마련을 위해 논의하였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이후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있었던 제16차 당사국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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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6)에서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조성에 관하

여 합의하였으나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논

의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있었던 제

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이후에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를 마련하자고 결정하였으나 이후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교토의정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교토의정

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게 되면서 교토의정서 체제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었다(윤순진,

2015b). 이후 2012년 카타르 총회(COP18), 2013년 바르샤바 총회

(COP19)를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갔다.

2014년에 COP20에서는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COP21에 대비하여

196개의 당사국이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더반플랫폼 작업반(Ad-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의 결정문(1/CP.20)에 따르면

INDC를 제출 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제

2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충분히 앞서 제출하여야 했다. 제출된

INDC는 UNFCCC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2015년 10월 30일에는 제

출된 INDC에 대한 종합 보고서(Synthesis Report)가 발간되었다.

2) 국가별 INDC

2015년 초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국의 감축목표를 담은 INDC

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27일 스위스의 제출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유럽연합(29 Parties/28 countries), 노르웨이, 멕시코, 미국, 러시

아, 캐나다, 모로코, 중국, 한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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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당사국이 INDC를 제출하였다.

UNFCCC 사무국에서 발간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0월 1일까지 총

119건의 INDC가 제출되었는데, 유럽연합에서 제출한 1건의 INDC는 29

개 당사국(Parties)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 147개의 당사국

들이 INDC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은

196개이므로 총 75%의 당사국이 INDC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6%에 해당한다.

연구 대상국인 한국과 뉴질랜드는 각각 6월 30일과 7월 7일에 INDC

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제시하였고, 뉴질랜드의 경우 2030년까지 2005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는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였을 때 11%를 감축하는 목표와 같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주요 당사국의 INDC는 <표 11>과 같다.

국가
제출일

(2015)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

연도
비고

스위스 2.27 2030년까지 50% 감축 1990 Annex I, OECD

유럽연합 3.06 2030년까지 40% 감축 1990 Annex I, OECD

노르웨이 3.27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 1990 Annex I, OECD

멕시코 3.30 2030년까지 25% or 40%(조건부) 감축 BAU* Non-Annex I, OECD

미국 3.31 2025년까지 26~28% 감축 2005 Annex I, OECD

러시아 4.01 2030년까지 25~30% 감축 1990 Annex I

캐나다 5.15 2030년까지 30% 감축 2005 Annex I, OECD

모로코 6.05 2030년까지 BAU 대비 32% 감축 BAU Non-Annex I

중국 6.30 2030년까지 60~65% 감축(탄소집약도 기준) 2005 Non-Annex I

한국 6.30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BAU Non-Annex I, OECD

싱가포르 7.03 2030년까지 36% 감축 2005 Non-Annex I

뉴질랜드 7.07 2030년까지 30% 감축 2005 Annex I, OECD

일본 7.17 2030년까지 26% 감축 2013 Annex I, OECD

호주 8.11 2030년까지 26~28% 감축 2005 Annex I, OECD

인도 10.01 2030년까지 33~35% 감축(탄소집약도 기준) 2005 Non-Annex I

* BAU란 Business as Usual의 줄임말로 여기에서는 배출 전망치를 말함.

주 : 2015년 현재 OECD 가입국을 비고에 표시하였음. 유럽연합의 경우 일부 국가가 OECD에 가입하였음.

<표 11> 주요국의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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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제출한 INDC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국가마

다 다양한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윤순진, 2015b).

우선, 기준이 되는 연도를 정해 그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어느 정

도로 감축하겠다고 하는 절대량 방식으로 제출한 국가들이 있다. 스위스,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Annex I Countries)들이 주로 이러

한 방법을 택하였는데, 1990년을 기준연도로 정한 국가들과 2005년을 기

준연도로 정한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다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예외적으로 그 이후의 시점인 2013년을 기준연도로 정했다.

다음으로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추가

적인 감축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 대비 어느 정도로 감축하

겠다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방식이 있

다. 한국을 포함하여 멕시코, 모로코 등의 비부속서 I 국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이미 온실가스를 다

량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과 그렇지 않은 비부속서 I 국가

사이의 책임의 무게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아직

경제 성장을 다 이루지 못한 국가들에게 완화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반영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출 전망치를 도출하는 과정이 복잡하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전망치 방식과 유사한 목적에서 활용되는 탄소집약

도 방식이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에서 채택한 이 방식은 GDP 한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 정도 감축하겠다는 방식이다. 탄소집

약도 방식은 GDP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기 때문에 비부속서 I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GDP 한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결국 온실가스 총량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 37 -

Ⅲ.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정

1.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보

았을 때 2012년 기준 592.92MtCO₂로 세계 7위이다(IEA, 2014). 이는

중국(8,206MtCO₂), 미국(5,074MtCO₂), 인도(1,954MtCO₂), 러시아

(1,659MtCO₂), 일본(1,223MtCO₂), 독일(755MtCO₂) 바로 다음이며,

국제 사회에서 현재 한국의 기후변화 유발 책임이 상당함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 왔다. 199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교토의

정서에 비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

합대책을 1차에서 3차에 거쳐 수립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을 선포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 및 시행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 기초를 놓았으며, 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종합정

보센터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2011년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과 시행령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을 유치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가 국제기구로 공인되게 된다. 2015년 1

월 1일부터는 법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INDC를 UN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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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중기(2020) 감축목표 수립과정

1) 개요

한국은 2009년 11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이

러한 감축목표의 설정은 2008년 8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

사에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한 것이 배경이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목표를 제시하고, 핵심전략으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2050년까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

장 5개년계획’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포함되게 된다. 또한, 한국이 감

축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선도자로

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계산도 있었다.

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

에서 앞으로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이라 선언하였으며, 9월부터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2009년 7월에는 분석결과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

여 신뢰성을 검증하고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녹색성장위원회, 2009a).

이어서 2009년 8월에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

표 설정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안을 발표하였

다.

이후 3개월 동안 44번의 공청회 및 토론회와 3번의 여론조사를 거

쳐,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시나리오 3안(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중기 감축목표로 정하게 된다(녹색성장위원회, 2009b; 윤순

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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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1) 참여

이 절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의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체가 수립과정에 참여하였는지

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기 감축목표는 대통령 직속이었던 녹색성장위원

회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가지 안을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9년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

는데, 이는 약 1년간의 작업을 거친 결과물이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부는 2008년 9월부터 7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을 위한 준비를 했다. 7개 국책연구기관에는 에

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 건설기술연

구원, 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팀을 통해 약 10개월 간 국제적 기준의 모형과 분석체계를 통해 감

축목표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 2009a). 이 과정에서 국제 컨설팅 기관의 자문도 거쳤

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주요 산업계 8개 업종과 업종별로 30차례

의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내에서도 협의를 거쳤다(윤순진, 2015a).

다음으로 2009년 7월에는 당시 IPCC의 부의장이었던 이회성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명망 있는 전문가(에너지·환경·경제 등 7인)들로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

로 보완작업을 실시하였다(녹색성장위원회, 2009a). 이러한 검토위원회에

는 과학자, 경제계 등의 인사 등은 포함되었지만 시민사회계는 초대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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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로서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 안 했습니다. 그 때는 전혀 누구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국책연구기관이 실무적인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

계하고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 걸로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

는데, 시민사회하고는 전혀 없었어요. (시민사회계-2차-A)

검토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2009년 7월 24일, 1차 관계부처 차관

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기술적, 경제적 여건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결정하게 되

며, 8월 4일 공식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녹색성

장위원회, 2009a; 윤순진, 2015a).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는

BAU 대비 21% 감축(시나리오 1), 27% 감축(시나리오 2), 30% 감축(시

나리오 3)이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 <표 12>와 같다.

시

나

리

오

감축목표
감축정책

선택기준
주요 감축수단(예시)BAU대

비

2005년

기준

1
21%

감축

8%

증가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도입

Ÿ 그린홈, 그린빌딩, LED 보급 확대

Ÿ 저탄소·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Ÿ 산업계 공정혁신

Ÿ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등

2
27%

감축
동결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부담

Ÿ 불소계 가스 제거

Ÿ 하이브리드카 보급

Ÿ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Ÿ CCS 일부 도입

3
30%

감축

4%

감축

개도국 최대 감

축수준

Ÿ 전기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Ÿ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Ÿ CCS 도입 강화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b) 요약

<표 12> 한국의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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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 8월 4일 이러한 3개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녹색성장

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함에 있어 각계

의 의견 수렴과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산업계, 시민단체

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

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선을 다해 광범위하게 수

렴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8월 4일 이후, 실제로 어떤 과정과 어떤 주체의 참여를 통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되었던 걸까? 시나리오 공개 후에는 총

44차례에 걸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녹색

성장위원회, 2009b), 이는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토론회 15회, 녹색성장위

원회 주관 업종별 간담회 14회, 국회 주관 토론회 3회, 지방 공청회 4회,

산업계 주관 토론회 5회, 시민단체 주관 토론회 3회이다(윤순진, 2009).

특히 산업계의 경우에는 석유화학(3회), 시멘트(2회), 철강(2회), 제지(2

회), 정유(2회), 반도체, 발전,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로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윤순진, 2009). 먼저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전화 접촉 후 이메

일을 발송하여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

시하였다(윤순진, 2009). 다음으로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부

터 26일까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을 통해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윤순진, 2009).

이처럼 3개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후, 정부가 약 3

개월 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

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3>을 참고

하면 그 경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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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경과 일시 경과

7.22

∼8.3

Ÿ 산업계간담회(반도체), 경제5단체

간담회, 녹색위 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미디어그룹 간담회
9.10 Ÿ 국회기후변화포럼

8.4
Ÿ 3가지 시나리오 발표

Ÿ 3개 협의체 간담회(조찬)
9.14

Ÿ 일반인 여론조사 완료

(8.15-9.14)

8.6 Ÿ 관계부처 실무협의 9.17 Ÿ 산업계간담회(석유화학)

8.7 Ÿ 산업계간담회(석유화학, 시멘트) 9.18 Ÿ 총리주재 전경련 회장단 간담회

8.10

Ÿ 총리 대한상의 간담회

Ÿ 산업계간담회(철강, 발전, 제지, 디

스플레이)

9.23 Ÿ 국회 대토론회(1차)

8.12 Ÿ 산업계간담회(정유) 9.24 Ÿ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간담회

8.13 Ÿ 공청회(녹색위) 9.28
Ÿ 산업계·시민단체 합동 원탁토론

회

8.18 Ÿ 기후재단 1차 공청회 9.29 Ÿ 국회 대토론회(2차)

8.21 Ÿ 무역협회설명회 9.30 Ÿ 기후재단 2차 공청회

8.25 Ÿ 경실련공청회 10.6
Ÿ 전경련 간담회(자원에너지 위원

회)

8.31
Ÿ 산업협의체CEO간담회

Ÿ 지방공청회(부산경남/대구경북)
10.7 Ÿ 녹색생활협의회

9.1 Ÿ 전문가 여론조사 완료(8.4-9.1) 10.12 Ÿ 녹색위 민간위원 간담회

9.2
Ÿ 지방공청회(충청권)

Ÿ 산업계간담회(에너지포럼)
10.13 Ÿ 녹색과학기술 협의회

9.3 Ÿ 지방공청회(호남권) 10.16 Ÿ 시민단체 합동 간담회

9.7 Ÿ NGO합동공청회
10.20

∼22

Ÿ 업종별 간담회(철강, 정유, 시멘

트, 석유화학, 제지)

9.9 Ÿ 산업계 대토론회
10.23

∼26
Ÿ 전화여론조사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09b), 윤순진(2009) 재구성.

<표 13>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 경과

다음으로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이 오갔으며, 정부가

이를 수렴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하였을까? 먼저 8월 4일부

터 9월 22일까지의 40번의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3가지 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산업계는 1안 또는 1안보다 완화된 감축목표

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시민단체는 3안보다 강화된 목표인 2005년



- 43 -

대비 25% 감축이라는 목표를 주장하였다(녹색성장위원회, 2009b). 그러

나 녹색성장위원회 자료(2009b)에 따르면, 일본 등의 선진국이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중국·인도 등의 개도국이 소극적 입장을 철회하고,

국내적으로 G20 유치 등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2차례의 국회 대토

론회(9.23, 9.29)를 거치면서는 3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같은 자료에서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데, 8월경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는 2안을 일반국민은 1안을 선호

하였으나, 10월경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이 3안을 지지하는 것으

로 선회하였다고 한다. 10월의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52.5%가 3안, 27%가 2안, 14.7%가 1안 이하를 지지하였

다.

<그림 1> 8월과 10월의 여론조사 결과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2009b

이러한 과정을 거쳐 11월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배출전망

치 대비 27% 및 30% 감축이라는 2안과 3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11

월 12일 경제 5단체와의 협의, 11월 13일 10여개 관계 부처장관회의를

통해 “GDP 영향, 산업계 경쟁력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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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검토” 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3안을 최종 목표로 확정하게 된다

(청와대, 2009).

이처럼 녹색성장위원회는 여러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 수

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참여관찰자로서 이러한 과정에 참

여했던 윤순진(2009)은 “여론 수렴과정이 다양한 견해를 드러내는 데 일

정하게 기여했지만 그러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는 다

소 미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행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논의되었고 그 결과 각 논의가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떻

게 작용하거나 기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2) 법의 마련 및 준수

① 법의 마련

여기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 199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 따르면 이 조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이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를 헌법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3)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은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되므로 이를 헌법

3)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

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

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

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중

략)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후략) (헌법재판

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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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

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행정절차법을 제정 및 운용함으로

써 국민의 행정 참여를 법률 차원에서 도모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서는 제

1조(목적)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 제정을 통해 헌법

제2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참여

를 도모하고 있다.

이어서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중기 온실가스 감

축목표의 설정 시기인 2008년∼2009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10년 1월 13일에 제정

되어 4월 14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2007년 8월 3일에 제정

되어 2008년 2월 4일에 시행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기후변화 대

응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홍준형, 2013).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의 시행일인 2010년 4월 14일과 같은 날에 해당법이 ‘지속가능발전

법’으로 격하되었다는 점은 두 법의 연관성을 보여준다(홍준형, 2013). 또

한, 법 이름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상위 개념이므로 두

법률의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정책 관련 법률로써 당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을 살펴보면 법의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원칙(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제1호).”고 정해두고 있으며,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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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협력한다(제8호).”고 명시하고 있다.

② 법의 준수

그렇다면 정부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러

한 법률들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헌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 공

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려면 법률에 따

라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이었고,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헌법 21조는 이를 살펴보기에 매우 추상적이며, ‘정보공

개법’을 통해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꼭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였는지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 목

차에서 정보 공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 행정예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다

루고 있다. 공청회에 관해서는 ‘공청회 개최의 알림(제38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제38조의3)’, ‘공청회의 진행(제39조)’,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제39조의2)’ 등의 사안에 관하여 폭넓게 살펴

보아야 하나 5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기에 어려움

이 많았다. 다만 당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면접대상자 A의 의

견을 들어보면 공청회의 진행(제39조)과 관련하여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방청인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히 주

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자료를 미리

제공을 하고, (중략) 자기 개인 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럴 틈이 없어요.

(시민사회계-2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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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온실가스 감

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이 해당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법에서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사항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겠다는 계획 이전에 제정된 법이라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 공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하

게 공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3개 시나리오

의 공개 전과 공개 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시나리오를 공개하기 전에는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분석

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학계, 시민단체는 목표량 설정과정에 배제되

었다(윤순진, 2009). 당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던 한 전문가는 “2009년

에는 아예 일체의 정보가 전혀 접근되지 않았었”다고 답변했다(시민사회

계-2차-A). 미리 30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기회를 가졌던 산업계

8개 업종과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에너지·환경·경제계의 전문가들 정도

만 일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3개 시나리오가 공개된 2009년 8월 4일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는 보

도자료와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을 통하

여 최초로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였다. 추진계획은 24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으며, 공개 시점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기 3개월

전이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 추진 경위를 간략히 소개하고, 감축잠재량 분석에 마칼(Markal) 모형

을 활용하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거시경제일반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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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를 통한 분석 작업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있으며, 감

축목표 3개 시나리오를 소개하였다. 3개 시나리오에 관해서는 주요 감축

수단도 함께 소개하는 등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 감축목표 설정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서 간략히 공개하고 있

다.

8월 4일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폭 넓게 여러 부분을 공개하였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부

족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먼저 추진 경위에 관한 설명에서 국책연구기

관을 중심으로 약 10개월간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분석하였

다고 하였는데, 10개월간 시간별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

이 전혀 없다. 또한, 이후 검토위원회의 검증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완 작업을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검토위원회가 어떠한 의견을 제

시하였고 그러한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었는지에 대한 소개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과정이나 각 시나리오 당 업종별, 부문별

감축량을 공개하지 않아(윤순진, 2009),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5일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을 통하여 그간의 감축목표 설정 논의 과정에 대해

공개하였다. 이전의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 동안의 국제적

정세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후변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에

관한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각계 의견수렴 경과에 관

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데, 토론회의 개최 및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

여론조사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이 선호했던 시나리오에 관하여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44차례에 걸친 토론회(중앙·지방 공청회, 산업계

업종별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 등)를 개최하”였다고 한 반면,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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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표한 청와대 보도자료에서는 “약 80차례의 산업계·NGO 간담회, 공

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여 토론회 등의 횟수가 2배

정도 차이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된다. 또한, 각 토론회에서 어

떠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어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각 토론회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알기 어렵다(윤순

진, 2009).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질문지의 내용과 조사 설계

에 관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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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INDC 수립과정

1) 개요

2015년 초부터 여러 나라가 INDC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또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6월 30일에 제출하였다. 한국이 INDC

를 제출하기까지 준비한 과정은 다음 <표 14>와 같다.

시기 내용

2014.04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대응 T/F 구성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014.05

공동작업반 구성 및 운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

환경공단 등)

2014.11.14
경제 5단체(대한상의, 전경련 등), 시민 5단체(환경운동연합, 환

경정의 등)를 대상으로 경제·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

2014.12.17
민관합동검토반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정부 공동작업반과 경제·시민단체 추천 전문가가 참여)

2015.05.20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사회적 공론회를 가짐

(INDC 제출 시기를 9월말에서 6월말로 변경하였다고 통보)

2015.06.11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공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4가지 안을 제시)

2015.06.12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공청회 개최

2015.06.18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가짐

2015.06.30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감축 목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표 14> 한국의 INDC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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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사회 및 산업계의 이해당사자들은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

하는 것 이외에도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온

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였다. 먼저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최로 2015년 2월

12일에 ‘Post-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이란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공동작업반에 소속된 정부관계자를 초대하여 준비 상황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후변화센터가 4월 3일에 주최한 ‘신기

후체제 협상 대비를 위한 자발적 기여(INDCs)의 성공적 준비 전략’이라

는 심포지엄에서는 유럽 연합, 호주, 중국의 자발적 기여 방안 준비 과정

이나 준비 현황에 관한 발표를 듣고, 공동작업반 반장 등 정부관계자와

시민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는 4월 21일에 ‘파리로 가는 길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가져 시민사회의 입장을 모으기 위한 연대 조직을 구성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6월 16일에는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가 출범하였고 집담회를 가졌다. 5월 28일에는 에너지시민회의와 한

국환경회의가 공동으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산업계의 경우에는 2015년 4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여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과 국가 협상전략 토론

회’를 가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의 고려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환

경부 관계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는 5월 13일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킬 수 있어야 국가 신뢰 높인다’

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이 불가

능하며 이번의 감축목표 설정 시에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6월 한 달간 산

업계의 이해당사자를 초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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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6월 11일에 4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을 제시하였

는데, 4가지 안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

비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감축한다는 내용이

었다. 정부는 이로부터 하루 뒤인 2015년 6월 12일에 이와 관련한 공청

회를 개최하였고, 6월 30일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한국의

INDC를 제출하였다. 한국이 제출한 INDC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해외 감축분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4가지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

이다. 국내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25.7%, 해외에서

11.3%를 감축하여 2030년까지 총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 분석

(1) 참여

한국의 INDC 준비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INDC 준비과정에 누가 참여하였고, 누가 참여에 배제되었는지를 살펴보

도록 하겠다. 한국 정부는 2014년 4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T/F를 구성하여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기후변화대응T/F에는 기획재정부, 외

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장급 등 여러 관계부처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관계

부처 합동 조직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총괄 및 추진 상황

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2014년 5월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센터장을 반장으로 하는 공

동작업반을 구성하였다. 공동작업반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총괄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분야별 다양한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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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공동작업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감축잠

재량 분석 등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실무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INDC 수립과정에 참여한 정부관계자는 다음 <표 15>와 같다.

조직 참여한 정부 기관

기후변화대응T/F

팀장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

과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작업반

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총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교통연구

원, 건설기술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표 15> INDC 준비 과정에 참여한 정부 기관

2014년 말부터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계를 구

축하고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2014년 11월 14일, 경제 5단체

(대한상의, 전경련 등)와 시민 5단체(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를 대상

으로 경제·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간담회에서는 작업 단계

별 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논의와 민관합동검토반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14년 12월 17일에는 정부 공동작업반과 경제·시

민단체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였다. 민관합동검토반에는 시민사회계 10명, 산업계 10명이 이

해당사자로 포함되었는데 참여 인사는 다음 <표 16>과 같다. 민관합동

검토반 구성에 있어 거버넌스의 주체 중 하나인 학계는 따로 하나의 그

룹을 구성하지 않고 시민사회계와 산업계에 나누어져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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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 산업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 롯데케미칼

박**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김** 대한석유협회

석**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김** 반도체산업협회

송** 녹색교통 사무처장 안** 포스코경영연구소

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 환경운동연합 처장 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이** 디스플레이협회

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최** 한국동서발전

홍**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황**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교수

주:　참여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민사회 전문가로 참여한 윤순진(2015a)이 참여관

찰을 통해 작성한 글(2015a)을 통해 밝힘.

자료: 윤순진, 2015a

<표 16> 민관합동검토반 참여자와 소속

이후 2015년 1월 21일, 민관합동검토반은 제2차 회의를 가졌으며, 1

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

를 가지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민관합동

검토반의 경우 초대 받은 사람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회의 내용

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즉 사실상 민관합동

검토반 이외에 다른 참여자들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구조였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사회계의 이해당사자에 따르면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할 관계자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열려 있

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민사회계의 한 이해당사자는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자신의 의도에 맞게 거버넌스 협의체계를 조작하

는 일도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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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에서도 민관합동검토반에 초대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는) 그

런 부분들은 애초에 다 있었고, 만약에 민관합동검토반에 대해서 이런 민관

합동검토반이 생길 것이라는 공지가 있고, 뭐... 그게 공모형식이라든지 안

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회가 오픈된 상황에서(라면), 할 수도 있지 않

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

죠. (시민사회계-2차-G)

저는 (거버넌스 방식을)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버넌스 체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거버넌스의 구성조차도 자기네들이

찍어서 해요. 이게 무슨 거버넌스입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게 아니

고 자신들하고 통할 것 같은, 아니면 오랜 기간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들만

불러다가 워크숍을 하거든요. (중략) 시민단체도 기존에 우리가 메이져 시

민단체라 부르는 곳만 불러서 하는 거예요. 뭐하는 짓거리냐는 거죠. (중략)

올 사람들이 뻔하다라는 거죠. 근데 기후변화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하고만 얘기를 할 거리가 아니고 농민단체

나 노총, 소비자 단체, 다양한 주체들이랑 얘기를 해야 하는데 (중략) (정부

가) 오로지 자신의 의도대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어요. (시민사회계-1차

-C)

다음으로 논의에 참여하였던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실제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정부가 2014년

11월 14일 발표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의견 수렴 방안’에

따르면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계의 전문가를 중심으

로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①활동자료 전망, ②배출전망, ③감축잠재

량 분석, ④감축목표 도출안 등의 단계별로 작업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하였다(윤순진, 2015a). 실제로 민관합동검토반 운영 과정

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민관합동

검토반에 참여하였던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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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담당자는 ①활동자료 전망과 ②배출전망 단계에

서 국내 제조업의 성장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배출전망치가

과소 추정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산업계-2차-H). 다음으로 ③감축잠재량 분석과 ④

감축목표 도출안 단계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입장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산업계-2차-H). 시민사회의 민관합

동검토반 참여자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감축목표 도

출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 전제들이 있거든요. 그 전제가 하나가 해

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중략) (민관합동검토반 회

의를 총 6번을 하였지만) 사실상 초기에 여섯 번을 하고, 결국은 민관합동

검토반이 파행을 겪은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중략)

우리가 회의에서 요구를 해도 안 돼가지고, 3월 20일 민관합동검토반 시민

사회단체 추천 전문가 단체 일동 명의로 국무조정실장 앞으로 답변을 요구

하는 질의서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3월 16일 우리가 포스트 2020 관련

사업별 구조전망 질의 및 의견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 답변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산업구조 전망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갖고 이견을 좁힐 것인

지 해 달라. 그 다음에 왜 단일목표안만 하느냐. 어차피 견해차가 크다면

복수시나리오를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뭐 이런 (내용을) 보낸 거예요. (중

략) 정부가 제시하는 그런 분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정리해

서 이걸 총리실에 전달을 하려고 줬던 것인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중략)

활동 자료 전망에서부터 이견이 너무 커서 진척이 잘 안 된 거예요. 특히

산업구조전망. 산업구조전망에서 (중략)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중략) 회의를 하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로 이제 기업들 요구만 받아들여진다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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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이 있었고, (중략) (시민사회의 주장은) GDP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 하

구요. 산업구조 전망이 부문별로 보면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거여

서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 이후는 여기서 걸려 있었기 때문에 더 나가지를 않았어요, 뒷부분

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거 자체가 없었어. ④감축목표안 단계는 민관합동검

토반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③번도. 그러니까

①하고 ②번 사이 어정쩡한 데서 중단된 거예요. (시민사회계-2차-A)

A에 따르면 민관합동검토반에서의 논의는 ①활동자료 전망과 ②배

출전망 단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민관합동검토반이 파행을

겪었고, ③감축잠재량 분석과 ④감축목표 도출안 단계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6월 11일에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

획’을 통해 4가지 안을 공개하였는데 그 시점은 INDC를 제출하기 약 20

일 전이었다. 이후 다음날인 6월 12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18일 국

회 토론회를 거쳤는데, 제출 때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이외에는 이해관계

자의 입장이 반영될 공식적인 기회는 없었다.

공청회 이후에 갑자기 분위가 뭔가 바뀌었다는 거를 감지는 했는데, 그 후

에 우리가 내는 최종 목표가 37%라는 얘기는 거의 30일 인접해서 들었어

요. 뭐 멘붕의 상황이었습니다. (산업계-2차-I)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제출한 INDC에서 공동작업반의 작업 결과를 산

업계와 시민사회의 이해당사자로부터 검토 받았으며, 공청회와 국회가

주최한 포럼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하

고 있다.4)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 측 관계자와 심층

4) The Korean government also collected feedback from various stakeholders through 

public hearings and a forum hosted by the National Assembly(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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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실시하였다.

결국 이런 (민관합동검토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중재안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중간 과정에서는 사실 산업계 의견을 받아서 구조

전망을 검토해 보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중략) 수렴은 그래도 충분히

했다고 보고, 결과 도출이 되었다고 봐요.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요.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중략) (공청회에서 나

온 의견이) 결과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죠. 공청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

는 그것이었잖아요. 모든 시나리오가 다 후퇴방지 조약에 어긋나는 게 아니

냐. 그리고 또 산업계는 너무 여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접

점을 찾은 것이 감축목표 후퇴는 안 하되 (중략) 산업계 감축은 어느 정도

로 하는 내에서 하겠다, 그런 거가 되었다고 봐요. 양자의 의견을 다 받아

들이게 된 거죠. (정부-2차-F)

정부 측에서는 민관합동검토반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

히 했으며,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받아 들여 결과적으로 접점을 찾

은 INDC를 도출하게 되었다며 산업계,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답변을 하였다.

다음으로 다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일반 시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이다. 2015년 6월 6일 오전 서울 시청에서 있었던 ‘UN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에 많은 한국 시민이 참석한 것을 보면, 한국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 있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 합동 주최의 공청회는 단 1회 개최되었을 뿐

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관한 정보도 공청회 하루 전날 공개되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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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상 시민이 의견을 표출할 기회는 단 1회, 그것도 형식적으로 진

행된 셈이다.

한편 공동작업반을 맡았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는 2015년 1월

16일에 발표한 ‘15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진행할 것이며,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여론 조

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INDC에 관한 여론 조사는 단 한 차

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9월말 경에

INDC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당긴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

은 채 급하게 6월말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로 인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이 거의 생략되거나 형식적

으로만 이루어졌다.

(2) 법의 마련 및 준수

① 법의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는가? 헌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에 관

련한 논의는 앞에서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

였다. 기후변화 관련 법률을 살펴보자면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

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에서는 제3

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제8호에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

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법률을 통해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이 조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원칙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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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것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된

사항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제42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은 제3조 제8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을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서 설정하여야 함을 법문화

(法文化)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② 법의 준수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헌법과 정보공

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INDC 수립 과정에 관한 사항이

과연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정보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하여 논하

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

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알기가 어렵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경우

에는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절차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였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어떠한 정보 공개 청구가 있었고 그 결과는 어떠하

였는지에 대하여 따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INDC 수립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하여 후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

록 하겠다.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하루 전에

야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담은 보도자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

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했다고 보기에

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자면, 먼저 행정절차법은

제38조에서 공청회 개최의 알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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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

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

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

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

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

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이를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INDC 관련 공청회

가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였는지 비공식적인 공청회였는지를 먼저 알아

보아야 하며,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인 경우에는 이 법조문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NDC 관련 공청회가 행정

절차법상의 공청회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공식적인 공청회였는지는 알

기 어려웠다.

INDC 관련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였다고 가정하고 본다

면, 정부는 INDC 관련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즉 14일 전까지 공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지를 소홀히 하였

다(윤순진, 2015a). 공지기간은 1주일이 채 되지 않았으며, 온실가스종합

정보센터의 팝업창을 통해서만 공지가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이 공청회의

개최 여부에 관하여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INDC 관련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사실을 다양한 방법

으로 공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공청회의 경

우 공지기간이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거나 최소한 행정절차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공청회에 관한 ‘주요 내용(제3호)’을 하루 전에야 공개하였으므

로 이 또한 행정절차법 제38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심지어 공청회에 패

널으로 참석하였던 이해관계자들조차도 공청회 개최사실을 10일 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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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어... 그 공청회를 한다고... 공청회가 6월 12일에 있었죠? 거의 그 주에 알

게 된 것 같은데요. (중략) 며칠 안 남겨두고 연락을 받은 것 같애요. 정확

하게 언제 며칠 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산업계-2차-I)

공청회 개최 한 10일 전 정도였을까? 하여간 전화로... 공청회를 하니까 패

널로 (참석해달라고). 그렇게 온 거죠, 뭐. (시민사회계-2차-A)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최종 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행

정절차법 제46조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점이 발견

되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함에 있어 정부가 그 전에 충분한 예고

기간을 거쳐 행정예고를 했어야 하나 급하게 제출하느라 법에서 정한 예

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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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을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예고를 했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제1호), 산업계 전반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충돌하는 등 많은 국민의 이

해가 상충되는 사안이며(제2호), 그 결정이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

게 되므로(제3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제4호). 즉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은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의 제1호∼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조 제3항

에 따라 20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6

월 12일에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감축목표를 바꾼

뒤 6월 30일에 INDC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행정예고기간을 무

시한 측면이 있다.

한편 동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행정예고의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

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알리는 것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해칠 수 있

다고 보기 어려우며, INDC 제출 마감일인 10월 1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중요 정책의 상당

부분이 행정예고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정부가 INDC

최종 결정에 있어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 사항

이라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았을 때 이러한 사항은 최소한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어긋났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제8호에서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함에 있어 시민단

체 및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감축

목표의 설정과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

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정을 검토하고 의견을 듣는 행정 장치

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볼 때, 형식적으로는 해당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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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적절

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3조 제8호의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정보 공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공공협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

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했던 산업계 및 시민사회의

이해당사자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

해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논의 자체가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되어 있고, 물론 민관합동검토반 회의라

든가 형식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BAU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중략) 정부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

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답답한 심정이 있죠. (산업계-1차-E)

어려운 점 많죠. 왜냐하면 정부의 논의라는 게 상당 부분 비밀주의 방식으

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정부가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그게 이제 봉합이 되었을 때만 꺼내 놓으니까 그 과정 과정마다 무엇이 쟁

점이고 각자 근거로 제시하는 데이터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투명하게 밝혀야만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아쉽죠. 여전히 정부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부 내에서 아

직 협의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기초데이터 같은 것들은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냥 다 회수해 가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분석을 못하죠. (시민사회

계-1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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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공개하였을

까? 일반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출하

려면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공청회 개최 이전까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통로는 시민사회·산

업계 주최의 세미나 및 국회 토론회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

러한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석함으로써 정부관계자의 입장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진행상황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INDC 제출을 한

달 반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5월 20일에 있었던 국회 토론회에서조차

도 정부는 이렇다 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에 공동작업반

의 반장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센터장이 정부 측을 대표하여 발표하

기로 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 당일에 불참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팀장급 직원이 대신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 중 한국의

INDC 준비현황에 관한 부분은 관련 조직 구성에 관한 설명, 감축목표

수립단계 소개, INDC를 작성하기 위한 예시에 관한 설명이 전부였다.

발표 자료에서 제공된 내용을 모두 소개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목차 내용

범부처

감축목표

설정 추진

Ÿ 기후변화대응TF 조직의 구성

Ÿ 공동작업반 조직의 구성

Ÿ 이해관계자와 외부자문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

감축목표

수립단계

Ÿ 장기 온실가스 배출전망

Ÿ 감축잠재량 기술분석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Ÿ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검토

INDCs

작성

(예시)

Ÿ 목표연도(25년 또는 30년)

Ÿ 목표 설정 방식(절대량 방식, BAU 방식, 원단위 방식)

Ÿ 감축목표의 기여 등(감축목표가 국가별 상황에 고려시 의욕

적인지 공정한지, 그리고 협약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 설명

Ÿ 적응(우리나라의 적응 노력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표 17> 국회 토론회 자료에 제시된 한국의 INDC 준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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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는 공청회를 한 달 앞둔 시점까지도 온실가스 배출 전망

이나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INDC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

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단 한 번 개최되었던 공청회에서는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

되었을까? 공청회는 2015년 6월 12일에 개최되었으며, 공청회 하루 전날

인 6월 11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安)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온

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이 공개되었다. 보도자료와 추진계획을

담은 문서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이 제안한 4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소

개하고 있다.

먼저 보도자료 및 추진계획 자료에서는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을 토대로 도출한 배출전망치(BAU)를 제시하고, 부문별 배출 전망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와 국내

감축여력, GDP,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어서

4가지 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을 소개하고, 공청회 수립 계획과

INDC 제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GDP, 인구, 가구, 유가, 산업구조 등 기본 주요 전망 전제를

결정함에 있어 왜 특정 기관의 자료를 선정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으

며, 4가지 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지 않다. 또한, 공청회 하루 전에서야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점은 시기적

으로 너무 촉박하였다는 점에서 공개의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

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추진계획 및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일반 국민들이 이를 근거로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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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정

1. 뉴질랜드의 기후변화 정책

이 절에서는 먼저 뉴질랜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

고, 이어서 뉴질랜드의 기후변화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뉴질랜

드는 오세아니아의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이며, 남섬과 북섬 및 여

러 섬을 국토로 하는 나라이다.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영국연방 국가에

포함된다. 인구는 2015년 3월 기준 460만 명이며,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

오리인이 인구의 14.9%를 차지한다. 뉴질랜드의 GDP는 2015년 기준

1,917억 달러로 세계 49위이며, 1인당 GDP는 42,017 달러로 세계 19위이

다(IMF, 2015).

정치체제는 영연방 입헌군주제로 영국 여왕이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

지만 뉴질랜드 총독이 그 권한을 위임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이끄는 내각(cabinet)이 권한

을 가진다. 뉴질랜드 의회는 단원제이며 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뉴질랜

드 의회는 법률 제정, 정부 구성, 정부 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외교

부, 2011).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기준 32.14MtCO₂로 세계 72

위에 해당하며(IEA, 2014),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부문은 농업이 2013년

기준 48.4%로 가장 많으며, 에너지 부문(21.9%), 교통 부문(17.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뉴질랜드는 일찍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해왔는데 1988년에

환경부 주관으로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설립한 것이 출발점이 되었다(이

소영, 2012). 이어서 2002년 11월 18일에는 뉴질랜드 기후변화대응법

(New Zealand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을 승인하고, 같은

해 12월 19일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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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비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뉴질랜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배출권거

래제를 빼놓을 수 없다. 뉴질랜드는 2008년부터 국가 단위로 배출권 거

래제를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산림 분야만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년부터는 산업 부문도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뉴질랜드 에너지 전략 2011∼2021(New Zealand

Energy Strategy 2011∼2021)’을 마련하여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뉴질랜드의 일반 사항 및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개

괄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구분 한국 뉴질랜드

면적(CIA 기준) 99,720㎢ 267,710㎢

인구(2015년) 5,138만 명 460만 명

산업구조 제조업 중심 농업 중심

GDP

(IMF, 2015)

1조 4,351억 달러

세계 11위

1,917억 달러

세계 49위

1인당 GDP

(IMF, 2015)

2만 8,338 달러

세계 28위

4만 2,017 달러

세계 19위

온실가스 배출량

(2012년)

592.9MtCO₂(백 만톤)

세계 7위

32.14MtCO₂(백 만톤)

세계 72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2년)
약 11.858tCO₂/명 약 7.239tCO₂/명

OECD 가입 O(1996년 가입) O(1973년 가입)

UNFCCC

당사국 구분
비부속서 I 부속서 I

배출권 거래제 2015년부터 시행
2008년부터 시행

(2010년 산업 부문 포함)

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연소에 의한 CO₂배출을 의미하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

량은 IEA(2014)의 자료를 참고하여 계산하였다.

<표 18> 한국과 뉴질랜드의 일반 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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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을 살펴보면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반면,

뉴질랜드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GDP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11위로 49위인 뉴질랜드보다 높으나 1인당

GDP는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한국이 전

세계 7위로 뉴질랜드 배출량의 19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가입국이며, 뉴질랜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상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는 반면 한국은 비부속서 I 국

가이다.

2. 뉴질랜드의 INDC 수립과정

1) 개요

거버넌스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뉴질랜드의 INDC 준비과정을 개

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 5월에 논의 문서

(discussion document)를 발행하여 공공협의과정을 거쳤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뉴질랜드의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대응에의 기여를 위한 옵션에

대한 일반균형분석’과 ‘뉴질랜드의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대응 기여의 경

제 영향 모델링’과 같은 자료도 공개하였다.

공공협의과정은 시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서 수집,

공청회, 마오리족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 이루어졌으며, 2015년 5월 7일

목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공협의시기

동안 15,639명의 응답자로부터 17,000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2015년 6월에는 공공협의과정의 내용을 포함한 INDC 결정과정 전반

에 관한 사항을 담은 ‘뉴질랜드 INDC: 내각 문서’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그 후, 7월 7일에 뉴질랜드 정부는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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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뉴질랜드의 INDC 준비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9>와 같다.

시기 내용

2015.5

Ÿ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논의 문서’ 발행 및 홈페이지에 게시

(감축목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및 공공협의를 제안)

Ÿ ‘옵션에 대한 일반균형분석’과 ‘경제 영향 모델링’에 대한 결

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2015.5.7

∼6.3

Ÿ 4주간의 공공협의과정을 거침

-17,000건 이상의 의견서 수렴

-15번의 공청회 및 마오리족 집회를 11개 지역에서 개최

2015.6
Ÿ INDC 관련 내각 문서(cabinet paper)를 작성 및 공개

(공공협의과정 내용 포함 INDC 결정과정을 설명

2015.7
Ÿ 공공협의과정에서 수집된 의견서(1,7000건 이상)의 내용을 요

약하여 문서화 및 홈페이지에 공개

2015.7.7
Ÿ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감축 목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

<표 19> 뉴질랜드의 INDC 준비 과정

2) 분석

(1) 참여

여기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뉴질랜드는 2015년 5월에 논의 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개하고 공공협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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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공공협의과정은 2015년 5월 7일(목요일)부터 6월 3일(수요일)까

지 총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공협의기간에는 논의 문서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는 과정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하는 과정을 거쳤다. 논의 문서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

을 구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다음 <표 20>과 같다.

질문 항목 세부 질문

1. 목적

Ÿ 당신은 우리가 제시한 INDC 수립에 있어서의 목적에 대해

동의합니까?(세 가지 목적을 제시한 후 질문)

Ÿ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국가상황
Ÿ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유형 및 경제 유형이 우리가 설정

하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있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3. 비용

Ÿ 어느 수준의 비용이 뉴질랜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적절합니까?

Ÿ 예를 들어 연간 가계 부문의 소비를 고려해볼 때 무엇이 합

당한 수준의 감축입니까?

4. 기회

Ÿ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기회가 가장 일어날 것 같습니까?

(뉴질랜드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한 후 질문)

Ÿ 혹은 어떤 기회가 뉴질랜드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5. 불확실성
Ÿ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기술이나 비용에 관

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고려해야 합니까?

<표 20> 논의 문서에서의 질문 내용

뉴질랜드 정부는 논의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

법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및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의견

서(submission)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논의 문서에 대한 어

떠한 측면도 다룰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의견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유

를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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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툴(online submission tool)’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② 제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뒤 제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 양식을 보내준

다.); ③ 제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자가 스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서 17,000건 이상의 의견

서가 제출되었다. 동일한 제출자에 의해 중복 제출된 1,000건 이상을 제

외하면 총 15,639명(개)의 시민 및 이해 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셈이

다. 제출자는 개인, 산업계, NGO, 농업 이해관계자, 임업 이해관계자, 정

당,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환경 자문위원, 보건 전문가 및 협회, 마오

리 원주민의 단체 등으로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

였다.

이들은 특정한 기관 혹은 집단이 제공한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개별 양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 양식에

따른 제출 건수는 다음 <표 21>과 같다.

기관/집단 제출 건수

뉴질랜드 녹색당 7,147건

뉴질랜드 그린피스 4,958건

Generation Zero 3,342건

Deconstructing Paris 107건

350.org Movement 102건

기타 개별 양식(unique) 약 1,500건

합 17,000건 이상

<표 21> 기관/집단의 제출 양식에 따른 제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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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질랜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

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15번의 공청회 및 마오리족의 집회(hui)를 11개의

지역에서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는 대략 1,7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협의 응답의 요약’에 따르면 참석자들 중 대다수가 기후변화에 대한 조

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

청회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떠한 비용도 기꺼이 지불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국제 탄소 상쇄(offsets) 방식을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이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 설정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까? 17,000건의 의견서 중 약

10,900명의 응답자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

는데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그 비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구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

야심찬

목표

1990년 대비 40% 이상 감축(A) 68.7%

약 99%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B) 27.2%

A+B 3.2%

보통의

목표

1990년 대비 20%~40% 감축 0.5%

0.8%1990년 대비 10%~20% 감축 0.2%

1990년 대비 10% 미만 감축 0.1%

기타 기타 0.2% 0.2%

<표 22> 뉴질랜드 공공협의과정의 제출자가 제안한 감축목표 수준

감축목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시민의 약 99%가 야심찬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최종 결정

된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1990년 대비 11% 감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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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최종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제 결정함

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보다는 정부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주간의 공공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당

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를 정리해서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

다.

(2) 법의 마련 및 준수

① 법의 마련

다음으로 뉴질랜드의 법을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법이 제정 및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즉, 뉴질랜드가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어떠한 법을 두

고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먼저 뉴질랜드의 헌법(Constitution Act 1986)을 살펴보았는데, 뉴질

랜드는 단일의 성문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복수의 법적문서와 판

례법·관습 등의 불문법이 헌법을 구성하고 있다(국회도서관, 2010). 헌법

에는 군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 대한 조항만 간략히 존재할 뿐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권 조항들은 빠져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권 관련 내용을 뉴질랜드에서는 권리장전법(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에서 다루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뉴

질랜드 권리장전법에 합치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데(이소

영, 2012), 이로 미루어 본다면 뉴질랜드의 권리장전법은 우리나라의 헌

법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다. 권리장전법의 시민

권(Civil rights) 관련 조항 중 14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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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질랜드 권리장전법 제14조(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

한 권리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종류의 정보와 의견

이라도 청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5)

이처럼 뉴질랜드는 최고법의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

리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세부 법률로는 공

식정보법(Official Information Act 1982)이 있다. 이 법에서는 제4조 목

적에서 “이 법의 목적은 법과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국민들이 더 효과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 정보에 대한 뉴질랜드 국민

들의 이용가능성을 계속하여 증가시키는 것”6)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해 정부 부처, 기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률로는 ‘기후변화대응법 2002’이 있는데, 이 법

률의 목적은 “뉴질랜드가 협약과 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

록 지원”하는 것과 “뉴질랜드의 순 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수준 미만으로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

하는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의 시행과 운영, 관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다(한국법제연구원, 2013). 살펴본 결과, 이 법률은 따로

참여나 정보공개 등 거버넌스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살펴보기에는 부적합했다.

5) Freedom of express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opinions of any kind in any form. 

6)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 of the Executiv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Parliament,—(a) to increase progressively the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to the people of New Zealand in order—(i) to enable their more 

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making and administration of laws and policies;(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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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의 준수

이 절에서는 뉴질랜드가 INDC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하

였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연구자

가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권리장전법의

표현의 자유 조항’, ‘공식정보법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은 결국 정보 공

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서

술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뉴질랜드가 5월에 발행한 논의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출된 의견서가

공식정보법 하에서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라며 공식정보법을 언급하고 있

다. 실제로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제출된 의견서들은 법에 따라 홈페이

지에 공개되었다.

한편 뉴질랜드 해밀턴(Hamilton)시에 위치한 와이카토 대학교

(University of Waikato)의 법학도인 사라 톰슨(Sarah Thomson)은 뉴질

랜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INDC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후변

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2015년 11월 12일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라 톰슨은 웰링턴(Wellington) 고등법원에

기후변화문제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의 요지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법

에 따라 장관은 IPCC가 새로운 보고서를 발행할 때마다 정부의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검토하여야 하나 2014년에 발간된 IPCC 보고서를 장관이

검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INDC에

관련한 것이기는 하나 거버넌스 관련 법률과는 관련이 없으며, 아직 재

판이 끝나지 않아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났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서

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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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공개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 5월에 ‘뉴질랜드의 기후변화 목표: 논의 문

서’를 발행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뉴질랜드의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대응에의 기여를

위한 옵션에 대한 일반균형분석’과 ‘뉴질랜드의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대

응 기여의 경제 영향 모델링’도 공개하였다.

먼저 뉴질랜드가 공개한 ‘논의 문서’를 살펴보면 왜 뉴질랜드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무엇이 뉴질랜드에 있어 공정한 기여

가 될 것인지, 뉴질랜드의 기여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왜 뉴질랜드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서 뉴질랜드 정부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 영향이 발생하였다

고 서두를 떼면서 기후변화가 뉴질랜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소개한다. 이어서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설명

하고, 신기후체제는 새로운 기회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고 나

서 INDC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INDC를 준비하기 위해

설정한 세 가지 목적(objectives)을 소개한다.

뉴질랜드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목적은 ①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

축목표가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공정하고 야심찬 목표로 보이는

가, ② 비용과 사회에의 영향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③ 뉴질랜드

를 장기적으로 저탄소 사회로 전환시킬 목표인가이다. 이러한 정보를 제

공한 후,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목적에 동의하는지, 어떤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던진다.

다음으로 무엇이 뉴질랜드에 있어 공정한 기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서는 뉴질랜드의 상황을 설명하고,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공

개한 뒤, 기존의 뉴질랜드 배출량과 목표가 어떠하였는지를 소개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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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뉴질랜드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량

으로 어느 수준의 감축목표가 적당한지에 대하여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기여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감축 목표에 따른 비용, 탄소의

가격, 감축 목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가정에는 어떤 영

향을 주게 될 것인지를 소개한다.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가

정의 평균 소비 감소 예상량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다. 이러한 자료를 공개한 뒤, 뉴질랜드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였

다. 즉 연간 가계 부문의 소비를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감축

목표인지를 물어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영향(소비의 감소)

1990년 대비 05% 감축 -$1,270/년

1990년 대비 10% 감축 -$1,300/년

1990년 대비 20% 감축 -$1,400/년

1990년 대비 30% 감축 -$1,600/년

1990년 대비 40% 감축 -$1,800/년

2027년 가정 당 평균 연간 소비

(목표가 없을 시)
$85,000

<표 23>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별 소비 감소 영향

다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뉴질랜드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논의 문서의 후반부에서 설명한다. ① 연료 및 에너지 효

율 증가는 기업과 가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② 높은 수준의 재생

가능한 전기 발전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통하여 기회를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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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③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고, 유가 변동,

공급 중단, 탄소의 높은 미래 가격 등과 같은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④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삼림 흡수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 환

경, 사회적인 웰빙으로 이어지며, ⑤ 세계에서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나

라로 남을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예상되는 기회들을 소개하고 어떤 기회

가 가장 발현 가능한지, 어떤 기회가 뉴질랜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지를

질문한다.

이처럼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협의과정을 거치기 전에 ‘논의 문서’를

발간하여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이해하기 수월하게끔 노력하였다.

이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INDC에 관한 입

장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서는 2015년 4월 13일에 인포메트릭스

(Informetrics)사(社)에 의해 작성되어 5월경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된 ‘뉴질랜드의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대응에의 기여를 위한 옵션에

대한 일반균형분석(INDC 옵션에 대한 일반균형분석)’이다. ‘INDC 옵션

에 대한 일반균형분석’은 환경부가 인포메트릭스사(社)에 요청한 결과물

인데 일반균형모델링을 사용하여 2020년 이후 뉴질랜드가 신기후체제에

접어들었을 때의 경제 영향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랜드케어리서치(Landcare Research)사(社)를

통해 작업한 결과물인 ‘뉴질랜드의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대응 기여의

경제 영향 모델링’을 역시 5월경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CliMAT-DGE (Climate Mitigation and Trade in Dynamic

General Equilibrium)를 사용하여 뉴질랜드 INDC의 경제적 비용에 관하

여 거시경제적 모델링을 수행한 것이다. 뉴질랜드는 공공협의과정을 거

치기 전에 이들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및 국민들이 뉴질랜드

의 경제 상황,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에 관한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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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수월하도록 했다.

이후 기후변화문제장관실(Office of the Minister for Climate

Change Issues)에서는 공공협의과정이 끝난 후, INDC를 제출하기 전에

‘INDC 내각 문서(INDC cabinet paper for public release)’를 작성하여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INDC 내각 문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공공협의과정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게 되

었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4주간의 공공협의과정 결과 제출된 17,000건 이상

의 의견서를 모두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 및 요약해서 ‘뉴질랜드 기후변화 목표: 협의 응답의 요약’을 작성한

뒤, 7월 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협의 응답의

요약’에서 INDC와 관련한 주제별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정리해놓았다.

뉴질랜드는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

사자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결정과정에 참

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줬다. 또한, 공공협의과정을 통해 제출된 의견서

를 모두 공개하고 이를 정리 및 요약하여 공개하는 등 공공협의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INDC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또한 ‘내

각 문서’를 발간함으로써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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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교 분석 및 평가

1. 종적 비교

이 절에서는 ‘제2장 제1절의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한 분석틀에서 제

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있었던 두 번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 설정과정을 비교 및 분석하도록 한다. 참여, 법의 마련 및 준수,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각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참여가 잘 이루어졌는

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항목 한국(2009) 한국(2015)

의견

수렴

기간

감축목표안

발표 전

약 1개월

(7월초∼7월말)

약 7개월

(2014.11.14∼2015.6.11)

감축목표안

발표 후
약 3개월(8.4∼11.17) 약 20일(6.11∼6.30)

논의

참여

자의

범위

감축목표안

발표 전

검토위원회 7인

(에너지, 환경, 산업계 등)

민관합동검토반 20인

(산업계, 시민사회계)

감축목표안

발표 후

산업계(업종별),

시민사회계,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지방 거주 포함)

산업계, 시민사회계, 학계,

기후변화 관심 국민

의견수렴의 방식

검토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등(44회)

여론 조사(3회)

민관합동검토반

공청회(1회)

국회 토론회(2회)

일반 국민의 의견

제시 기회
O(여론조사 2회) X

의견 반영 노력
Ÿ 정부자료 및 보도자료에

서 반영 사항 언급

Ÿ 보도자료(6.30)에서 반

영 사항 언급

<표 24> 참여 항목 종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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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

하는 기간을 얼마나 두었고, 그 기간 동안 누가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이

발표되기 이전과 발표된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감축목표 안을 발표하기 이전의 의견수렴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에너지, 환경,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

여 이들로부터 7월초부터 7월말까지 검토의견을 수렴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검토위원회의 검토 종료 시점이 정부 문건에 따로 공개되어 있지 않

아 정확한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었지만,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7월

24일에 1차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검토위원회의 검토는 7

월말 경에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5년의 경우, 산업계 및 시민사회계를 대표하여 각 10명씩,

총 20명의 전문가가 민관합동검토반에 초대되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정을 검토하였다. 2014년 11월 14일 경제·시민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를 의견 수렴의 시작 시점으로 삼고,

2015년 6월 11일에 민관합동검토반의 마지막 회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참

고하여 이를 종료 시점으로 잡았다(관계부처합동, 2015). 즉 정부는 감축

목표 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산업계 및 시민사회계의 이해당사자들과 약

7개월간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2009년과 비교해 보면, 2015년에는 검

토에 참여하는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시민사회계가 산업계와

공평한 지위에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감축목표 안 발표 이

전에 검토하는 기간도 7배나 길어졌다.

다음으로 감축목표 안 발표 후의 의견수렴기간을 살펴보면, 편의상

감축목표 안 발표 시점부터 감축목표 최종 결정까지를 의견 수렴 기간으

로 보았을 때, 2009년에는 3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지만 2015년

에는 겨우 20일 간의 기간을 가졌을 뿐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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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있어 INDC를 일찍 제출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에서 계획했었던 의견 수렴 과정을 상당 부분 생략하면서까지 INDC를

일찍 제출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의문

이 남는다.

다음으로 의견 수렴의 방식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감축목표 안 발

표 이후 약 3개월이란 기간 동안 공청회, 토론회 등을 44회나 개최하고

여론 조사를 3회 개최하는 등 산업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지

만, 2015년에는 공청회만 1번 개최하였으며, 그것도 공지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아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국민들만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의견 반영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9년과 2015년 모두, 정부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의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또한,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를 따로 발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법의 마련 및 준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거버

넌스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헌법,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러한 법률의 경우 2009년부터 2015년의 시점까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

에 두 시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원칙 조항을 통해 국민 등이 온실

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도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후변

화 관련 법률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하

여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비교해본다면 2015년이 2009년에 비해 더

나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이러한 법률을 준수



- 84 -

하여 감축목표의 설정과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하여 살펴보아야 하겠

지만 2009년도의 감축목표 설정의 경우, 무려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계점으로 남겨두

고 전반적으로 참여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보충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사례별로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

면 다음 <표 25>와 같다.

항목 한국(2009) 한국(2015)

의견수렴시

공개 자료

Ÿ 보도자료(8.4)

Ÿ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설정 추진계획(24쪽)

Ÿ 보도자료(6.11)

Ÿ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추진 계획(20쪽)

정보공개의

시점
감축목표 결정 3달 전 INDC 제출 20일 전

의견수렴과

정 자료화

여부

X X

Ÿ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의 설정방안

Ÿ 보도자료(11.17)

Ÿ 보도자료(6.30)

<표 25> 정보공개 항목 종적비교

2009년과 2015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두 사례에서 모두 정부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 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시점에 관련 내용

을 담은 보도자료와 함께 ‘감축목표 설정 추진 계획’을 공개하였다. 그러

나 2009년에는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기 이전으로부터

3개월 전에 정보 공개를 했었던 반면 2015년에는 INDC 제출 20일 전에

서야 감축목표 안 등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견 반영 노력

에 관해서 살펴보면 두 사례 모두에서 의견 반영 과정을 간단하게 보도

자료 등에서 언급하는 것이 전부였다. 즉 따로 별개의 자료를 만들어 의

견수렴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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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적 비교

이 절에서는 한국의 INDC 준비과정과 뉴질랜드의 INDC 준비과정을

비교 및 분석하겠다. 먼저 참여 항목과 관련한 다섯 가지 세부 평가 항

목을 비교해서 순서대로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6>과 같다.

항목 한국(2015) 뉴질랜드(2015)

의견수렴기간 약 20일(6.11∼6.30) 4주(5.7∼6.3)

논의참여자의

범위

산업계, 시민사회계, 학계,

기후변화 관심 국민

15,639명(개)의 산업계, 시민사회계,

농업계, 임업계, 정당,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환경 자문위원, 보건

전문가, 마우리 원주민, 일반국민

의견수렴의 방식

민관합동검토반

공청회(1회),

국회 토론회(2회)

의견서 받음(17,000건 이상)

공청회 및 집회(15회, 1700명)

일반 국민의

의견 제시 기회
X O(의견서)

의견 반영 노력
Ÿ 보도자료(6.30)에서 반

영 사항 언급

Ÿ ‘내각 문서’에서 협의결과 반영과

정 다룸

Ÿ ‘의견서’ 홈페이지에 공개

Ÿ ‘협의 응답의 요약’ 발간

<표 26> 참여 항목 횡적비교

첫째, 의견수렴기간을 비교해보자면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 의견수

렴기간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였고, 그 기간도 10일 가량 더 길었다. 한국

의 경우, 명확한 의견수렴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편의상 감축목표 안을

발표한 시점부터 INDC 제출시점까지를 의견수렴기간으로 보았는데, 이

는 아무리 길게 보더라도 약 20일간이다. 실제의 의견수렴기간은 이보다

더 짧았을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공공협의기간으로 따로 4주를

마련해 두고 이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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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견수렴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두 국가 간 논의에 참여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비교해보면,

한국에서 산업계, 시민사회계가 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 뉴

질랜드에서는 산업계, 시민사회계, 농업계, 임업계, 정당,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환경 자문위원, 보건 전문가, 마우리 원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일반 국

민들도 의견서 작성 등의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단

한번 정부 주최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공지를 소홀히 하고 자

료를 공청회 하루 전날에서야 공개하는 등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국민

이 아니라면 공청회에 참석하여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셋째, 의견 수렴의 방식을 살펴보면 한국은 뉴질랜드와 달리 민관합

동검토반을 두어 공론화 전에도 미리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공론화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 공청회 1회, 국

회 토론회 1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것이 전부였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에는 공청회 및 마우리 원주민 집회를 15회나 개최했으며, 17,000건의 의

견서를 받아서 이를 정리하고 공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뉴질랜드

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졌지만 한국에서는 공청회가 딱 1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견반영노력을 비교해보면 뉴질랜드의 경우 공공협의과

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였는지를 내각 문서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의견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

으나, 한국은 보도자료에서 의견수렴과정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전부

였으므로 뉴질랜드에 비해서 의견반영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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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과 뉴질랜드의 법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헌법 제21조

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도출되었

다면, 뉴질랜드는 권리장전법 제14조(표현의 자유)에서 직접 국민의 알권

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다. 다음으로 한국의 정보공개법과 뉴질

랜드의 공식정보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대응되는 법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통해 감축목표의 설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으나 뉴질랜드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에서 따로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 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항목 한국(2015) 뉴질랜드(2015)

의견수렴시

공개 자료

Ÿ 보도자료(6.11)

Ÿ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

표 설정 추진 계획(20쪽)

Ÿ 논의 문서(19쪽)

Ÿ 옵션에 대한 일반균형분석(24쪽)

Ÿ 경제 영향 모델링(41쪽)

정보공개의

시점
INDC 제출 20일 전 INDC 제출 2달 전

의견수렴과

정 자료화

여부

X O

Ÿ 보도자료(6.30)
Ÿ 협의 응답의 요약(20쪽)

Ÿ INDC 내각 문서

<표 27> 정보공개 항목 종적비교

공론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한국은 보도자료와 함께 20페이지 분량의

‘감축목표 설정 추진 계획’을 공개하는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뉴

질랜드는 논의 문서뿐만 아니라 옵션에 대한 일반균형분석과 경제영향모

델링 자료까지 함께 공개하여 이해당사자 및 일반 국민들이 의견 개진

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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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보 공개의 시점을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INDC 제출 2달

전에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였던 반면, 한국은 INDC 제출 20일 전에 정

보를 공개하였다. 즉 뉴질랜드가 한 달 이상이나 일찍 자료를 공개하였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는 INDC 내각 문서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언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의 응답의 요약을 발간하여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

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자료화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의견수렴과정을 보

도자료에서 간략히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즉 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자료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89 -

3. 종합 및 평가

한국의 중기 감축목표 설정과정, INDC 준비과정, 뉴질랜드의 INDC

준비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및 시민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종

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28>과 같다.

항목 한국(2009) 한국(2015) 뉴질랜드(2015)

의견수렴

기간

약 3개월

(8.4∼11.17)

약 20일

(6.11∼6.30)

4주

(5.7∼6.3)

논의

참여자의

범위

산업계(업종별),

시민사회계,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지방 거주

포함)

산업계, 시민사회계,

학계, 기후변화 관심

국민

15,639명(개)의 산업계,

시민사회계, 농업계,

임업계, 정당, 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환경

자문위원, 보건 전문가,

마우리 원주민, 일반국민

의견수렴

방식

검토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등(44회)

여론조사(3회)

민관합동검토반

공청회(1회)

국회 토론회(2회)

의견서 받음(17,000건)

공청회 및 집회(15회)

일반 국민

의견 제시

기회

O(여론조사 2회) X O(의견서 등)

의견 반영

노력

(순위)

2위 3위 1위

<표 28> 참여 항목 종횡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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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2015년 한국의 INDC 수립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정은 ‘의견 수렴의 기간’ 및 ‘논의 참여자의 범위’ 면에서 다른

두 사례에 비해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의견 수

렴을 위한 기간이 다른 두 사례에 비하여 짧았으며, 논의 참여자의 범위

도 상대적으로 더 좁았다.

하지만 한국이 INDC 수립과정에서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고 운영

하였다는 점은 다른 두 사례에 비하여 잘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감축목표 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공청회 1회 및 국회 토론회

1회를 실시했을 뿐이어서 다른 두 사례에 비해 의견 수렴 방식이 단일하

였고 횟수도 적었다. 2009년 한국에서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횟수의 토론회 등을 가졌으며 여러 번의 여론 조사도 수행

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더 많은 횟수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국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한국의 INDC 수립과정에서는 여론 조사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일반 국민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의견 반영 노력을 검토해본 결과, 한국

의 INDC 수립 과정이 최하위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종적 비교와 횡적

비교를 종합한 결과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법의 마련 및 준수 항목에 대해서는 세 사례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미 앞에서 종적 비교 및 횡적 비교

를 각각 수행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정보 공개’ 항목을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종횡으로 비교

해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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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한국(2009) 한국(2015) 뉴질랜드(2015)

의견수렴

시

공개 자료

Ÿ 보도자료(8.4)

Ÿ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추진

계획(24쪽)

Ÿ 보도자료(6.11)

Ÿ Post-2020 온실

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 계획

(20쪽)

Ÿ 논의 문서(19쪽)

Ÿ 옵션에 대한 일반균

형분석(24쪽)

Ÿ 경제 영향 모델링

(41쪽)

정보공개

시점
감축목표 결정 3달 전 INDC 제출 20일 전 INDC 제출 2달 전

의견수렴

과정

자료화

여부

X X O

Ÿ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의 설정방

안

Ÿ 보도자료(11.17)

Ÿ 보도자료(6.30)

Ÿ 협의 응답의 요약

(20쪽)

Ÿ INDC 내각 문서

여론 조사

등 결과

공개 여부

∆ - O

Ÿ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의 설정방

안

-

Ÿ 17,000건의 의견서

Ÿ 협의 응답의 요약

(20쪽)

<표 29> 정보공개 항목 종횡비교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가 공개했던 정보는 보도자료 및 추

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지만,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일반균형분석

과 경제영향모델링 자료도 공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한국

의 INDC 수립과정의 경우, 다른 두 사례에 비해 정보 공개의 시점이 가

장 늦었다.

다음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따로 자료화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오직

뉴질랜드의 사례에서만 ‘협의 응답의 요약’을 작성하여 발간하였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공개하였

는지를 살펴보면. 2009년 한국 정부의 경우 여론조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요약

하여 문서를 발간하고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등 공공협의

과정을 비교적 투명하게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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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고, 거버넌스 분석틀을

만들어 한국의 201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을 거버넌스적 측면에

서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INDC 수립과정을 2009년 한국의 감축목표

설정과정, 2015년 뉴질랜드의 INDC 수립과정과 종횡으로 비교 분석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사용하였고, 거버넌

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분석틀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틀은 크게 참여, 법의 마련 및 준수, 정보 공개

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 아래에 세부항목을 두고 각 세부항

목 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여러 항목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교 및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 정부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민관합동

검토반을 운영하였다. 민관합동검토반은 감축목표 안을 내놓기 이전, 약

7개월 동안 운영되었는데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였다.

다른 두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논의 구조 체계가 존재하였다

는 점과 운영 기간이 꽤 길었다는 점은 다른 두 사례에서 발견할 수 없

었던 우수한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민관합동검토반의 운영과정

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고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지만 논의의 장을 미리

마련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2009년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며, 뉴질랜드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잘했다

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한국의 INDC 수립과정의 경우 다른 사례에 비해 감축목표 안

을 공개한 이후에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집단의 종류가 적었다. 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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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경우 학계, 농업계, 임업계, 보건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INDC 준비과정에 참여하였고, 일반 국민들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

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였지만 한국의 준비과정에서는 비교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의 2009년도 감축목표 수립 과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2009년에는 여론 조사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2015년에는 단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을 뿐이어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셋째, 한국의 2015년 감축목표 설정과정의 경우, 공론화 기간 동안만

놓고 본다면 공청회 1회와 국회 토론회 1회를 개최한 것이 의견 수렴의

전부였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공청회 및 집회를 15회 개최하고 의견서를

17,000개나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방식 및 횟수 면에서 달랐다.

또한, 한국의 2009년도 감축목표 설정과정의 의견수렴 방식의 경우에도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44회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도 전문가

대상으로 1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회, 총 3회를 실시하여서 2015년도

의 수립과정과 많은 차이가 났다. 2015년 한국의 INDC 준비과정의 경

우, 갑작스럽게 INDC 제출 시기가 9월 말에서 6월 말로 변경되는 바람

에 계획에 있었던 의견 수렴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의 의견 수렴 노력을 비교해보면 한국 정부의 2015년의

INDC 수립과정이 세 가지의 사례 중 가장 노력이 덜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5년도 더 지난 2009년의 방식보다 2015년의 방식이 퇴행된 것이다.

2009년에는 44회의 토론회 등에서 제시되었던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선

호되었던 감축목표 안을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의 설정방안’이라

는 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소개하면서 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

종안을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5

년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한 정도에

그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 내각 문서에서 의

견 수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밝혔을 뿐



- 94 -

만 아니라 ‘협의 응답의 요약’을 발간하고 의견서를 모두 환경부 홈페이

지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섯째, 법률 준수에 관하여, 한국 정부가 INDC를 설정하는 과정에

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거나 적어도 그 취지에 어긋

났다고 볼 만한 사항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먼저 공청회의 알림과 관련

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14일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지하는 일이 필요하였으나 공청회 일주일 전쯤에야 급하

게 이를 공지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행

정예고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

차법의 제정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었다.

여섯째, 공론화 과정에서 일반 대중에게 어떠한 자료를 공개하였는

지를 비교해 본다면, 뉴질랜드의 경우 논의 문서뿐만 아니라 일반균형분

석과 경제 영향 모델링에 관하여 따로 자료를 발간하여 공개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경우 감축목표 안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고, 분석 내용에 대

해 간략히 요약하여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런 이유 때문에 2015년

한국의 INDC 설정 과정의 경우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인 데이터들과 모

형을 통하여 감축목표 안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웠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한 시점도 너무 촉박했

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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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거버넌스를 함께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

들이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평가 항목을 마련하거나 특정 기후변화 정책

의 마련 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직접 거버넌스 분석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를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하

나의 사례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3가지 사례에 관하여 분석하고 비교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함

께 참여하여야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므로 거버넌스의 과정을 거쳐

서 정책이 마련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태껏 기후변화 정책

의 수립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

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갈등이 끊임없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

이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은 커져 갔으며 소송으

로 번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강화

를 통해 이들의 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

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어

떠한 부분이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합동검토반을 운영한 시도 자체는 바람직했지만 다음에

유사정책결정시에는 이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함

으로써 이를 근거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

둘째, 이번 INDC 준비과정에서는 여론 수렴 과정이 다소 퇴행하였

다고 볼 수 있는데, 다음번 유사정책결정시에는 2009년 때처럼 공청회



- 96 -

및 토론회를 더 자주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일반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아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참고한 뉴질랜드의 방식도 참고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여론 수렴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정부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에 관하여 뉴질랜드처럼 따로 문서를 발간하여 보다 상세히 공개할 필요

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국민들이 결과에 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면 다음 정책 결정시에 참고할 수 있어 매우 유용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공청회 개최 공지를 늦어도 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 내에는 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설혹 어기게 될 경우 적절한 입장을 표명

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론화 단계에서 전제조건 및 배출전망과 관련한 자료를 폭

넓게 공개하고, 분석모형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

드에서 경제영향모델링 자료와 일반균형분석 자료를 공개한 것이 그 예

이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이를 근거로 적절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논란도 줄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함의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서 거버넌

스적 측면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정책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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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INDC 수립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나 면접대상자 확보가 어렵고, 대

표성을 지닌 면접대상자를 찾기 어려워 그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좀 더 다양한 정부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산업계의 경우에도 중견,

중소기업의 입장을 듣는 일이 필요했지만, 정부 측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거절하는 일이 많았으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성을 가진 기업

을 찾기가 어려워서 면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분석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분

석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들을 선정함에 있어

전문가와 면담한다든가 델파이 기법, 계층 분석법 등의 방식을 활용하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자체가 별도의 연구 주제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하기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과정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다만 연구자가 거버넌

스 분석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이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항목을 임의로 마련하였다. 이러

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셋째, 뉴질랜드의 INDC 수립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뉴질랜드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률을 마련하였고, 그러한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았어야 하나, 연구자가 뉴

질랜드 법체계 등에 대해 생소하여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점은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이 연구에서의 가장 큰 한계

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뉴질랜드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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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뉴질랜드와 한국의 INDC 수립과정에서 왜 거버넌스의 차이가

발생하였나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차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사례를 조사할 때 문헌이나 인터넷 자료

조사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례를 조사할 때처럼 이해 당사자

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에는 기후변화 정책 사례와 관련한 거버넌스 분석

연구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정책 수

립과정에서 거버넌스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인데, 앞으

로 배출권 거래제 등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거버넌스 분석 연구

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외국

의 사례와 비교하여 연구한다면 더 큰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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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차 심층면접 질문지-민관합동검토반 대상

 국내 INDC 준비과정에서의 거버넌스 분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이동길 학생으로서 현

재 ‘국내 INDC 준비과정에서의 거버넌스 분석’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INDC 준비과정에 민관합동검토반으로 참여하셨거나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해주셨던 산업계 및 시민사회계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심층 면접을 수행하고자 본 질문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에는 사회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온

실가스 감축 의지를 가지고 이에 참여하여야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실가

스 감축목표 수립과 같은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거버넌스가 이루어지

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거버넌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① 참여, ② 정보 공개(투명성), ③

법률 준수 여부를 이번 연구에서의 거버넌스의 평가 항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① 참여’ 항목의 경우, 민관합동검토반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어떠한 방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었는지, 공청회를 통한 참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

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② 정보 공개’ 항목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관합동검

토반 추천위원 혹은 대중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수준의 정보까지 공

개하였는지, 정보 공개의 수준이 이해당사자 및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볼 계획입니다. ‘③ 법률 준수’ 항목에서는 INDC 관

련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적절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는지, INDC 수립과정 전반

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논문은 주된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

구와 참여 관찰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만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는 심층 면접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일환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03 -

※ 다음은 2014년~2015년에 있었던 INDC 수립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참 여>

<참여-민관합동검토반>

2014년 11월 14일에 정부가 발표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의견 수렴 방안”

에 따르면 정부는 INDC 준비 과정에서 단계별로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의견 수렴을 위해서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작

업내용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은 ① 활동자료

전망 ② 배출 전망 ③ 감축잠재량 분석 ④ 감축 목표 도출안의 4단계로 진행한다고 밝

혔습니다. 이후, 민관합동검토반이 구성되었으며, 총 6번의 민관합동검토반 회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0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개 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INDC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관합동검토반의 구성 배경에 대한 질문이며, 민관합동검토반이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나를 알아보기 위

한 질문입니다.

1. 민관합동검토반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습니까?

2. 귀하 (혹은 귀하의 단체가) 민관합동검토반에 초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 민관합동검토반에 초대되었습니까?)

3. 민관합동검토반의 구성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하였다고 평가

하십니까?

3.1. 민관합동검토반의 추천위원(산업계 10명, 시민단체 10명)의 선정은 적절하였습

니까?

3.2.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하는 정부 측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에 적절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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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민관합동검토반의 회의 진행에 관한 질문이며, 6차례의 회의가 산업계 및 시

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나를 알아보

기 위한 질문입니다.

4. 민관합동검토반 회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기에 적절하게 진행되었습니까?

(① 활동자료 전망, ② 배출전망, ③ 감축잠재량 분석, ④ 감축목표 도출안의 4단계)

5. 여섯 번의 회의는 각각 언제 개최되었으며, 어떠한 안건으로 진행되었습니까?

- 회의의 안건은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하였습니까?

- 적절(혹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귀하(혹은 귀하의 단체)는 민관합동검토반 회의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까?

-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 다음은 민관합동검토반의 의견을 정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하였나에 관련한 질

문이며,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7. INDC 수립과정의 단계 중 ‘①활동자료 전망 단계’에서 귀하가 (혹은 귀하의 단체

가) 민관합동검토반에서 제시한 의견은 반영되었습니까?(인구, GDP, 유가, 산업구조

등 전제조건 설정 포함)

- 해당 단계에서 귀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까?

- 제시하였던 의견 중에서 어떠한 의견이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귀하의 특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INDC 수립과정의 단계 중 ‘②배출전망 단계’에서 귀하가 (혹은 귀하의 단체가) 민

관합동검토반에서 제시한 의견은 반영되었습니까?

- 해당 단계에서 귀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까?

- 제시하였던 의견 중에서 어떠한 의견이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귀하의 특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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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DC 수립과정의 단계 중 ‘③감축잠재량 분석 단계’에서 귀하가 (혹은 귀하의 단

체가) 민관합동검토반에서 제시한 의견은 반영되었습니까?

- 해당 단계에서 귀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까?

- 제시하였던 의견 중에서 어떠한 의견이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귀하의 특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INDC 수립과정의 단계 중 ‘④감축목표 도출안 단계’에서 귀하가 (혹은 귀하의

단체가) 민관합동검토반에서 제시한 의견은 반영되었습니까?

- 해당 단계에서 귀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습니까?

- 제시하였던 의견 중에서 어떠한 의견이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귀하의 특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은 민관합동검토반의 운영과정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듣기 위

한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의 답변에서 빠진 부분이라든가 민관합동검토반 운영과정 전반

에 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1. INDC 준비과정에서의 정부의 민관합동검토반 운영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만족 혹은 불만족?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혹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일반 국민>

◎ 다음의 질문은 INDC 수립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

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INDC 수립과정에서 정부가 국민 참

여 등 사회적 공론화를 위하여 개최한 공청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하였다고

평가하시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정부 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5 업무

추진계획에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홍

보방안을 이행하여 장기 감축목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

니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서 국

민 참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예시: 공청회, 여론 조사, 국민 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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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보도자료(15.6.10)에 따르면 ‘Post-2020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 각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추진하였다 합니

다.

2. 정부가 개최하였던 INDC 관련 공청회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기 감축

목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적절하였습니까?

-적절 혹은 부적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어떠한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공개>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정부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했던 산업계 및 시민사회계

의 이해당사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였는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이 의

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민관합동검토반 회의에서의 정보 공개는 (위원들이 정보에 따라 입장 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이루

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꼭 공개되었어야 하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어느 수준의 정보까지 공개?)

-정보의 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방식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

까?

2. INDC 수립과정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민관합동검토반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

되지 않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INDC 수립과정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는 일반 국민들이 이를 근거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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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준수>

여기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법률을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자 합니다. 특히 6월 12일에 있었던 공청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준수하였는

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회에서는 공청회를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

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제3절 공청회(제38조~제

39조의2)에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청회 개최의 알림, 공청회

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는 INDC 공청

회가 각각의 법조문에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

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

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후략)

1. 귀하는 (혹은 귀하의 단체는) INDC 관련 공청회 개최 사실을 언제, 어떠한 방식

으로 접했습니까?

◎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3항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귀하는 INDC 관련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패널의 선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1항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후략)

제3항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가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귀하는 공청회의 주재자가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과 방청인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충

분히 주어졌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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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INDC 수립 과정 평가) : 공동작업반의 작업, 민관합동검토반의 운영, 보도자료

배포, 공청회 개최 등 정부의 INDC 준비과정 전반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만족 혹은 불만족?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불만족의 경우 어떠한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정부가 유엔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국내(25.7%)＋해외

(11.3%)

2.1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제 협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도

모’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내적으로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공청회(6.12) 이후, 귀하는 (혹은 귀하의 단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 다음은 2009년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

성하여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초에는 검토위원회(위원장: 이회성 등)를 구성하여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

를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감축목표 확정함에 있어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간담

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선을

다해 광범위하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2009.8.4. 정부 보도자료)

1. 귀하는 2009년에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당시 이해당사자로서 정

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셨습니까? 참여하셨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셨습

니까?(ex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109 -

2. 정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 2009년의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 2015년의 INDC 수립과정과 비교해 볼 때, 2009년의 방식은 어떠한 부분에서 달랐으

며, 어떠한 방식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더 적합하였다고 평가하십니까?

3. 2009년에 있었던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과 관련된 공청회에 참

여하였습니까? 참여하셨다면 귀하는 공청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

까?

- 각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적절하도록 공

청회가 진행되었습니까? 적절 혹은 부적절?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점을 개선했

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5년의 INDC 수립과정과 비교해 볼 때, 2009년의 방식은 어떠한 부분에서 달랐으

며, 어떠한 방식이 의견 수렴에 더 적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4. 2009년도 당시, 중기 감축목표(BAU 대비 30% 감축)는 기업들에게 정책목표를 제

시함으로써 조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

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중기 감축목표는 정부가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하기에 적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 2009년에 있었던 중기 감축목표 설정과정의 공론화 단계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에)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

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보의 공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방식은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

까?

-2015년의 INDC 수립과정과 비교해 볼 때, 정보공개의 정도가 어떠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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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consistently discussing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damages caused by climate change

have been increasing globally. In 2015 COP21, also known as the

2015 Paris Climate Conference, the nations have finally reached an

agreement to establish New Climate Regime. The previous year, in

COP20 held in Peru Lima, they consented to submit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for implementing New Climate

Regime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y 1 October 2015.

In preparation of its INDC, Korea established a dedicated task

force and a Joint Working Group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Furthermore, in order to reflec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ed a public-private joint review team

compromising industries and civic organizations in the examination of

the technical analysis of the Joint Working Group. Korea announced

four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schemes on 11 June 2015, held

a public hearing on 12th, and finally submitted its INDC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on 30 June

2015.

Greenhouse gas emissions targets should be set to reflect the

stance of various parties, for they are important issues that affect

various sectors of our society. The set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can also be considered a policy because

the policy, to achieve legitimacy, needs the engagement of diverse

stakeholders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Especially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issues, since all parties should participate in

greenhouse gas reduction to resolve the problems, it is imperative



whether governance is properly established with regard to climate

change policies.

Meanwhile, New Zealand is highly regarded in the field of

governance and the nation shows important similarities with Korea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policies through action such as

implementing emissions trading scheme nationally. Comparison of the

INDC planning process between New Zealand and Korea will thereby

offer tremendous help when supplementing governance of further

climate change policy-making process. Consequently,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implementation of governance in the INDC planning

process through cross-sectional comparison with the case of New

Zealand. Moreover, this was conducted in a comparative analysis in

longitudinal aspects by comparing with the process of setting

mid-term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2009.

Many steps in the research methods presented here contain

literature re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industries in twice. Furthermore, we constituted the framework

for analysis of governance referring to precedent studies. The

framework consists of three evaluation articles: participation, provision

and compliance of law,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We inserted

subsections under each article and established detailed criteria for

evaluating th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received positive evaluations for its management of the public-private

joint review team for seven months. However, insufficiencies also

exist; types of groups that could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were



relatively less and the method of convergence was a public hearing

that was only held once after greenhouse gas reduction schemes had

been published.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New Zealand, the

nation exerted relatively more efforts for public consensus by holding

public hearing and hui fifteen times, collecting 17,000 submissions,

and eventually publishing summary of consultation responses based

on those resources. Subsequently, some points that implied that Korea

possibly violate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ts INDC were discovered; the government had not

announced when the public hearing would be held until a week

before its opening day and did not comply with the period of

legislative pre-announcement of administration. Lastly, in comparison

of the aspect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etween two nations, New

Zealand has published data respecting ‘Discussion Document’ as well

as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and ‘Modelling the economic

impact.’ Korea, however, provided only short introduction to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schemes and a brief summary of the

analysis of reduction. These results leave much to be desire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it was desirable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naged

the public-private joint review team, further efforts in facilitating

effective and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are required in its

administration. Second, when adopting further similar policy decisions,

the government should hold public hearings and discussions in

various regions more frequently and conduct the survey fo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to state their opinion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elaborate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consensus

and disclose detailed information to the public by specifically



publishing documents referring to the case of New Zealand.

Fourthly, efforts to observ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the

process of se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re

needed. Fifthly, the government needs to widely disclose data

pertaining to the prerequisite and proje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laborate on the analysis model. Thus, through the

policy implic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efforts to enhance

governance of climate change policies will promote public confidence

and increas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further process of formulating

polic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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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New Zealand, Analysis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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