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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발

생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현재의 풍요를 쌓은 선진국은 온실가스

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큰 피해에 노출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마땅히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

다. 이러한 지원은 추후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 중 교육, 즉, 기후변화

교육에 주목하였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

를 사례국가로 선정하여 기후변화 교육이 시작되고 확산되어 가는 과정

을 추적하여 핵심관계자인 정부, 대학, 개발파트너들의 역할을 분석해보

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지금까지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아

닌 국내의 대학 교원들에 의해 시작되고,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기후변화 석사과정이라는 새로운 변화도 관찰되었다. 이들 대

학 교원들에게 재정 지원, 기술 원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개발파트너

의 지원도 캄보디아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

한 개발파트너들이 현재 캄보디아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수의 대학 교원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데에도 일조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부는 기후변화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수

립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중등교육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

며,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교육의 구체적인 내

용이나 이를 통한 학생들의 지식 또는 의식의 변화 등까지 살펴보지는



못하였는데, 효과적인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을 위해서는 이처럼 교육이

사회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

겠다.

주요어 : 기후변화, 대응역량, 기후변화 교육, 캄보디아

학 번 : 2015-24829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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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1세기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한 때, 기후변

화의 실제 발생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 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4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발생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임

을 밝히며 이러한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혔다(IPCC, 2007). 나아가 5차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 발생의 주원

인임을 발표하였다(IPCC, 2014).

특정 지역 혹은 집단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전 지구

적으로 고르게 확산된다. 이에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대표되

는 기후변화 유발의 책임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역적으로 불균등

하게 분포되는 특성을 갖는다. 나아가 기후변화는 대기 중에 과도하게

축적된 온실가스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고 심화되며, 인간이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

므로 이 불균등성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서도, 인간과 다른 생

물종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단순한 과학적 사

실을 넘어 한 사회의 도덕성과 필연적으로 연관된다(Baer & Sagar,

2010). 따라서 인류는, 특히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발생의 책임이 큰 집

단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할 도

덕적 책무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전 세계 6위에 오른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OECD, 2013).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을 맺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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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인 노력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의 지역적

불균등성에서 비롯된 역사적 책임에 근거한 공정한 비용 부담이라는 이

슈가 그 중심에 있다(Sagar & Baer, 2010). 교토의정서는 이에 대해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러

나 이후 post-교토의정서로 통하는 파리협정에서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까지 감축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대신 선진국이 재정, 기술, 역량개발의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

쳐주면 일생을 살 수 있다’라는 유명한 탈무드 격언이 있다. 외부에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

격언은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자립성을 키울 수 있는 원조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된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기후변화의 임계점으로 여겨지는 400ppm을 초과하였으며 당장에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더라도 지금의 상태가 몇 세대동안 이어지거나 심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WMO, 2016).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는

일회성의, 혹은 단기적인 접근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당장에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여도, 일방적인 지원이 언제까지

고 이어질 수는 없다. 오랜 투쟁이 될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Dagnet et al., 2015).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개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으며 ‘역량’과 ‘역량개발’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에 주목하게 되었다. 교육은 전반적인



- 3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

는 방법들 중 하나로 여겨진다(채재은·우명숙, 2012; UNDP, 2009). 특히

나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식 전달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국가 발전의 기반을 쌓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교육이 중요한 까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갖춰질 때에 전 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교육은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내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한 국가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개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기든스, 2009; Lemons, 2011). 그러나 기후변

화 교육이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만큼 이를 실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파리협정은 선진

국에게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국제사

회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해왔을까?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연구를 위해 캄보디아를 사례국가로 선정하였다. 캄보디아는 전 세계

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군에 속한다(UNU-EHS, 2011). 이는

캄보디아의 지리적 위치, 지형적 특성, 사회·경제적 구조 등의 다양한 원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그 중에서도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역

량은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Kingdom of Cambodia, 2015). 한편, 정

부 차원에서부터 풀뿌리 사회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 위험을 중요

하게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으며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례국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Kӓkӧ
nen, 2014). 더욱이 과거에 연구자가 만났던 캄보디아의 기후변화와 관련

된 기관 관계자들의 다수가 국내 전문가 풀(pool)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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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인해 캄보디아를 사례국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먼저 이 연구는 어떠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캄보디아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이라는 소재의 전반

을 있는 그대로 관찰, 기술, 설명함으로써 알려진 바가 적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사례연구이다(김병섭, 2008).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ü 현재 캄보디아 대학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ü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캄보디아 대학, 정부, 국제사회는 어

떠한 역할을 해왔는가?

이 연구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밝히고자 하였다. 즉, 캄보디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교육의 현황, 그것이 시작되고 확산

되어 온 과정, 그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

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이라

는 새로운 과제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연구

의 특성상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새롭게 시

작되는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비부속서Ⅰ 국가1)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전 세계 6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1) 1992년에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을 부속서Ⅰ(Annex Ⅰ Countries), 부속
서Ⅱ(Annex Ⅱ Countries), 비부속서Ⅰ 국가(Non-Annex Ⅰ Countries)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부속서Ⅰ 국가는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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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강점인 교육 분야

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적극 나서 기후변화 분야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쌓는데 이 연구가 활용되길 기대한다(OECD,

2013).

2.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는 캄보디아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교육을 다

루었다. 사례국가인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으로 우

리나라의 중점협력국가이자 원조 규모면에서 순위권에 속하는 중요한 개

발협력 파트너 국가이다.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성이 높은 국가군에 속한

다(UNU-EHS, 2011). 캄보디아는 1990년도 이래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

출량의 0.1%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양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하였다

(CAIT, 2015). 즉, 캄보디아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작음에도 불구하

고 큰 피해에 직면하게 되는, 전형적인 기후부정의(不正義)의 상황에 놓

여있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

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낮은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기후변화 취약성을 더

욱 높이고 있다(Kingdom of Cambodia, 2015).

한편, 캄보디아는 1970년부터 1979년 사이에 ‘크메르루즈’라는 비극적

인 역사를 겪었다. 당시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국가 전반의 교육 수준이 전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에 속한

다.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는 물적 자원도 부족하지만 이처럼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적 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

경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적 역량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강

한 의지를 보인다(RGC, 2014). 또한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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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지원 역시 이어지고 있다(Kӓkӧnen, 2014). 따라서 캄보디아

의 기후변화 교육은 기후변화 주류화, 인적 역량개발, 국제사회의 지원

등이 결합되어 있는 집성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캄보디아의 기후변

화 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추적, 기록하고 이면에 가려져있는 과

정을 밝히는 것이 더 나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방안을 찾

아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캄보디아 내에서도 정규교육기관, 그 중에서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교육에 집중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정규교육

(formal education)과 비정규교육(informal education)을 통한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MOEYS, 2013). 실제로 환경 분야

NGO에 의해 진행되는 공무원, NGOs, 마을 단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

후변화 관련 프로그램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 기간의 한계와

의사소통 상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는 정규교육기관 중에

서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으로 연

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학 외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변화 교육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 언급되기도 하였다.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NGO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NGO

에 의한 교육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이 연구의 큰 한계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인적자원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정

규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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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질적·사례 연구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 연구이다. 먼저 사례 연

구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수

의 사례를 대상으로, 그 사례의 전반적인 측면을, 있는 그대로, 깊이 있

게 연구하여, 그것을 기술 또는 설명하는 방법”을 뜻한다(김병섭 2008).

소수의, 특정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는 일반화가 어려워 이

론이나 지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최병선

2006). 그러나 새로운 현상을 자세히 조사하여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향후 지식의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김병섭, 2008).

질적 연구는 변수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연구 주제에 대한 총체적인 발견과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 방법이다(이종규, 2006). 이러한 이유로 양적 연구

에 비해 체계성, 객관성, 일반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현

장의 맥락과 복잡성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여 그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용환, 2009). 즉, 질적 연구 방식을 이용한 사례

연구는 새로운 연구 대상을 있는 그대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에 적합하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의 하나의 방책으로

기후변화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현재의 상태에까지 도

달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역량개발 지원의 실마리

를 찾고자 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데다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질적 연구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시간적·재정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여러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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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하나의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일 사례 연구로 진

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는 질적·사례 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자료 수집

실제 연구를 진행한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이다. 심층면접을

활용하는 인간대상연구인 관계로 연구 계획을 세운 뒤, 연구에 대한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참여자

모집 과정과 실제 심층면접 과정을 진행하며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 사

항을 준수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크게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두 가지 방법으

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다시 이 연구와 관련된 논의의 배경을 파악

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과는 무관하게 문헌 자료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였다. 여기에

는 학술 논문, 정부 문서, 국제기구 및 개발파트너가 발간한 보고서, 그

외에 국제 컨퍼런스 혹은 워크샵 등에서 발표된 자료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 기후변화 관련 강의에 대한 일부 문헌 자료는 현지조사를 진행하면

서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하기도 하였다.

심층 면접은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37일간 캄보디아 프

놈펜에 머물며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1차적으로는 판단표집의 방식

으로, 2차적으로는 눈덩이표집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유의

적 판단표집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는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약점을

갖지만 질적·사례연구인 만큼 사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의 증언

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와 같은 표집방식의 정당성이 확보된다(최명

선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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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구자모집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 인물리스트를 작성하였

고 연구자의 기존 인적 네트워크도 동원하였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핵심 연구참여자들을 선택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식적으

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메일로 설문을 요청,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배제하였다. 이후 1

차로 모집된 연구참여자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핵심 인물들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현지조

사를 지속하였다. 개발파트너 측 연구참여자는 귀국, 이직, 연락처 변경

등 그들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모집이 어려웠다. 이 점은 연구의 또 다

른 한계일 수 있겠다. 그러나 개발파트너 측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다른

연구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

다. 표 I-1은 전체 연구참여자 명단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실명은 코드로 대체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사

정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30분간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동의 여부

에 따라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추후에 면접 내용을 재확인하며 필요

한 부분만 1차로 영어로 전사, 2차로 번역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코딩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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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연구 참여자 목록

구분 코드 면접 날짜

교수

U1 4/24

U2 4/26

U3 5/1, 5/17

U4 5/4, 5/30

U5 5/4

U6 5/19

교육부
Edu1 5/18, 5/29

Edu2 5/12

환경부 ENVI 5/17

<표 I-2> 심층면접 질문지

대학

기본정보 Ÿ 소속, 학력, 경력

정책 관련
Ÿ 관련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였습니까?

Ÿ 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어떠합니까?

강의 관련

Ÿ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Ÿ 소속 학과 내 기후변화 관련 강의는 어떤 것이 있나요?

Ÿ 기후변화 강의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Ÿ 외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부

기본정보 Ÿ 소속

정책 관련
Ÿ 정책 수립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Ÿ 정책 수립 과정을 묘사해주십시오.

프로그램 
관련

Ÿ 다른 관련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Ÿ 타 정부부처, 대학, 개발파트너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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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논의의 배경 및 선행 연구

1. 기후변화 대응역량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화란 기후변화를 발

생·심화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적응

이란 문자 그대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것, 즉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기후변화의 위험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게끔 변화

에 잘 대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IPCC, 2014). 과거에는 기후변화 완

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기후변화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기후변

화 적응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가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로 인

해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이제 완화와 함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병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IPCC,

2007).

IPCC(2001)는 한 국가가 구체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을 해

내기 위해서는 ‘완화역량’과 ‘적응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한다고 했

다. ‘역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定意)가 없이 학자와 기관

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OECD의 정의를 인

용하자면 역량이란 “스스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

조직, 사회 전체의 능력”을 뜻한다(OECD,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완

화역량과 적응역량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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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완화역량: 노출될 수 있는 자연적 스트레스나 그 외 스트레스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능력2)

Ÿ 적응역량: 기후변화 및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 또는 잠재력

그러나 이처럼 기후변화 완화 활동과 적응 활동, 완화역량과 적응역

량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Wilbanks et al.(2003), Kane and Shogren(2000) 등은 이처럼 둘을 구분

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비판한다. Wilbanks et al.(2003)은

완화와 적응이 서로 상쇄(trade-off)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 즉 둘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려면 다른 하나의 필요성이 감소된다거나 어느 하나

를 달성하려면 다른 하나가 희생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서부

터 이러한 관점이 발생한다고 보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냐하면 이러한 접근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초래될 수 있

기 때문이다(Kane and Shogren, 2000). 이에 Tompkins and

Adger(2005)는 “환경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그 변화의 결과, 이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대응역량’이라는 개념

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보다 총체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가

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응역량에 대한 Tompkins and

Adger(2005)의 정의를 받아들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화 역량과

적응역량을 포괄하는 의미로 ‘대응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

후변화협약이 최초로 채택된 1992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

지 꾸준히 이어져왔다(정지원·송지혜, 2013). 이는 최근 파리협정이 체결

2) Winkler et al.(2007)은 IPCC의 정의에 따르면 배출량이 적은 국가는 ‘스트레스 그 자
체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완화역량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완화역량을 “인류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자연적인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능력”으로
새롭게 정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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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이전보다 한층 강조되고 있다.

파리협정 이전의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반면에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 의무를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부과하

였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유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사적 책

임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기후변화 교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이지숙 외, 2011). 특히 기후변화는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더

욱 심화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될 현재의 학생

들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은 필수적이다(윤순진, 2009; 이지숙 외, 2011).

세대간 차이에 주목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관점을

조금 변화시켜 국가간 차이에 주목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더

욱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 또한 중요하다는 결론에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과 현실 간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

Lee et al.(2015)에 따르면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한 번

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인은 65%에 달하는 것에 반해 그 범위를 전 세

계로 확장시킬 경우엔 성인의 40%,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으로 한

정시키는 경우엔 성인의 단 10%에 그쳐 국가간의 아주 큰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만큼 더

욱 효과적인 대응 활동을 위한 높은 대응역량이 필요하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나 교육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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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미치게 된다. 또한 사회

의 모든 부분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사회의 모든 부분

이 기후변화 발생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일상 속에서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 변화가 꼭 필요하다(기든스, 2009). 이러한

목적에는 초·중등 교육과 같은 보편적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한 비정규

교육 등이 적합하다. 그러나 보편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 전체의 문제를 동일한 스케일에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개개인

의 대중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며 폭력적인 일이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국제적 스케일에서, 또는 국가적 스케일에서 타개해나가기 위해

서는 보다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고등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Lemons, 2011). 심도 깊은 고등교육과정을 거친 숙련된

인력은 학문 활동을 통해 한 사회의 지식 체계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직

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

기에 기후 위기의 시대에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이 중요성을 갖는다(김현

철 2014; 정본근 2011; UNDP, 2009).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식은 개인적 수준

에서의 역량개발의 한 척도이기 때문에 교육 활동은 그 자체로서 역량개

발 활동이 될 수 있다(UNDP, 2009). 기후변화 교육이 그 자체로 기후변

화 대응역량 개발 활동 중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보편적

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보다 장기적이고 좋은 결실을 맺는

역량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기후변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기후변화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UNDP, 2009). 게다가 대학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 바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단계이기 때문

에 장기적인 효과 뿐 아니라 당장의 대응이 필요한 기후변화 문제에 있

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Mochizuki and Bryan, 2015). 기후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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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대학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Lemons, 2011).

국내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 연구는 이빛나라·이은희

(2013)가 유일했다. 이들은 한 대학의 특정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 전후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하였고 그 결과 기후변화 교육

이 수강생들의 인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는 대부분의 연구가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국내보다는 많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은 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Chhokar(2010)는 개발도상국인 인도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는

데 대학의 환경 교육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이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접근방식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Chhokar(2010)와 유사한 방식, 즉 교육과정 자체를 분석하거나 그 효과

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Lemons(2011)와

Anderson(2012)는 실증 분석이 아닌 방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학이 기후변화 교육에 더욱 앞장서야 하는 당위를 주장하

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교육의 발

전 과정을 추적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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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례의 맥락 이해하기

연구의 대상인 ‘캄보디아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관

련된 여러 맥락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사례

국가인 캄보디아를 소개한 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

력들을 소개할 것이다.

1. 캄보디아 국가 개요

캄보디아의 정식 국명은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으로

동남아시아 대륙부에 위치한다<그림 Ⅲ-1>. 캄보디아의 총 면적은 약

18.1만 km2, 인구는 약 1,590만 명(2016년 기준)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6). 전체 인구의 약 21%(2013년 기준)는 수도인 프놈펜 및 도시 지역

에 거주하며 그 외에는 농촌 지역에 흩어져 있다(RGC, 2014). 열대 몬순

기후에 해당하여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며 연 평균 기온은

22-28℃ 정도이지만 5월-10월에 해당하는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기

온이 38℃까지 오르기도 한다(MoE, 2015). 연 강수량의 90%가 우기에

집중되는데 중앙 평원과 해안 지대 등 지형에 따라서도 연 강수량의 편

차가 큰 특징이 있다(MoE, 2015).

캄보디아는 지형적으로 남쪽을 제외한 세 방향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

는데 그 중앙에 넓은 평원이 펼쳐져있다. 또한 국토 중심부에는 톤레삽

호수가 있으며 호수 동쪽 끝에서 시작되는 톤레삽 강은 남동쪽으로 흘러

메콩강과 합류한다. 메콩강은 캄보디아 북쪽에서 흘러들어와 국토를 관

통한 뒤 캄보디아의 남쪽, 베트남과의 국경으로 빠져나가는 큰 강줄기로

국토의 약 86%가 메콩 유역에 해당한다(Matsui et al., 2006).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는 건기와 우기를 거치며 주기적인 범람을 겪는다. 특히 톤

레삽 호수의 경우 건기와 우기에 그 면적이 각각 2,500-3,000 km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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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6,000 km2 정도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인다(Matsui et al., 2006).

주기적인 범람은 넓은 평원에 영양분이 풍부한 침전물을 새로 유입시켜

농업에 유리한 비옥한 토지를 형성한다. 또한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어류가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인데 이는 범람시 형성되는 침수림 지대가

물고기를 포함한 수생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atsui et

al., 2006). 이처럼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는 캄보디아에 농·어업을 위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캄보디아에게 1차 산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캄보디아는

1993년에 첫 민주 선거를 치르며 일반적인 국가의 형태로 국제사회에 등

장하였는데 당시 1차 산업의 GDP 기여분은 46.6%에 달했다(WorldBank

출처: ADB(2012)

<그림 Ⅲ-1> 캄보디아의 위치와 지형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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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nk). 오랜 내전을 겪으며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국가 발전이 제

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이 허락된

캄보디아에서 노동집약적인 1차 산업의 GDP 기여분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후에 캄보디아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그

리고 빠르게 성장하였다.3) 2차·3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1차 산업의 비

중은 점차 감소하였고 그 결과 2016년에는 1차 산업의 GDP 기여분이

26.7%까지 하락하였다(WorldBank DataBank).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1차 산업이 중요한 까닭은 아직까지 전체 노동인력의 50-70%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WorldBank DataBank). 그래서 캄보디

아에서는 여전히 1차 산업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1세기에 마주하게 된 기후변화의 위험 앞에서는 지금껏 살펴본 자연

적 요인과 그로 인해 형성된 사회·경제적 구조가 기후변화 취약성을 높

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찬란한 유산을 남긴 앙코르

제국이 15세기에 발생한 기후변화, 그로 인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물

공급과 농업 생산성에 크게 타격을 입고 쇠퇴하게 되었다는 Buckley et

al(2010)의 연구 결과는 현재 캄보디아의 지형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

후변화 취약성의 관계가 결코 가볍게 여길만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캄보디아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Ⅲ)’이

라는 경제개발전략에 기반한다. 사각전략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 달성,

국내외 투자 촉진을 위해 청년 중심의 고용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

화, 매년 빈곤 감소율 1% 이상 달성, 거버넌스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RGC, 2013). 이를 위해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 시장 경쟁력 확보,

교통 및 물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농업 분야 발전, 거버넌스

3) 캄보디아는 1993년 이래로 세계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 년 평균
8%(최소 5%, 최대 13%)에 달하는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왔다
(WorldBank DataBank). 경제 성장의 결과로 2015년에는 세계은행 분류 기준에 따라
저소득 국가에서 중·저소득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UN 분류 기준에 따르면 캄
보디아는 여전히 최저개발도상국에 머물러있는데 세계은행이 소득에 의해서만 국가를
분류하는 반면 UN은 소득, 인적 자본, 경제적 취약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분류 기
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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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의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사각전략

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5개년 계획인 ‘국가전략발전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을 수립하였다. 주요 목표는

2018년까지 빈곤율을 15%까지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거버넌스, 농

업, 인프라,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 창출, 인적자원 및 역량개발, 사각전

략Ⅲ을 위한 환경 구축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RGC, 2014).

2. 캄보디아의 교육 현황

캄보디아의 교육 시스템은 ‘크메르루즈(Khmer Rouge; 1975-1979)’4)

정권기라는 비극적인 시기를 지나며 완전히 파괴되었다(Rany et al.,

2012). 크메르루즈 정권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적 공산체제를 꿈

꾸며 매우 급진적인 혁명을 추진했던 정권인데, 권력을 잡은 4년간 농업

혁명을 빙자한 대학살을 저질러 당시 800만 명 정도였던 전체 인구의 약

1/4이 말살되었다(조영희, 2011). 그 중에서도 지식인층은 이들의 주요

학살 대상이 되어 이 시기동안 대학 교원의 약 75%, 대학생의 약 96%

가 죽임을 당했고 교육 기반 시설도 완전히 파괴되었다(Pit, 2004 :

Rany et al., 2012에서 재인용).

전체 인구의 약 50%가 25세 미만인 캄보디아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교

육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전략발

전계획에서 인적자원 및 역량개발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에서 교육 분야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년스포츠부(Ministry of

Education, Youth, Sports, 이하 ‘교육부’로 표기)는 '교육전략계획

(Education Strategic Plan) 2014-2018'을 수립하여 동등한 교육의 기회

보장, 학습의 질과 적절성 향상, 교원 리더십 및 관리 효과성 강화 교원

4) ‘크메르루즈’는 ‘붉은 크메르’라는 뜻으로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전 국왕의 집
권 시기에 정치적으로 국왕의 반대 세력이었던 캄푸치아공산당(Communist Party of
Kampuchea)을 칭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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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적인 리더십 및 관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크메르루즈 정권이 무너진 지 한 세대가 조금 넘게 지난 현재까지

도 이들의 교육 수준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의 교육 지수를

기준으로 캄보디아는 188개 국가 중 143위에 불과하다(UNDP, 2015). 보

편적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초등교육 상황은 크

게 개선되었지만 학교급에 따른 등록률의 차이가 상당하다. 중·고등교육

에 대한 등록율은 각각 38.2%, 15.9%에 불과하여 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표 Ⅲ-1>.

<표 Ⅲ-1> 캄보디아 교육 관련 통계

항목

평균 교육 기간 - 4.7년 (2015)

초등교육 등록율 82.8% (1997) 94.7% (2014)

초등교육 이수율 17.1% (1997) 96.3% (2014)

중등교육 등록율 16.5% (1998) 38.2% (2008)

고등교육 등록율 1.2% (1997) 15.9% (2011)

중등교육 이상 이수자 비율 0.5% (1998) 2.6% (2013)

출처: UNDP(2015), MoP and NIS(2014), WorldBank DataBank

고등교육의 경우, 캄보디아는 전 세계 188개 국가 중 124위로 평가되

고 있다(Schwab, 2016). 2015년 기준, 캄보디아에는 총 110개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학이 비교적 많은 데 비해 각각의 규모가 작고 시설

이 열악하다(박희진 외, 2015; 외교부, 2014). 교원의 수준은 전반적인 고

등교육의 질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캄보디아 대학 교원의 소

지 학위에 따른 비율은 학사학위 24.2%, 석사학위 67.9%, 박사학위 이상

7.9%로 상당수가 학사 또는 석사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Ⅲ-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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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문 전체에 대한 재정 지출 수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 수준도 세계 평균에 훨씬 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Ⅲ-2>.

<표 Ⅲ-2> 대학 교원의 학위별 인원수(2014-2015)

학사 석사 박사 이상 총 인원

현지인 교사 2,772 7,990 906 11,668

외국인 교사 192 331 65 588

총 인원 2,964 8,321 971 12,256

출처: MoEYS(2016)

출처: WorldBank DataBank

<그림 Ⅲ-2> 교육 부문 재정 지출 (2013년)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교육개발 협의체인 교육위원회(Education

Sector Working Group)를 통해 정부와 개발파트너간, 또한 개발파트너

들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박희진 외, 2015). 교육위원회

는 캄보디아의 교육부문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UNESCO, UNICEF,

ILO, WB, ADB 등의 국제기구와 KOICA, JICA, USAID, EU와 같은 국

가원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실제적

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박희진 외, 2015).



- 22 -

3. 캄보디아와 기후변화

1) 역사적 책임과 영향

CAIT(2015)에 따르면 199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

한 온실가스의 양은 949,965 MtCO2e에 달한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인 미국으로 그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5.5%에 해당하

는 146,551 MtCO2e에 달한다. 반면 캄보디아는 75위로 전 세계 배출량

의 약 0.1%에 해당하는 1,148 MtCO2e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캄보디아의 순위는 더욱 낮아진다.

2013년도에 캄보디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42 tCO2e로 전 세계

117위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캄보디아는 기후변

화 발생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크지 않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외부 환경의 변화, 1

차 산업에 의존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만성적인 재정·기술·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대응역량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취약성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Kingdom of Cambodia, 2015; UNU-EHS

2011). 메콩 하류 유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

를 중심으로 연구한 ICEM(2015)은 해당 지역 중에서도 캄보디아가 전반

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일평균 최대 기온은

건기와 우기에 각각 3.5℃, 3-4℃까지 증가하고 강수량은 우기에는 최대

14%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기에는 북동부의 일부 지역을 제

외하고 최대 4%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잦아질 것으로 내다보았다(ICEM, 2015).

이러한 변화는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캄보디아 정

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제출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경우에 2080년의 농업 생산성은 현재의 40-70% 수준으로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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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기후변화가 완만히 진행될 경우에라도 20-60%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MoE, 2015).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캄보디아 해안 지역의 250-380 km2 가량이 침수될 수 있으며, 말라리아

와 뎅기열 등의 질병도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식량 안보,

재난에 대한 회복성, 보건 안보와 사회경제적 역량 등을 지표로 삼아 전

세계 국가의 적응역량을 측정한 TERI(2015)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전 세

계에서도 적응역량의 수준이 낮은 편으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캄보디아는 기후변화 발생에 기여한 바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는 기후부

정의의 현실에 처해있다.

2) 기후변화 주류화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의 높은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빈곤완화, 경제발전 등 국가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RGC, 2015). 이에 국가적 수준의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기

후변화 주류화 노력은 조직 체계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조직 체계

캄보디아의 기후변화 대응 조직 체계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

었다<그림 Ⅲ-3>. 캄보디아는 1992년과 2002년에 각각 UNFCCC와 교

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에 2002년에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

t)가 UNFCCC 국가연락기관(focal point)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3년에

기후변화사무소(Cambodia Climate Change Office)가 환경부 산하에 설

립되었다. 2009년에 들어 기후변화사무소는 기후변화국(Department o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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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te Change)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2006년에는 범분야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기후변화위원회(Nationa

l Climate Change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에 따라 국가기

후변화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계 정부부처의 고위급 정책입안자들로 구성

되었다.

출처: ICEM (2015)

<그림 Ⅲ-3> 캄보디아 기후변화 대응 조직 체계 변화

이후에 높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심화되는 환경 문제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캄보디아 정부는 환경 거버넌스 전반

에 대한 개혁을 결정하였다(UNE, 날짜미상). 그 결과로 2015년에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위원회(NCSD,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립되었으며 국가기후변화위원회는 NCSD에 흡수되었

다. 그리고 환경부에 있던 기후변화국이 NCSD 소속으로 옮겨졌다(ICE

M, 2015). NCSD의 위원은 이전의 국가기후변화위원회처럼 각 정부부처

및 기타 정부 조직의 대표급 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이전보다 그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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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더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

NCSD가 설립되기 이전에, 다른 한편에서는 녹색성장이 떠오르고 있

었다. 관련 정책들이 수립되는 한편 국가녹색성장위원회(National Counci

l on Green Growth)가 2013년에 설립되었다(Ek, 2013).5) 그러나 기후변

화와 녹색성장이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국가녹색성장위원회를 NCSD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이후에 국가녹색성장위원회는 실제로 NCSD로 통합되었다(CCC

A, 2014; ICEM, 2015)<그림 Ⅲ-3>.

(2) 정책

캄보디아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최상위, 차상위 정책으로 ‘사각전

략’과 ‘국가전략발전계획’을 들 수 있다. 사각전략에서는 국가 발전 전략

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전략발전계획은 사각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을 위한 로드맵이다.6) 2004년과 2006년에 처음 수립된 두 정책은 약 4년

을 주기로 개정·발표되어 현재는 두 정책 모두 3단계에 도달했다. 주기

적으로 개정되는 두 정책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

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008년에 발표된 사각전략Ⅱ은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사각전략Ⅰ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발표된 사각전략Ⅲ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사각전략Ⅰ, Ⅱ에서 4대 환경 중 하나였던 ‘호의

적인 거시 경제 및 금융 환경’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더해진 것이다

5)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녹색성장로드맵(National Green Growth Roadmap)’과 ‘녹색
성장에 대한 국가 정책(National Policy on Green Growth)’이 수립되었다.

6) 사각전략은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달성을 위한 4대 개혁 분야(부패 척결; 사
법 제도 개혁; 공공 행정 개혁; 국방 제도 개혁),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환경(평화,
정치적 안정, 안보, 사회 질서; 개발 협력;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유리한 거시
경제 및 금융 환경;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통합), 성장을 위한 4대 전략(농업 분
야 강화; 물리적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 개발; 민간 부문 개발 및 고
용)과 각 전략별 4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한다(RG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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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 2013). 이와 관련하여 사각전략Ⅲ에서는 “환경과 기후변화를 관리

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또 다른

과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녹색 성장 추

진, 기후변화 주류화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환경 및 생태계 오염 통제

를 위한 방안 도입 등의 조치 등을 통해 환경 관리의 측면도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발 방식을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2013년에는 국가기후변화위원회가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캄보디아 최초의 국가 수준 정책 문서인 ‘캄보디아 기후변화

전략계획 2014-2023(CCCSP, Cambodia Climate Change Strategic

Plan)’을 발표하였다. 국가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시민 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CCSP를

수립하였다고 밝혔다(NCCC, 2013). 또한 부문별 기후변화전략계획

(Sectoral Climate Change Strategic Plans, SCCSP)과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부문별 기후변화실행계획(Sectoral Climate

Chagne Action Plans, SCCAP)도 유관 부처에 의해 수립되었다.7)

이러한 변화를 거치며 사각전략과 국가전략발전계획의 개정시마다

‘기후변화’가 언급되는 횟수가 증가해왔다<표 Ⅲ-3>. 정책 문서상에 언

급된 특정 용어의 횟수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

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된 많은 변화들을 고려했을 때,

이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인식 변화 또는 대응 의지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언급하였듯이 국가기후변화위원회는 2015년도에 환경부 개혁을 거치며 NCSD로 개편
되었다. CCCSP와 일부 SCCSP, SCCAP는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시기에 수립되었지만
이러한 환경부 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SCCSP, SCCAP가 발표되고 있어 정책이 이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후변화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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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절대적인 지출액과 전체

공공재정 중 차지하는 비율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Ⅲ-4>.

이는 정책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 주류화 노력이 단순히 문서의 차원

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에 국제사회의 재정적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과 2015년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사용된 국내 재원이 각각 2,150

만 USD, 6,925만 USD으로 6년간 3배 이상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

다. 하지만 국외재원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한 차례 감소했던 시기

를 제외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5,700만 USD에서 15,475만 USD

로 증가하며 국내 재원보다 훨씬 더 급격한 증가폭을 보였다<그림 Ⅲ

-5>. 전체 기간을 통틀어 국외 재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원의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Ⅲ-3> 정책 문서 내 기후변화 언급 횟수

사각전략
(Phase)

횟수
국가전략발전계획

(해당 년도)
횟수

1 0 2006-2010 4

2 2 2009-2013 23

3 12 2014-2018 103

주: 문서에서 “Climate”이 기후변화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됨.
출처: RGC(2004; 2006; 2008; 2009;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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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EF(2017)

<그림 Ⅲ-4>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공공재정 지출 변화 추이

출처:MEF(2017)

<그림 Ⅲ-5> 기후변화 관련 재원 출처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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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학에서의 변화

캄보디아 환경부가 2002년 UNFCCC에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8) 왕립프놈펜대학(Royal Universityt of

Phnom Penh)의 환경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에서 ’

대기오염과 기후변화(Air Pollution & Climte Change Issues)’라는 주제

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함께 언급

되고 있는 왕립농업대학(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과 쁘렉리읍국

립농업대학(Prek Leap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에서도 기상과

관련된 강의에서 기후변화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로 밝히고 있다(MoE,

2002).

2001년을 전후로 지금까지 환경학과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U6는

2004년부터 ‘대기오염의 기초(fundamental of air pollution)’ 강의 중 한

단원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이를 캄보디아 최초의

시도였던 것으로 회고한다. U6는 해외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듬해인 2001년 기후변화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술위원

회에 참여한 경험을 계기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설계하게 되었다고 밝

혔다.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던 때에) 강의 자료도 구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때 막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내

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기

후변화 내용을 강의에 포함하게 되었어요...(중략)...캄보디아에서는 최

8)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정보를 담은 국가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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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였던 거 같아요. 당시 (이 분야의)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했고, 저는

좋은 기회로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으로 배웠어요.”(U6 인터뷰,

2017/05/19)

2001년부터 왕립농업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해 온 U3은 왕립농업대학

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 강의로서 전해진 시점을 2008년으로 기억

하고 있었다. U3 역시 2008년 당시의 해당 강의를 직접 가르쳤는데, 그

배경은 U6와 유사하다.

“2008년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학

보다 빨랐던 거 같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시작하였는데...(중략)...(당시

에는 수업 자료도 없었고 재정적인 지원 등도 전혀 없었지만) 개인적

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작했어

요...(중략)...2001년 기후변화국에서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 of Action)를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이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U3 인터뷰, 2017/05/01)

이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 독립적인 하나의 강의로서 다루어

지기 시작했다. 왕립프놈펜대학 지리학과(Department of Geography)의

U2는 2011년부터 1년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여 이듬해부터 학부생과

‘생물다양성 보전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스스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재 일어

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과 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했지만 학과 차원에

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원이 부재해서 진행을 못했던 것이고 제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캄보

디아로 돌아오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U2 인터뷰, 2017/04/26)

또한 왕립프놈펜대학 자원관리개발학과(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캄보디아공과대학(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의 농어촌공학과(Department of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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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등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강의들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는데,

개발파트너들의 지원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로 다음 절에서

다루었다.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강의 목록은 <표

Ⅳ-1>와 같았다.9)

눈에 띄는 큰 변화는 ‘기후변화 석사과정(Master of Science in

Climate Change)’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위 과정이 개설을 앞두고 있는

점이다. 이는 자원관리개발학과의 교원들에 의해 준비된 기후변화 전문

가를 양성하기 위한 캄보디아 최초의 석사 학위 과정이다. 이 과정은 풀

타임 학생을 기준으로 4학기(2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미 관련 분야에 진출해 있는 종사자들도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주

말 및 야간 강의도 마련될 예정이다. 첫 학기는 왕립프놈펜대학의 학기

제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 학기 등록금은 내국인의 경우, 2,000 USD, 외국인의 경우, 4,000

USD으로 책정되었다. 동일한 왕립프놈펜대학 내 다른 석사과정의 한 학

기 등록금이 약 250 USD인 것에 비해 등록금이 매우 비싼 편이다. 그러

나 자원관리개발학과 교원인 U4는 기후변화 석사과정은 학생들의 등록

금, 혹은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교원들에게 정

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다른 대학원 과정

의 경우에도 향후 등록금은 상향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U4 인터뷰, 2017/05/30). 현재로서는 미국의 NGO인 맥아더 재단

9) 환경과학과의 경우, 관련된 교원들이 학위 과정을 밟느라 오랫동안 캄보디아를 떠나
있었던 이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강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
는 것이 불가능했다(U6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U6는 인터뷰에서 환경과학과의
강의 중 ‘Fundamental of Air Pollution’의 한 단원으로 기후변화 기초 내용이 다루어
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Hygiene’, ‘Energy and Environment’, ‘Environmental
Economics’ 등의 강의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지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예상
하였다. 그러나 전자와 같이 한 강의에서 기후변화 내용을 간략히 다룬다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이와 유사한 모든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일관성을
갖기 위해 강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후자의 경우, U6가 오랫동
안 해외에 체류했던 점과 직접 담당했던 강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강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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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기후변화 관련 강의 목록

대학 학과 강의명 학점

왕립
프놈펜
대학

자원관리
개발학과

Ÿ Ecosystems and Climate 
Change

Ÿ Payment of Ecosystem 
Services

Ÿ Integrated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daptation 
Planning

3

지리학과 Ÿ Global 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
보전 석사과정

Ÿ Global Climate Change

왕립
농업
대학

농공학과 Ÿ Basic of Climate Change

수산학과 Ÿ Basic of Climate Change

농경제 및
농촌개발학부

Ÿ Economic of Climate Change

대학원 Ÿ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캄보디아
공과대학

농어촌공학과 Ÿ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2

출처: U2(2017/04/26), U3(2017/05/01), U4(2017/05/04) 인터뷰

(McArthur Foundation)에서 유일하게 학생 두 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 결정된 사실은 없지만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도 기후변화 석사과정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U4 인터

뷰, 2017/05/30). 한편, 환경부의 경우, 정부부처의 가용 재원이 부족한

까닭에 재정적 지원은 어렵지만 강의나 교재를 지원하는 등 다른 방향으

로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U4 인터뷰, 2017/05/30).

교육과정은 표 Ⅳ-2와 같다.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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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분야적인 특성은 다학제적 접근을 요구하므로 해당 과정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열려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

기 위한 예비과정(bridging course)이 마련되어 있다. 강의는 왕립프놈펜

대학의 교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정부, NGO, 타 대학 교원 등 다

양한 소속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할 계획이다(U4 인터뷰, 2017/05/4).

<표 Ⅳ-2> 기후변화 석사과정 교육과정

학기 강의명

예비과정

Ÿ General statistic for Climate Change

Ÿ Climate and Weather

Ÿ English for Climate Change

1

Ÿ Basic Science of Climate Change

Ÿ Tropical Meteorology and Climate Projection

Ÿ GIS and Remote Sensing in Climate Change

Ÿ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

Ÿ Research Methods in Climate Change

Ÿ Integrated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Adaptation 
Planning

Ÿ Climate Change Mitigation (REDD+ and CDM)

3

Ÿ Climate Modeling and GHG Inventory

Ÿ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Ÿ Energy and Climate Change

4

Ÿ Climate Change and Disaster Management

Ÿ Terrestrial Carbon: Modeling and Monitoring

Ÿ Climate Change: Politics and Governance

Ÿ Thesis

출처: 브로셔(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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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파트너의 개입

1) USAID

미국의 대표적인 원조기관 USAI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림 파

괴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까지 이르는 관계

에 주목하여 5년(2011-2015)간의 USAID LEAF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USAID LEAF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산

림 및 토지 관리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지속적으로, 또한 유의

미한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게끔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 관련 전문가들,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수행된 다양한 활동 중에는 미래의 기후변화 전

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 교육

과정 개발 프로젝트’도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태

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에 소재한 14개 대학에서 교수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직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물은 파워포인트 형태

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표 Ⅳ-3>.

<표 Ⅳ-3> 기후변화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 모듈

제목

모듈 1 Basic Climate Change

모듈 2 Social and Environmental Soundness

모듈 3 Low Emission Land Use Planning

모듈 4 Carbon Measurement and Monitoring

출처: USAID LEAF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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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는 왕립프놈펜대학과 왕립농업대학의 교원들이 이 프로

젝트에 참여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립프놈펜대학의 자원관리개발

학과 소속 교원들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기후변화 관련 강의 개설의 직접

적인 계기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것에 깊이 관여

하지는 않았어요. 이후 2009년부터는 관련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 내용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어

요.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에요...(중

략)...2013년에 USAID LEAF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관련 강의

들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USAID에서도 이런 활동을 장려하였고

요.”(U4 인터뷰, 2017/05/04)

그 결과로 자원관리개발학과 내에 표 IV-1에 표시된 강의들이 개설

되게 되었고, 또한 보다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기후변화 석사과정

까지 개설하게 된 것이다.

USAID LEAF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이 기후변화 관련 강의 개설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 U4와는 달리, 기후변화 교육과정 개발 프

로젝트에 참여하는 시점에 이미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왕립프놈

펜대학 지리학과와 왕립농업대학에서 참여한 교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개발파트너들의 프로젝트들에 참여해보면 대부분 이미 제가 알고 있

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새로운 것은 많지 않아요. 가끔, 예를 들면, 모

니터링 툴 사용법과 같은 내용은 저한테는 꽤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

렇지만 기후변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

었어요.”(U2 인터뷰, 2017/04/26)

“저는 당시에 세계은행이 지원을 받는 또다른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둘 다 기후변화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는 캄보디아에 초점을 두었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태평

양 지역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USAID LEAF 프로그램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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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U3 인터뷰, 2017/05/01)

2) 세계은행

한편, 왕립농업대학을 필두로 총 7개의 서로 다른 농업대학에 기후변

화 관련 강의가 도입되는 데에는 세계은행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세계은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를 지원하여 캄보디아 고등교

육의 질과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HEQCIP(Higher Education Quality

and Capacity Improvement Project)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

트는 ‘고등교육시스템 거버넌스와 역량 강화’ ‘경쟁력 있는 발전과 혁신

을 위한 보조금 지급’,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프로젝트 관

리, 감독, 평가’의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 중 ‘경쟁력 있는 발전과 혁신을 위한 보조금 지

급’ 분야를 통해 캄보디아 최초의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MoEYS, 2015).

“프로젝트는 정부가 아닌 우리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세

계은행에서 제안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

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총 60개의 제안서 중에서 8개만이 선정

되었어요.”(U3 인터뷰, 2017/05/01)

왕립농업대학의 U3는 기후변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캄보디

아 농업 대학을 위한 기후변화 통합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

였고, 세계은행으로부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왕립농업

대학의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대신에 다른 대학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왕립농업대학을 포함한 7개

대학에서 프로젝트 참여할 교원을 약 4명씩 모아 팀을 꾸렸다. 이들은

함께 농업 대학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논의하며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4개의 모듈을 개발하였다. 왕립농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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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팀원들이 기후변화 관련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역

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모

든 팀원들이 일정 부분씩 책임을 지고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교과서를 집

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세계은행의 지원이 끊어

졌음에도 왕립농업대학을 포함한 7개 대학에서는 그 경험과 모듈을 활용

하여 기후변화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표 IV-4).10) 최근에는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학생들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교과서를 캄보디아어로 번

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번역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완성된 교과서는 7개 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농업

대학에도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U3 인터뷰, 2017/05/01).

10) 이는 왕립농업대학을 제외한 6개 대학의 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U3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표 Ⅳ-4> RUA 프로젝트 관련 정보

참여 대학

Ÿ Prek Leap National School of Agriculture

Ÿ University of Battambang

Ÿ Kampong Cham National School of Agriculture

Ÿ Mean Chey University

Ÿ Svay Rieng University

Ÿ Chea Sim University of Kamchaymear

개발 모듈

Ÿ Module 1: Basic Climate Change

Ÿ Module 2: Climate Change Adaptation

Ÿ Module 3: Climate Change Mitigation

Ÿ Module 4: Legal Framework of Climate Change

출처: U3 인터뷰(2017/05/01), MoEY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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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개발은행

캄보디아공과대학 농어촌공학과의 경우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물 분

야 정책 및 제도 개혁과 역량 개발 지원(Supporting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s and Capacity Development in the Water Sector)’

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진 기술원조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강의가

도입되었다. 해당 사업의 핵심 목표는 수자원기상부의 역량 강화였는데,

여러 가지 하위 활동 중에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 포함되었다(Wood,

2015).

아시아개발은행은 캄보디아공과대학 농어촌공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국내·외의 수문기상학자, 수자원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으

로 이루어진 컨설턴트를 파견했다. 이들은 해당 학과 교원들과 함께 교

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5개의 새로운 강의가 개설되었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방안에 대한 강의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교원 연수도 함께 진행하였다. 새로운

강의는 2015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첫 해에는 싱가포르국립대학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2주간 싱가포르국립대학을 방문하여 교원 연

수를 받은 이후인 이듬해부터는 캄보디아인인 해당 학과의 교원이 직접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11) 해당 학과 교원인 U5는 다음과 같이 농어촌공

학과 자체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 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

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전하였다.

“우리도 마침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 개설에 관심을 갖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중략)...보통 강의 개설은 해당 강

의를 맡게 될 교원이 직접 하게 돼요. 그럼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

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아시아개발은행의 도움을 받을

11) 해당 강의는 단 1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방문 교수가 전체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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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어요...(중략)...아시아개발은행이 컨설턴트에게 급여를 주니까

그들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U5 인터뷰,

2017/05/04)

3. 부족한 정책적 뒷받침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주류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에서 정부와 대학은 어떻게 협력, 또는 정부가 대학을 어떻게 지원해

왔을까?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정책으로는 교육부에서 수립하여 2013년,

2014년에 발표한 ‘교육 부문 기후변화전략계획(Climate Change

Strategic Plan for Education, 이하 ’CCSPE‘로 표기)’과 ‘교육 부문 기후

변화실행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 for Education, 이하

’CCAPE’로 표기)’이 있다.

CCSPE는 교육부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

에게 전하고자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

나 기존의 교육과정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핵심 문서”이다(MoEYS, 2013). 그렇지만 본문을 살펴

보면, CCSPE는 대학을 제외한 초·중등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대학에서의 기후변화 교육

에 대한 지침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CCAPE에는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실행계획이 존재한

다. CCAPE는 CCSPE의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되었는데 4

개의 전략과 7개의 실행계획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각각의 실행계획

에 대한 해당 실행계획의 필요성, 구체적인 활동, 예상 결과, 평가 기준,

실행 기관 및 기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예상 비용, 가능한 자금 출처,

실행 기간 등의 세부 내용(Action Fiche)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전략 1에 해당하는 3번 실행계획이 ‘대학 및 센터에서의 기후



- 40 -

변화 교육과정 및 연구 촉진’이다<표 Ⅳ-5>.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이 계

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책임 기관은 교육부의 고

등교육국(Higher Education Department)와 교육과정개발국(Department

of Curriculum Development)이며, 환경부 등은 연관 기관으로만 명시되

어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325만 USD로 책정되어있는데 전체 7

개 실행 계획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로 책정되었다<표 Ⅳ-5>. 재원 조

달 방안으로는 정부, 공동 기금(pool funding), 다자간 기후기금, 양자간

원조 등이 언급되었다(MoEYS, 2014).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학 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 교원들은 입을 모아 기후변화 관련 강의를 시

작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

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CCAPE의 예산안과 정부의 예산 편성은 별개

의 것이며,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

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자체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고는 해요. 환경부에

서 교육부에 CCSPE, CCAPE 실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

어요. 그런데 해당 예산은 에코스쿨(Eco-school)12)이라고 하는 고등학

교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교육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사용

되고 있고요...(중략)...CCAPE의 실행계획마다 예상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산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

요.”(EDU1 인터뷰, 2017/05/29)

또한 대학 교원들은 해당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도 배제되었다.

CCSPE와 CCAPE의 작성의 권한은 교육부의 교육과정개발국에 있었다.

이들은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 컴퓨터위원회로 구성된 자체적인 위원회

를 꾸렸다. 그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위원회는 EDU가 인터뷰에

서 끝내 기억하지 못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

12) 10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더 많은 고등학교로, 또한 중학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U2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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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발국에서 4명, 고등교육국과 기획국(Planning Department)에서 1

명씩 참여하였다. 기술위원회가 조직된 이후에 이들은 약 1년 동안 한

달에 두 번 꼴로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 수립시 반영해야 할

관련 정부 문서와 필요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수집, 분석하

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유관 정부부처, 국제기구의 관계자들과의 자

문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책을 완성하였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 배운 적은 없어요. 대부분 교육, 정책 등에

배경이 있어요. 그래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

여 계획을 수립하였어요... (중략)... 초안을 작성한 후에 여러 전문가들

의 자문을 구했는데 대학 교원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중략)...우리는

정책적 업무를 보고, 대학은 실행을 하는 곳이니까요.” (EDU1 인터

뷰, 2017/05/18; 2017/05/29)

“CCSPE 수립과 관련해서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그런 요

청이 있었다면 저는 흔쾌히 참여했을 것 같아요.” (U3 인터뷰,

2017/05/01)

대학 교원들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부족한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춘 집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

항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핵심관계자이다. 그러나 EDU는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각각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분리·한정시키고 있었으며, 그 결과

대학 교원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제 현장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부는 대학 교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있는 듯

하다. 교육부의 에코스쿨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고등학생을 위한 기후변

화 교과서는 대학 교원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이후 이를 학생들에게 가

르치게 될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이들이 진행할 예정이

기 때문이다(EDU2 인터뷰,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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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CCAPE 매트릭스

구분 내용
예상 비용
(1,000� USD)

전략1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능력(resilience 
capacity) 구축을 위한 교육 정책 및 계획 개선

실행

계획

1.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교육 정책, 분석,
연구 및 기획 개발

800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 기획 및 효과성 모니터링을 
위한 MoEYS 내 관련 부서의 역량 강화

900

3. 대학 및 센터에서의 기후변화 교육과정 및 연구 
촉진

3,250

전략2 정규 교육에서 기후변화 과목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

실행

계획

4.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육 방법, 도서관에 
기후변화 주제 포함되도록 개선

2,000

전략3
비공식 교육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기후변화 주류화 촉진

실행

계획

5. 비정규 교육 및 승려 학교의 교육과정에 
기후변화를 통합하도록 개선

950

전략4
녹색 개념과 기후변화에 안전한(climate proof) 학교, 
대학 및 교육 시설을 장려

실행

계획

6. 기존의 혹은 계획되어 있는 학교 및 대학 인프라의 
기후 내성화 및 개보수 촉진

1,950

7. 학교 및 대학 건물과 디자인에 녹색 성장 개념 및 
저탄소 개발의 통합

759

출처: MoEY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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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및 어려움

“이론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이

론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무엇인가 해 볼 수가 없어요...(중략)...예

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데리고

실제 현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U2 인터

뷰, 2017/04/26)

U2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이론 위주의 강의를 할 수 밖

에 없는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캄보디아의 만성적인 재정 결핍은

다른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그림Ⅲ-4와 같이 캄보디아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재정 지출은

그 절대적인 규모나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재정지출액 중 교육부에서 사용한 비율은 0%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

나 통계 수치로 잡히지 않을 만큼 미미한 액수였다<그림 Ⅳ-1>. 대학이

나 학과에 따라 농림부, 수자원기상부와 같은 유관부처에서 재정적 지원

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에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미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파트너의 재정적 지원이 정부의 재정 결핍을 보완하지만, 한편으

로는 교육부의 CCSPE, CCAPE 수립시 대학 교원이 배제되었던 원인을

개발파트너에게서 찾아 볼 수도 있다.

“정책 초안이 완성된 뒤에 자문 회의를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

거든요...(중략)...개발파트너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요구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어요.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부터 꾸준히 자문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ENVI 인터뷰,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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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발파트너의 입장에서 타임라인을 정해주는 것

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지만, 실행 기관

의 역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설정된 일정은 완료된 사업의 개수

는 늘릴 수 있더라도 그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MEF(2017)

<그림 Ⅳ-1> 2015년 정부부처별 기후변화 관련 재정 지출 비율

캄보디아 대학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강의가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으로 교육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나중에는 기후변화 관련

강의가 왕립농업대학 내 모든 학과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U3

의 희망사항은 선진화된 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달리 아직까지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부재한 캄보디아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반영한다(U3 인터뷰, 2017/05/17). 같은 학과의 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하나

의 강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공필수 강의 목록

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당연히 다른 학과나 다른 학교의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도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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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관심에 따라 다른 학과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면,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강의만 개설되더라도 해당 대학의 모든 재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렇지 않은 캄보디아 대학에서는 동일한

강의라도 각각의 학과에 따로 개설해야한다. 각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들을 양성하기에도 많은 노력이 들뿐더러 전공필수와 같은 의

미를 갖는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절차들이 수반된다. 더

욱이 캄보디아는 대학 교원이라고 할지라도 보수가 매우 낮아 생계를 잇

기 위해서 출강을 나가거나 컨설턴트 업무를 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학 교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교원들의 관심의 정도를 기후변화 교

육 확산의 큰 어려움이라는 U4의 지적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U4 인터뷰, 2017/05/30).

5. 소결: 행위자별 역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비교적 최근에야 직면하게 된 문제이기 때

문에 교육 수준이 낮은 캄보디아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은 국외 전문가들

에 대한 의존성이 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은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현지 대학 교원에 의해 진행되

어왔다. 대학에서 교원이 교육과정을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당연한 명제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발견인 까닭은 캄보디아

의 내생적인 역량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은

종종 대학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이루어져왔다. 일부 대학 교원은 교육부

의 에코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사용될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이후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고등학

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EDU2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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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또한 U3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1-2주 정도의 단기연수를 진행하고 있다(U3 인터뷰,

2017/05/01). 이처럼 기후변화 교육에 있어서 대학 교원의 역할은 대학을

넘어 국가 전반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학 교원만큼 개발파트너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후변화 교육이

기후변화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던 2000년대를 지나 기후변화

라는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개설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원조 등의 형태로 늘 개발파트너의 지원이 동반되

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파트너의 역할을 기후변화 교육 분야에서

의 직접적인 활동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소평가가 될 수 있다.

캄보디아 대학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의 대학 교

원들이 개발파트너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국가보고서

또는 NAPA의 수립 과정이나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

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U3 인터뷰,

2017/05/01; U4 인터뷰, 2017/05/04; U6 인터뷰, 2017/05/19).

그러나 정부의 경우, CCSPE, CCAPE 등 정책의 수립 과정과 재정

지출 현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역할이 아직

까지 미미하다. 오히려 대학 교원들이 교육부의 에코스쿨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집필하고,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진행하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학의 지원을 받는 편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석사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은 못하더라도 초청 강의나 강의자료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

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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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는 캄보디아 대학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시작되고 확산되어 가

는 추적하여 핵심관계자인 정부, 대학, 개발파트너들의 역할을 분석해보

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을 전후로 개정된 사각전략Ⅲ, 국가전략발전계획 2014-2018이

발표되면서 캄보디아 정부의 기후변화 주류화 노력이 눈에 띄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은 국가보고서, NAPA와 같이

UNFCCC 회원국으로서 캄보디아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대학 교원들에 의해 그보다

앞선 2000년대부터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기후변화 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강의로서 다루어지지 못했으며 강의 중간에 개념을 소개하는 정

도에 그쳤다.

이후,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파트너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개발파트너들은 대학 교원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

록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하였으

며, 이들이 기후변화 교육을 해나갈 수 있게끔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개발파트너의 지원을 받으며 캄보디아 대학에서는 2013년을 전후로 기후

변화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강의들이 개설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기후

변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도 개설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비슷한 시기에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정책인 CCSPE,

CCAPE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의 기후변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대학 교원들이 고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대학 교원이 정부를 지원하는 편에 서있다.

캄보디아와 같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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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연구를 통해 대학의 기후변화 교육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온 것은 국외의 전문가들이 아닌 국내 대학 교원이란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캄보디아의 내생적인 역량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

만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임에도 기후변

화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미미하여 개발파트너들의 지원의 중요

성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캄보디아를 사례국가로 선정하여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대학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

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교육

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통한 학생들의 지식 또는 의식의 변화 등까

지 살펴보지는 못하였는데, 효과적인 개발도상국 지원 활동을 위해서는

이처럼 교육이 사회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개발도상국

이 외부의 단기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은 역량개발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정부로서는 당장에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두고 비교적 효과가 느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교육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에는 전 세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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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resulting damage are

intensifying. Developed countries have accumulated current wealth by

emitting greenhouse gases that generate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developing countries are exposed to significant damage from

climate change, even though they haven't emitted much greenhouse

gases. Therefore, developed countries are oblig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focused on education, ie, climate change education, as a

way to develop capa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o contribute to finding better ways to support climate

change responses in developing countries. Cambodia, on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has

been selected as a case stud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universities and development partners, who are key stakeholders, has

been analyzed by tracking the process of the beginning and spreading

of climate change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university's climate change education

has been started and operated by domestic university professors

rather than external experts. Also, a new Master program called

Master of Climate Change which is a new change in Cambodia

appeared. The support of development partners in financial support

and technical assistance played a major role in promo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Cambodia. Development

partners have also contributed on raising interest of climate change in

a small number of university faculty who are currently leading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Cambodia. The

Ministry of Education, Youth, Sports has established a separate policy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but at present it is focusing on climate

change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an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little support for universities' education on climate change.



However, this study have not been able to examine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current climate change education at universities, or

the change of students' knowledge or consciousness through them.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more studies about

the actual effects of education on society are needed.

u Key Words: Climate Change, Capacity Development, Climate

Change Education, Cambodia

u Student Number: 2015-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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