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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후변화는 실재하는 것이며 또한 인간의 행
위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증거가 점차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가자, 국
제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행해야 할 정치적 대응을 규정한 국제적 규범이자, 제도이
자, 틀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이는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높은 비
용이 들어가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
성원들이 합의하여 원칙과 목표를 수립하고, 규칙을 제정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 기제를 고안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 대응 결과물로
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교토의정서상의 기후변화 대응 요구에 직면한 국가행위자들은 자신
들이 위치한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각각 상이한 형태로 대응 정책을 수
립․형성했다. 국가 대응의 정책적 유형을 결정한 조건들은 크게 경제적
이익, 정치제도, 외부압력 인식, 정책결정자의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의 상이한 입장을 각기 대표하는 영국, 미
국, 한국이라는 세 나라가 이러한 네 개의 국가적 조건들에 따라 어떻게
각각 주도형, 거부형, 수동형이라는 대응 유형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탐
구했다.
영국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사안의 주도자로서, 대외적으로는 의제
의 형성 및 확산 과정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대내적으로는 가장
선구적인 국내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주었다. 기후
변화 의제의 형성 초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이유
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거부한 영국이었지만, 점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이익과
외부적인 요구를 조화시켜 나갔다. 영국의 ‘주도형’ 대응정책을 형성시킨
국내적 요인들은 전력사업 민영화로 인한 부수효과, 최고지도자 및 내각
의 의지와 추진력, 권력융합형 정부 형태에 따른 정책 시행의 용이성,

국제사회에서의 사안 주도권 확보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기후변화 의제의 형성 초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대응의 원칙과 시행방안의 정
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 국가이익
의 저하, 개도국 의무면제를 이유로 협조 및 참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거부형’ 대응을 형성시킨 국내적 요인들
로는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산업계의 강력한 로비 능력, 권력분립형 정치제도에 의한 의회의 행정부
견제, 연방정부만이 보유한 외교적 권한, 최고지도자의 반기후변화정책
적 성향, 개도국 감축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대응방안에 대한 불만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국제기후변화 협상장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의무
를 면했지만, 선진국 클럽인 OECD의 가입국이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산업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강하
게 요구받아 왔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피할 수 없
다고 판단한 한국은 자발적인 방안으로 제도 및 정책 부문에서 협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외교적으로도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제적 사안에 대응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
지만 교토의정서 발효 전까지 한국의 전체적인 대응 행태는 국가이익에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방어적 노력에만 그치는 수동적인 면
모를 보여 왔다. 한국의 ‘수동형’ 대응을 형성시킨 국내적 요인들로는 에
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른 관료정치적 갈등, 진보적 성향의 최고지
도자, 감축의무를 면제받은 개도국 신분이면서도 OECD 가입국인 중견
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국내조건, 영국 기후변화정책(주도
형), 미국 기후변화정책(거부형), 한국 기후변화정책(수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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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기후변화와 국가 대응의 문제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놀라운 수준
의 번영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인간이 행해온 활동들은 지
구의 대기, 대양, 대지, 그리고 생명체에 영향을 미쳐서 기후의 변화를
야기해왔다. 그 주범은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격
한 증가였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은 인간 경제 활
동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지금까지와 같은 온
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지구적 차원의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경고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처음
에는 일부의 과학자들만 주장했던 기후변화 사안은 점차 과학적 확실성
과 도덕적 중요성을 확보해가면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정치
적 의제로 부각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더 자세한 과학적 규명과 더불어 전지구적 차원의
정치적․정책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제사회는 이를 위
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창설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이 확보되었고, ‘기
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의 설립에 따라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
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UNFCCC에 모인 국가들은 1995년 이래 매년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거치며 특정한 감축기간 내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을 공약했고, 이를 위한 국내정책을 수립할
것을 결의한 후 그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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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했다. 이로부터 UNFCCC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이 이루어져 교토의
정서가 발효되기까지 7년 이상의 갈등과 논란을 거쳐야만 했지만, 결과
적으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의제를 규범화시키고 정책, 제도, 법 등의
수립을 통한 국가행동 변화를 촉구하는데 성공했다.
1997년에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
처하기 위해 국가가 행해야 할 정치적 대응을 규정한 국제적 규범이자,
제도이자, 틀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특히 의무감축을 부여받은 선진국들
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된 목표 및 방식에 광범위하게 합의했으며, 이로
부터 비롯된 국내적 완화정책 및 시장 메커니즘의 발달은 기후변화에 대
처하기 위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교토의정
서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끼쳐온 인간의 악영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작
은 첫걸음이었지만, 미국의 거부를 비롯하여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
는 개도국들인 중국, 인도 등의 감축의무 면제로 인해 발효 이후에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대응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원칙과 목표를 수립하고, 규칙을 제
정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이행 기제를 고안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기후
변화 대응 결과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교토의정서가 부여한 이행
의 틀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교토의정서에 대한 각 국의 반응은 경제
적 이익, 정치제도 및 정책결정구조,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국가의 인
식, 정치지도자의 특성 및 의지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
고 이러한 국내적 조건들의 차이점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국가이
익의 규정, 기후변화협약 참여의 의지, 국내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
책의 수립의 면에서 국가별 특수성이 드러났다. 어떤 국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여
대내적으로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외적으로
는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반면 어떤 국가는
국제기후변화규범에 맞춰 국내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이익
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선을 취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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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에 순응하지 않
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다른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이익의 정도
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 결과 국제적인 대응 방안의 형성 추이를
지켜보면서도 대내적·대외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지켜보는 입장을 택했다.
이렇듯 국가는 국제사회라는 외부로부터의 당위적 압력에 직면할
때, 스스로가 지닌 내적조건들의 결합에 따라 각기 특수한 형태의 대응
유형을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상이한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대응 유형을 만들어내는 내적조건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대응 과정 및 결과를 비교 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
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요구에 직면한
국가들이 어떠한 내부적 조건들의 차이에 따라 어떤 합의 및 갈등의 과
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된 대응 정책을 유형별로 도출하는
지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경험적 사례연구를 위해 선정한 국가는 영국, 미국, 한국의 삼국이
다. 분석 대상 부분에서 후술하겠지만, 삼국은 공히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큰 이해관계를 지닌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국가들이자 세계 15위
안에 들어가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국들로서, UNFCCC에서 교섭단체
로 인정받은 각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행위자들이다. 기후변화 대응이라
는 중차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직면한 삼국은 각기 다른 내적 조건들에
따라 상이한 대응 과정과 결과를 드러냈다. 영국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
을 수립하고 받아들여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주도자의 역할을 했
고,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응책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
친 미국은 결국 국제사회가 결정한 방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거부자가
되어 이의 소멸까지 초래할 뻔 했으며, 개도국 자격을 인정받아 감축의
무는 면제되었지만 선발개도국의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UNFCCC 가입
부터 교토의정서 발효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동형의 대응 유형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삼국의 경험적 사례를 상세히 검토함으
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의제 부각과 이에 대한 국가 대응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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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의 검토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련의 연구자들은 환경파괴의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려 왔다.1) 그들은 인간 사회가 생태적인 제한에 의해 구
속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환경오염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결국 사회
및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무
분별한 경제개발이 야기할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간 사회의 발전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자 브라운(Lester R. Brown)의 작업2)
을 필두로 하여 환경 의제는 정치적인 안보 문제와 결합되기 시작했다.
브라운은 석유의 고갈, 토양의 침식, 삼림의 파괴, 기후의 변경 등으로부
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군사비를 삭감하
여 환경보호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고 약
화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후 1990년대의 안보연구자들은
환경파괴를 안보위협으로 개념화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환경과 안보를
결합한 다양한 사례의 규명 및 연구를 통해 환경을 안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3)
1980년대 말부터 국제관계학계에서는 안보 개념을 확장시키는 작
업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 의제를 국제관계학의 논의 속으로 끌어들여 발
전시키는 연구를 해왔다. 특히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사안이 전지
구적인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

1) Rachel Carson, Silent Spr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2);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No. 3859 (December 13 1968); Paul R.
Ehrlich, The Population Bomb (San Francisco: Sierra Club, 1969); Donella H. Meadows
(ed.),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New York: Universe Books, 1972).
2) Lester R. Brown, "Redefining National Security," Challenge, Vol. 29, No. 3 (July/August
1986).
3)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L. Rienner, 1991); Norman Myers, Ultimate Security:
The Environmental Basis of Political Stability (New York: W. W. Norton, 1994); Peter
H. Gleick, "Environment and Security: The Clear Connection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7, No. 3 (199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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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중에서도 코헤인(Robert O. Keohane)이 주창한 신자유주의적 제
도주의는 국제환경정치학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결과적으로 적
절한 국제제도의 설계를 통한 환경협력의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코헤인은 제도가 국가 간의 정보의 흐름
과 협상의 기회를 높여 주고, 다른 국가가 국제조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함과 동시에 자국의 조약 이행능력을 제고하게 하며, 국제조
약의 견고성에 대한 기대 및 신뢰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무정부상태인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제 문제들을 해소시켜 국가 간 협력을 촉진시킨
다고 주장했다.4) 이러한 생각에 따라 여러 학자들은 다자적 환경협약
등의 제도적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환경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5)
하스(Peter M. Hass)의 작업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계열에서
나온 독특하고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며, 기후변화 의제에 있어서도
함의점을 지니고 있다. 하스는 지중해 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레
짐에 관해 연구하다가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개념을 고
안했고6) 몇 년 뒤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인식공동체’를 ‘특
정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지녔고, 그 분야 혹은 사안
영역 내에서 정책 관련 지식에 관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프로들의 네
트워크’라고 정의했다. 만약 불확실한 지식이 생겨나 국가가 적절한 판
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국가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만한 과학적 정보
를 필요로 한다. 이 때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집
단인 인식공동체는 정보와 자문의 주요한 공급원으로 기능하여, 국가의
최고결정자 및 관료집단은 그 영향을 받아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식공
동체의 견해를 국제정치적으로 확산 및 제도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7)
4)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1989), p. 2.
5) Peter M. Haas, Rober O. Keohane, Marc A. Levy, Institutions for the Earth: Sources of
Effect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Cambridge: MIT Press, 1993);
Lawrence Susskind, Environmental Diplomacy: Negotiating More Effective Global
Agreem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6) Peter M. Haas, "Do Regimes Matter? Epistemic Communities and Mediterranean
Pollution Control,"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3, No. 3 (Summ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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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스의 연구는 가치와 믿음을 공유하고, 정확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의 집단인 인식공동체는, 어떠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
음을 드러내어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하고, 그 사실에 정치적인
힘을 부여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식공동체
연구는 기후변화 사안의 전지구적 확산과 관련하여 IPCC와 국가 내부의
과학자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다자적 환경협약과 인식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국제적인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킨 이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제도를 통한 대응책을 모색한 몇몇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루터바허(Urs Luterbacher)와 스프린츠(Detlef F. Sprinz)의 편저는 기
후변화 이슈를 레짐으로 인식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시선을 유지하
면서, 기후변화협약이 레짐으로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가 보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8) 또한 앨코비(Asher Alkoby)
의 논문9)은 기후변화레짐의 발전에서 개인․시민단체․과학자공동체 등 비
국가행위자의 역할을 다룬 작업이다. 그는 국제법의 순응이론과 국제관
계학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및 구성주의의 여러 성과들을 조합하여
국제환경레짐에서 비국가행위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는데, 특히 교토의정
서의 채택에 비국가행위자가 기여한 부분을 잘 포착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및 인식공동체론을 넘어서 기후변화 사안과
국제관계학의 여러 이론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들도 나타났다. 패
터슨(Matthew Paterson)은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인식공
동체론, 그리고 역사적 유물론을 통해 당시 새롭게 부각된 지구온난화
사안을 조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10) 하지만 전통적 안보 개념을 중

7) Peter M. Haas (ed.),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Winter 1992), pp. 3-4.
8) Urs Luterbacher and Detlef F. Sprinz (ed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lobal Climate
Change (Cambridge: The MIT Press, 2001).
9) Asher Alkoby, "State and Non-State Actors in the Climate Change Regime: The Power
of Legitimacy among Actor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stitutions,"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s in the University of Toronto, 2001.
10) Mattew Paterson, Global Warming and Global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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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신현실주의는 기후변화에 따른 전지구적 위협의 문제에 큰 관심
을 기울이지 않았고, 역사적 유물론은 기후변화를 야기한 선진국의 윤리
적 책임 규명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은 측면이 많다. 신자유주의적 제도
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는 논의를 도출해낸 이들은 국제법과 국
제관계학의 구성주의 학자들이었다.
국제법학자들의 작업 중에서는 와이스(Edith Brown Weiss)와 제
이콥슨(Harold K. Jacobson)의 저술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이들의 편저는 5개 사안(자연유산, 동식물종, 열대우림, 해양오염, 오
존층)의 보호를 규정한 국제환경조약에 대한 9개 국가(브라질, 카메룬,
중국, EU, 헝가리,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의 수용과 순응의 사례를
다룬 방대한 연구서다.11) 여기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빠져있지만, 국
제환경조약들이 국내정치와 맺는 관계를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정밀하게
조사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이후 와이스는 후속작업12)을 통해
국내정치의 어떤 요소가 국제환경조약의 수용과 내재화에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그녀는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관계, 국가적 평판에 대한 고려, 기존에 국내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회적
규범, 비용편익적 분석,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공포, 국내제도라는 6개
변수의 차이가 국가의 국제환경조약에 대한 순응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
장했다.
한편, 구성주의자들은 국제규범으로서의 기후변화 의제에 주목하여
‘어떤 행위자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집단적인 기대’13)로서의 규범이 국
가 속으로 침투하여 국가들의 행동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국제기후변화규범, 구성주의, 그리고 국가 수용의 문제를 연결한
11) Edith Brown Weiss and Harold K. Jacobson (eds.), Engaging Countries: Strengthen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ccords (Cambridge: The MIT Press,
1998).
12) Edith Brown Weiss, "Conclusions: Understanding Compliance with Soft Law," in Dinah
Shelton (ed.), Commitment and Compliance: The Role of Non-Binding Norms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3)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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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스(Loren R. Cass)의 저술이다. 그는 미
국과 EU의 기후변화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국제규범과 국내조건
의 이익 불일치에 따른 국가의 국제규범 거부로 설명하고 있다.14) 카스
는 미국과 EU의 두 대표국인 독일 및 영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이 세
나라의 기후변화정책이 외부의 기후변화규범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해갔
는지를 역사적으로 서술했다. 그 결과 미국과 EU가 모두 정치적 공약
차원에서만 국제기후변화규범의 문제를 인식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세
나라 모두 기후변화규범의 수용에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들의 비교가 아니라 단일 국가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규범과 국
가정책의 문제를 다룬 구성주의적 연구들도 존재한다. 번스타인(Steven
Bernstein)15)은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대응 사례를 다루면서, 교토의정서
에 의해 구체화 된 국제규범이 캐나다의 국내정책적 변화를 야기하는 과
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번스타인은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까지 기후변
화 대응을 주저하던 캐나다가 기후변화 대응책의 제도화 및 시장 메커니
즘 도입을 계기로 적극적인 국내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스티븐슨(Harley Stevenson)16)의 연구 역시 한 국가(인도)
의 기후변화정책 형성 과정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규범이 형성 및 확산되었고, 이것이 인도의 세 가지
국내적 조건들인 물질적 조건, 사회적 구조, 그리고 환경외교정책결정자
들에게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인도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교토의정
서 상으로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개도국이기에, 외부의 비구속적인 압력
에 의해 내부적인 조건을 거쳐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은 국가

14) Loren R. Cass, The Failure of American and European Climate Policy: International
Norms, Domestic Politics, and Unachievable Commitmen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15) Steven Bernste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Framing of Domestic Policies: The
Kyoto Protocol and Canada's Response to Climate Change," Policy Sciences, Vol. 35,
No. 2 (June 2002).
16) Harley Stevenson, "India and International Norms of Climate Governance: A
Constructivist Analysis of Normative Congruence Building,"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7, Issue 3 (Jul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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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성 요인의 흥미로운 사례이다. 페틴저(Mary E. Pettenger)의 편
저는 구성주의와 기후변화를 연결시켜, 국제규범과 담론의 측면에서 기
후변화문제를 분석한 작업이다. 여기서 그녀는 EU, 일본, 미국에서 기후
변화규범이 국내로 전파되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17) 스토에바(Preslava
Steva)의 연구는 인권(고문금지), 산업(의약계 지적재산권), 환경(기후변
화)의 세 가지 국제규범이 국제사회에 전파되는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그녀는 구성주의의 국제규범 논의와 지식사회학을 활용하여, 세 가지 상
이한 국제규범이 모두 동일한 과정을 통해 국내로 전파된다는 것을 주장
하고 있다.18)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제도의 설계,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
는 인식공동체의 역할 규명, 그리고 기후변화 의제의 규범화에 이르기까
지, 국제관계학의 연구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다양
하고도 적실성 있는 진단 및 처방을 도출해왔다. 하지만 국제환경정치학
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한 부분은 국가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몇
몇의 학자들은 기후변화와 국가의 정치적 대응의 특징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국가들의 내적 조건 차이에 따라 상이한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본 논문과도
그 의도를 같이 하는 대표적인 연구들인 바, 다음의 저술들을 우선적으
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연구19)는 기후변화 문제를 철저한 정
치적인 사안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기후변
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정치이며, 이를 위해 각 국 정부는 책임
감을 갖고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책임국가론’을 주
창한다. 그의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을 비교․서술하고 있고, 향후 고려해야 할 여러 정책
적 조언도 빼놓지 않고 있다.
17) Mary E. Pettenger (ed.), The Social Construction of Climate Change: Power,
Knowledge, Norms, Discourses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7).
18) Preslava Stoeva, New Norms and Knowledge in World Politics: Protecting Peopl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19) Anthony Giddens,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Poli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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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슨(Kathryn

Harrison)과

선드스트롬(Lisa

McIntosh

Sundstrom)의 편저20)는 기후변화에 관한 비교정치의 영역에서 최근 나
온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한 9명의 연구
자들은 이익, 관념, 제도라는 3개의 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EU, 미
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이라는 7개 기후변화 주요 당사국
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고찰했다. 이들은 경제적 비용, 선거에 따른
인센티브, 최고지도자의 공약, 녹색당의 유무, 시민사회의 의식 등을 기
준으로 삼아, 기후변화라는 국제적 영향력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상이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슈럴스(Miranda A. Schreurs)의 연구21)는 일본, 독일,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가 심화된 국가들의 환경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그
녀는 산성비, 오존층, 기후변화의 세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삼국의 정책
을 비교하며, 삼국에 존재하는 환경운동 및 환경단체의 상이한 특성에
따라 국가적 대응정책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환경단
체의 존재와 특성을 국가 환경정책의 변수로 두고 고찰함으로써, 슈럴스
는 국내적 조건에 따라 국가가 외부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에 큰 차이가
생겨남을 논증하고 있다.
버스비(Joshua W. Busby)의 박사논문22)은 국제적인 의제의 등장
에 따라 국가들이 어떻게 비용과 가치를 계산하여 대응정책을 취하는지
를 다룬 것이다. 그는 개도국 부채 탕감 캠페인과 기후변화협약이라는
두 개의 국제적 의제의 발현에 대해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4개국이
어떤

비용-가치

계산의

과정을

통해

‘전략적

틀

설정(strategic

framing)'을 하여 각기 상이한 대응에 도달했는지를 자세하게 추적했다.
해리스(Paul G. Harris)는 기후변화와 국가들의 외교정책의 관계를
20) Kathryn Harrison and Lisa McIntosh Sundstrom (eds.), Global Commons, Domestic
Decision: The Comparative Polit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and London: The
MIT Press, 2010).
21) Miranda A. Schreurs, Environmental Politic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2) Joshua W. Busby, "New Troubles for the West: Debt Relief, Climate Change, and
Comparative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Georgetown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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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데 있어서 선구적인 작업을 해 온 학자 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미국 외교정책의 관계23), 그리고 기후변화와 중국․일본․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관계24)를 다룬 그의 편저들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기후변화라는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사례별로 다채
롭게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콜리어(Ute Collier)와 뢰프슈테트(Ragnar E. Löfstedt)의 편저25)
는 유럽의 6개국(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에서 행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잘 정리했으며, 각 국의 정책에 대해 사례별로 비
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일관된 틀 없이 각
국가의 정책을 개별적으로만 묘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1997년까지의 사례만을 다뤘기 때문에 추후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에 대
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검토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의 기후변화 연구 현
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기후변화 연구는
정치학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의 중요
성이 부각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들도 대부분 본 논문의 취지와는 상
이한 경제적․산업적·대기과학적 관점으로 이루어졌거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원론적 고찰, 혹은 정책보고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 의제의 부각과 전파 및 국가의 기후변
화 대응 문제를 국제/국내정치적․사회적․정책적 관점에서 다룬 여러 중요
한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김동수26), 오경택27), 김현진28), 윤
순진29), 김주진30), 정서용31), 강혜자32), 변진석33), 이재승34), 변종립35),
23) Paul G. Harris (ed.), Climate Chang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24) Paul G. Harris (ed.), Confronting Environmental Chan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Eco-politics, Foreign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Earthscan, 2005).
25) Ute Collier and Ragnar E. Löfstedt (eds.), Cases in Climate Change Policy: Political
Reality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Earthscan, 1997).
26) 김동수,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정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정치학회
보』 제28집, 2호, 1995.
27) 오경택, 「지구온난화 레짐형성에 관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33집, 2호, 1999.
28) 김현진, 「기후변화레짐의 성립과정과 일본의 대응: 경제외교와 환경외교의 딜레마,」 『평화
연구』 제10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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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윤36), 최원기37), 신범식38)의 연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
다. 학계 외에서는 외교통상부 환경과학심의관으로서 한국의 기후변화
외교정책의 실무를 총괄했고 후에 대한민국 초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정래권39)과,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하며 NGO의 입장에서
한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제시해 온 이
상훈40)의 저술들에 주목할 만하다.

29) 윤순진, 「국제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기후시장의 형성과 자연의 자본화 전
략,」 『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윤순진, 「기후 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 교토
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환경과생명』 통권 43호, 2005; 윤순진, 「기후변화협약과 에너
지 문제,」 『도시문제』 제42권, 제463호, 2007a; 윤순진,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ECO』 통권 11권, 1호, 2007b.
30) 김주진,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ECO』 통권11권, 1호, 2007.
31) 정서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의 유용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2호, 2008; 정서용,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제법』 (서
울: 박영사, 2011).
32) 강혜자, 「기후변화레짐 수용의 국가간 차이 비교연구: 독일과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을 중심으
로,」 한국정책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문 (2009).
33) 변진석, 「패권국의 국제법에 대한 딜레마: 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국제
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34) Jae-Seung Lee, "Coping with Climate Change: A Korean Perspective," in Antonio
Marquina (ed.),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Prospects and Policies in Asia
and Europ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35) 변종립, 「기후변화대응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 통합 모형
에 의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
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36) 정하윤, 「기후변화 국제 규범과 미국의 국내 선호 형성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지역연구협
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11).
37) 최원기, 「미국의 기후변화 협상전략 연구: 국내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을 중심으로,」 외교안
보연구원 현지정책연구과제 2011-1, 2011; 최원기, 「유엔 기후변화협상의 정치경제,」 in 전
의찬 외, 『기후변화 25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서울: 지오북, 2012).
38) 신범식, 「환경 및 기후변화 국제정치와 한국 외교,」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2020 한국외교 10대 과제, 2012.
39) 정래권, 「교토 메카니즘과 한국의 입장,」 산업자원부 주관 세미나 『COP6와 우리나라 에너
지정책』 (2000. 5. 18.); 정래권, 「기후변화와 환경: 한국의 국제환경레짐 참여 사례,」 in 화
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다자외교 강국으로 가는 길』 (서울: 동아일보사, 2009a); 정
래권, 「기후 변화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 『JPI PeaceNet』 2009-11 (2009b. 9. 9.).
http://www.jpi.or.kr/contents/?mid=KR1612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40) 이상훈, 「환경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책,」 산업자원부 주관 세미나 『COP6와 우리나라 에너
지정책』 (2000. 5. 18.); 이상훈, 「3人3色 정책이 경제 쇼크 부른다」, 『신동아』, (2002.
9.).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209/nd2002090145.html (검색
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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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질문과 가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사안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고
그 결과 이에 대한 대응 요구가 정당성을 얻게 된 사실을 검토한 후, 이
에 따라 생겨나는 쟁점들과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대응
유형의 원인 및 결과를 다룬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
의 핵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요구에 직면한
국가들의 대응 행태는 어떤 국내 조건들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 어떠
한 정책적 대응의 유형들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
의 요구에 직면한 국가들은 ①경제적 이익, ②정치제도, ③외부압력 인
식, ④정책결정자라는 네 개의 국내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과정
을 거쳐 ①주도형, ②거부형, ③수동형이라는 상이한 대응 유형을 나타
낼 것이다.
네 개의 변수 중 경제적 이익, 정치제도, 외부압력 인식은 각각
국제정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3I(interest, institution, idea)라고 불리는
이익, 제도, 관념의 중요 변수들을 활용한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3대 주
류 거대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그
리고 구성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개념이 각각 이익, 제도, 관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정치학, 특히 비교정치경제학의 가장 주된 접근법 역시
이익기반적, 제도기반적, 관념기반적 접근법임을 여러 학자들이 밝히고
있다.41) 이에 더하여 정책결정자 변수는 이익, 제도, 외부압력 인식이라
는 국가 수준의 변수들을 보완하여 개인 수준에서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선택한 것이다. 일찍이 월츠(Kenneth N. Waltz)는 자신의 고전적 연구
에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며 세 차원의 이미지로 분석수준을 분류한 바
41) Peter A. Hall, "The Role of Interests, Institutions, and Ideas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the Industrialized Nations," in Mark Irving Lichbach and Alan S.
Zuckerman (eds.),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176-188; Colin Hay,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Great Transform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11, No. 1 (February, 2004), pp. 2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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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1차 이미지는 개인본성, 2차 이미지는 국가구조, 3차 이미지는
국제체제를 의미한다.42) 월츠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1차 이미지는 주로
지도자의 성향, 지도자의 인식, 대중의 특성 등을, 2차 이미지는 정부 형
태, 경제구조, 정당정치체제 등을, 3차 이미지는 국체제제의 특성(무정부
성), 국제체제에서의 권력의 분포 등을 뜻한다. 월츠의 분류가 지닌 애초
의 의도는 국가 간 행태가 개인본성이나 국가구조가 아닌 국제체제라는
3차 이미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그 의도를 차치하고 분류를 취하여 1차 이미지로
서의 정책결정자라는 개인 변수를 2차 이미지 변수들과 병행하여 보다
다층적인 차원에서 국가 행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국내조건으로 상정한 첫 번째 변수는 ‘경제적 이익’으
로서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 및 영향력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후변화 사안에서 경제
적 이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및 산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높은 국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계의 저항이 큰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수용에 소
극적이거나 저항적인 면모를 보일 것이다. 경제적 이익은 국가의 최종적
인 정책 대응 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높은 중요성을 지니는 변수지만,
여타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경제적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사안의 규범성에 의해 기존에
국가가 지니고 있던 이익의 개념 자체가 변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삼국
의 경우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국가적 비용은 막대하여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인 모습이 예상되지만, 규범에 따른 이익 개념의 재
구성 및 여타 국내조건들에 의해 적극적 수용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로 국가의 통치체제와 운영형태, 즉 ’정치제도‘의 차이는 국
가의 기후변화 대응의 차이를 결정짓는다. 정치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국가구조(연방제, 중앙집권제), 그리고 국가
42) Kenneth N. Wal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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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관료주의적 특성을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의회와 행정부가 견제 관
계에 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와 의회와 내각이 권력 융합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의 정책수립 및 추진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
이며, 권력분립적인 대통령제에서 보다 더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
날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통령 및 의원내각제의 수장인 총
리의 의사는 정책 추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의회가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의 지도자나 의원들이 정
책 결정에서 주된 영향력을 지니며, 특히 자신들이 대표하는 지역구, 혹
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한편, 연방제를 채택한 나라의 정책적 대응 방향은 주정
부의 개별적 입장보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지만, 연
방 하부 차원에서는 연방과는 다른 방향으로 대응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치제도에서 비롯되는 고유한 관료정치적 특
성은 기후변화 사안의 국내적 수용에 영향력을 지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산업논리를 대표하는 기관과 환경논리를 대표하는 기관
은 갈등관계에 놓일 것이며, 이는 조정기능의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
를 야기할 것이다.
세 번째 변수인 ‘외부압력 인식’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스스로를
규정짓는 인식에 대한 것으로서,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얼마나
민감하고 취약한지의 여부는 국가의 국제적 의제에 대한 대응 양상을 결
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지위에 따른 취약성 인
식과 국가 평판에 대한 민감성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국제질
서의 주도국이자 패권국인 미국, 기후변화규범을 이끄는 EU의 지도국
중 하나인 영국, 개도국 신분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가입한 중견국
인 한국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의제에 대해 각기 상이한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는 자신의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을 고려하여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행태를 보여줄 수도 있으며, 평판 추락에도 불구하고 자
국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국가는 국제적 압력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타국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압력의 주체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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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수도 있다. 국가는 국제적 압력을 받는 대상임과 동시에 국제적 압
력의 주체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변수인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한을 지닌
행위자의 인식과 특성을 의미한다. 대통령 및 총리와 같은 최고지도자의
이념 성향과 개인적 특성, 최고지도자 주변의 보좌집단의 성향, 그리고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들의 역할은 국가의 대응 행태
형성을 좌우할 수 있는 내적요인이 된다. 진보성향의 최고지도자는 경제
성장보다는 환경보존을, 효율성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함
으로써 보수성향 지도자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
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최고지도자의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보좌집단
과,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자공동체, 시민단체, 산업체
등의 존재 등이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1> 네 개의 국내조건 변수 및 그 세부사항들
국내조건
경제적 이익

정치제도

외부압력 인식

정책결정자

세부사항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비용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과 영향력
․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대통령제, 의원내각제)
․ 국가구조(연방제, 중앙집권제)
․ 관료주의(부처간 이해 갈등)
․ 국제적 지위에 따른 취약성 인식
․ 국가 평판에 대한 민감성 인식
․ 최고지도자의 이념(보수, 진보) 및 특성
․ 정책결정자 보좌집단의 성향
․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들의 역할
(과학자, 시민단체, 산업체)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변수 및 그 세부사항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적 대응 유형이 결정될 것이며,
이에 의해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
나(주도형), 거부하거나(거부형), 입장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채 수동
적인 대응을 하는 것(수동형)으로 정책적 행태를 유형화한다. 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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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모형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1> 기후변화 사안의 확산과 국가 대응의 모형

4. 연구 설계
1) 연구의 시기 및 대상
본 논문은 1980년대 말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을 분석의 시기로 삼는
다. 기후변화 사안은 1980년대 말부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1997년과 2005년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발효를 사이에 둔 시
기에 결정적으로 발전하면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
이다. 이에 기후변화 사안의 정치적 부각부터 교토의정서라는 가시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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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대응방안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다루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영국, 미국, 한국이라는 세 국가를 선정하여 상이
한 기후변화 대응 유형의 원인 및 결과에 관해 탐구한다. 이 선택은 세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경험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UNFCCC에서
여러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정치적 역학관계까지 고려한 것이다. 사
례 선정의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영국, 미국, 한국은 UNFCCC
의 가장 중요한 세 협상그룹을 각기 대표하는 국가들이다. UNFCCC에
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공식적 협상그룹을 네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유
럽연합(European Union, EU), ②우산그룹(The Umbrella Group), ③환
경건전성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EIG), ④77그룹(Group
of 77, G-77)이 그것이다.43) G-77 하에는 군소도서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과 석유수출국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가 사안에 따라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네 그룹 중 G-77은 교토의정서 상 어떠한 감축의무도
갖지 않으며 역사적 책임 면에서도 자유로운 국가들로서, 현재까지 기후
변화 대응의 면에서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는 개도국 혹은 후진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논
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U는 27개의 회원국44)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을 가
장 주도적으로, 또한 열성적으로 이끄는 집단이다. 27개의 회원국은 공
동체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통일하여 단일한 목소리를 내
고 있다. EU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하며
개도국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교적 공감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국가 차원의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배출권거
래제와 같은 환경시장주의에 대해 우산그룹에 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43)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Party
Groupings”
http://unfccc.int/parties_and_observers/parties/negotiating_groups/items/2714.php
(검색일:
2012년 10월 23일)
44)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
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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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 내에서는 수많은 비정부기구들이 활동하
면서 정부를 감시․비판․지지한다.45)
우산그룹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EU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선진국
들의 연합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에 생겨났다.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미국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연합의 가장 큰 추동력은 신축성 체제(flexible
mechanism)를 둘러싼 것이었는데, 당시 환경시장주의에 반대한 EU와는
달리 이에 찬성하는 국가들이 만든 연합이다. ('우산'이라는 명칭은 EU
의 거품(bubble)을 막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비교적 느슨한
연합으로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EU와는 달리 각 회원국이 대부분 독
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EU와는 달
리, 주요 배출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핵심국가끼리의 협상을 중시하는
그룹이다. 우산그룹은 쥬스칸츠(JUSSCANNZ)를 모태로 하는데, 이는 일
본(J), 미국(US), 스위스(S), 캐나다(C), 호주(A), 노르웨이(N), 뉴질랜드
(NZ)의 머리글자를 딴 명칭이다. 여기서 스위스가 빠져나가고, 아이슬란
드,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면서 EU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집
단으로 발전했다. 스위스는 신축성 체제에 대해 신중한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연합에서 나가 EIG에 들어가게 되었다.46)
EIG는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에 EU와도, 또한 우산그룹과도 의견을
달리하는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이 모여 결성했다.
협상 당시 어떤 국가와도 입장이 같지 않았던 한국은, OECD 회원국이
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는 부속서(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스위스 및 멕시코에게 연합을 제안했고,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이 이 취
지에 동조하여 협상그룹이 결성되었다. EIG는 '환경건전성'이라는 기치
하에 결성된 비교적 느슨한 연합이지만, 기후변화협약의 정치적 역학에
따라 여러 가지 입지로 변모할 수 있는 그룹이다.47)
45) Farhana Yamin and Joanna Depledge,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
Guide to Rule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42-45.
46) Yamin and Depledge, 2004, pp. 45-47.
47) Yamin and Depledge, 2004,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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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7은 130개국48)의 개도국으로 이루어진, UNFCCC 최대 규모
의 연합이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목표로 하여 1964년에 열린 UN
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를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현재 UN 내에서 다
뤄지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연합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회원국 전원이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의지와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신경 쓸 여
력이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주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에 미쳐온 악영향을 비판하고, 선진국의 의무 확대 및 개도국에
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G-77의 목소리는 주로 중
국에 의해 대변된다.49)
G-77은 AOSIS, OPEC 등의 연합을 거느리고 있다. 1990년에 설
립된 AOSIS는 39개의 회원국50)과 4개의 참관국51)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국토가 저지 해안이거나 작은 섬나라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
후변화협약에서는 EU에 속하는 몰타를 제외하고 대부분 G-77에 속해있

48)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아르헨티나, 베닌, 볼리비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
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
니카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과테말라, 기니,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미얀마, 네팔, 니카라
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
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방
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루나이, 부룬디, 카보
베르데, 중국,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도미니카, 동티모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피지,
감비아, 그레나다,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레소토, 말라위, 몰디브, 마셜제도, 모리셔스, 미크로
네시아연방,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북한, 오만,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 스와질란드,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바누
아투, 잠비아, 짐바브웨.
49) Yamin and Depledge, 2004, pp. 34-37.
50)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카보베르데,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
나다,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몰타,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상투메프린시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코모로,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51) 사모아, 괌, 안틸레스, 버진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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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52) 특히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앙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된 국가들의 연합이다. OPEC 역시 기후변화협약에서 이해관
계에 따른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총 12개의 주요 석유수출국53)으로 구
성되어 있다. OPEC의 회원국은 전부 G-77에 속하지만, 석유 관련 사안
에 대해 연합을 이루어 활동한다.
<그림 1-2> UNFCCC의 협상그룹

사례선정의 근거 두 번째는 각각의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이 세 개
의 국가는 정치․경제체제 및 산업구조의 면에서 유사한 배경을 지님과
52) 팔라우, 쿡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니우에, 투발루의 6개 회원국과 괌, 안틸레스, 버진 아일랜
드의 3개 참관국은 AOSIS에만 속해 있다.
53) 알제리아, 앙골라, 에쿠아도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
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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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세부적인 국내조건들 간에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비교
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점이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이 세 나라
는 정치(민주주의) 및 경제(자본주의)의 면에서 유사한 체제를 지니고 있
으며, OECD에 가입한 34개의 세계 최선진국 중 하나에 해당된다. 또한
기후변화 사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국의 이해를 표명하고 있
을 뿐 아니라 UNFCCC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삼
국 모두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온실가스 배출 유형이 유사하
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연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서
도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이다.
<표 1-2> CO₂배출량 상위 국가들(2005년 말 기준)54)
(단위: 백만톤 CO₂,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8
-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프랑스
호주
브라질
OECD
세계 전체

협상그룹
우산그룹
77그룹
우산그룹
우산그룹
77그룹
EU
우산그룹
EU
EU
EIG
EIG
EU
우산그룹
77그룹
-

연간 CO₂배출량
5,817.0
5,059.9
1,543.8
1,214.2
1,147.5
813.5
548.6
529.9
454.0
448.9
389.4
388.4
376.8
329.3
12,909.7
27,136.4

비중
21.4
18.6
5.7
4.5
4.2
3.0
2.0
2.0
1.7
1.7
1.4
1.4
1.4
1.2
-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 말 기준, 미국이 1위, 영국이 8위, 한
국이 10위로, 영국을 제외한 두 국가는 각기 우산그룹과 EIG에서 CO₂
54) 대한민국 환경부, “Response to Global Warming: Overview"
http://eng.me.go.kr/content.do?method=moveContent&menuCode=pol_int_res_overview (검색
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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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배출국들이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배출량
을 보이고 있다.55) 또한 이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에서도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독일의 권위있는 환경단체
인

저먼워치(Germanwatch)가

발간하는

기후위험지표(Climate

Risk

Index) 2006년판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기후 관련 재해를 조사
한 결과 총 129개국 중 미국 9위, 한국 39위, 영국 59위로 세 국가 모
두 위험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국의 위험도는 세계 최상위
권에 속했다.
<표 1-3> 세 국가의 기후위험지표 세계 순위56)

순위

국가

9
39
59

미국
한국
영국

인구

1백만미국

GDP대비

기후위험

총사망자수

10만명당

달러기준

피해액

지표 값

순위

사망자수

피해액

비율

18.25
46.00
56.75

7
53
64

순위
48
93
102

순위
1
11
17

순위
17
27
44

한편, 이 세 국가 사이에서는 공통점 뿐 아니라 차이점도 많이 나
타난다. 정치적으로 세 나라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영국은 내각제
를,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수
상이 내각 및 의회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법제화를 시행하지만, 미국이나
55) EU에서 최대배출국인 독일이 아닌 영국을 선정한 이유는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의 온실가
스 감축의 대부분이 통일로 인한 부수효과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통일 직후인 1990년부터
1995년 기간 동안 동독 지역에서는 43%의 CO₂가 감소한 반면, 서독지역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통일 후 동독 지역에서는 제조업, 에너지, 교통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CO₂배출량
이 감소했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에서의 두드러진 CO₂감축은 동독 지역의 경제적 쇠
퇴에 따른 부수효과였다. Wolfgang Eichhammer, Ulla Boede, Frank Gagelmann, Eberhard
Jochem, Nicola Kling, Joachim Schleich, Barbara Schlomann, John Chesshire,
Hans-Joachim Ziesing, "Greenhouse Gas Reductions in Germany and the UK Coincidence or Policy Induced?: An Analysis for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Research Report 201 41 133 (June 2001), p. 8.
56) Sven Anemüller, Stephan Monreal and Christoph Bals, "Global Climate Risk Index
2006: Weather-Related Loss Events and Their Impacts on Countries in 2004 and in a
Long-Term Comparison," (Bonn: Germanwatch, 200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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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분리된 권력 하에서 입법 기관과 대립하는 일이 빈
번하게 발생한다. 즉, 내각제의 영국 정치에서 수상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정책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대통령은 영국에 비해 훨씬 더 독립적인 상․하원을 상대해
야 하며, 이는 심지어 여당이 대통령의 소속당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다. 게다가 사법부의 독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체제
상 행정부의 정책 수행은 사법부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영국이나 한국과 달리 연방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들의 입장 조율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각 국가가 지닌 국내제도의 차이는 정책 및 법의 형성과 관
련하여 국내의 여러 행위자들, 즉 정부, 의회, 법원, 시민단체, 기업, 언
론 등이 갖게 되는 힘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내의 각 행위자들은 국내제
도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 측면도 나타난다. 게다가 세 국가는 모
두 국가주도적인 환경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그 정책적 차이는 여러 면
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사례연구의 가치가 있다. 또한 유럽의 영국, 북미
의 미국, 아시아의 한국을 선정하면 지역적인 배분이 균형감 있게 이루
어진다는 장점도 지닌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비교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y)를 연구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전지구적 기후변화 의제의 부각 및 확산에 대응하여 영국,
미국, 한국의 세 국가가 시행한 대응정책을 결과로 볼 때, 각각 상이한
정책적 결과를 야기한 원인 및 과정을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
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교정치학의 영역에 속한
다. 전통적인 비교환경정치학 연구에서는 국내의 정치 제도, 문화적 요
인들, 과학적 전통,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사회세력 등에 초점을 맞추
어 왔으며,57) 본 논문 역시 국가의 다양한 내적 조건들에 의해 외부로부
57) 비교환경정치학의
Comparative Study
Dierkes, Hans N.
Research: Learning

연구 초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David Vogel, "The
of Environmental Polic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Meinolf
Weiler, and Ariane Berthoin Antal (eds.), Comparative Policy
from Experience (Hants: Gower Publishing Co.,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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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환경 의제가 국내적인 변용을 겪는 부분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
다. 하지만 이 연구는 비교정치학 뿐 아니라 국제정치학의 영역에도 관
련된다. 국제환경정치학 학자들은 국제적인 환경 의제의 정치적 부각과
확산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사안 이면에 놓여있는 국가들 간의
권력과 이익의 상태에 따른 협상 과정, 그리고 국제기구 등 국가 이외의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58) 본 연구에
서는 국내적인 조건들에 의한 정책 형성의 요인 및 과정뿐만 아니라, 기
후변화 사안의 전지구적인 확산 과정, 국가들 간의 협상에 의한 권력 게
임의 전개, 그리고 기후변화 의제가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까지
의 국제기구 및 과학자 공동체의 역할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관계적인 요인들의 역할 및 중요성을 함께 검토하고
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비교사례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과 유형론(typology)의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
는 모두 사회과학의 질적(qualitative) 방법론에 해당되는 연구 방법들이
다. 먼저 심층기술을 활용하면 정치적 수사 및 국가행태(정책, 법, 제도)
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국가 대응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국내의 정치적 수사는 국제적 사안이 정치적으로 국내에 부각되었
는지의 여부 및 그 전파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
를 표명하거나 혹은 이에 순응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의 구상을 공언하는
모습부터, 여러 사회적 행위자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의 대응에 반응하는
양상까지, 공식적인 언어로 표출된 주요 발언들은 행위자들의 인식을 알
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부 공식문서,
국회의사록, 국회의 대정부 질의기록 등의 문서와 공식적인 보고서, 정
58)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Oran Young, Natural Resources and the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David A. Kay and Harold K. Jacobson (eds.),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Totowa: Allenheld, Osmun, and
Co., 1983); Gareth Porter and Janet Welsh Brown,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Dilemmas in World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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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자의 연설, 정책 및 언술에 관한 언론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조사․분석을 행한 후 이를 토대로 심층기술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수사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이것이 국가 행태를 변화
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
사는 국가 혹은 정치지도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제든 조작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수사와 더불어 구체적인 행태까지를 살펴봐
야 상이한 국가적 대응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
이다. 예컨대 정부관계자가 국제적 명성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기후변화를 구체적인 이유로 언급했
다면 이는 적극적 대응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
루는 새로운 국제기구나 국제조약의 수립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
다면 이 역시 사안의 주도권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국
내적인 법의 개정, 제도의 신설, 정책적 변화 등에 따라 일어나는 수많
은 정치적 연합 및 알력은, 국내정치적 조건이 국가의 외부에 대한 대응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적 행동의 차원에서 국가별 양상을 차이를 고찰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비교사례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유형론을 통
해 기후변화규범에 직면한 국가들의 대응 유형을 파악한다. 20세기 초
베버(Max Weber)의 이념형(ideal types) 개념으로부터 기인한59) 유형
론은, 여러 독립변수들의 차이점에 의해 나타나는 각각의 결과(종속변
수)를 하나의 ‘유형’으로 상정하여, 어떻게 독립변수들이 작동하는지, 그
리고 어떤 조건, 혹은 독립변수들의 조합 하에서 특정한 결과(유형)가
야기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는 ①복잡한 현상을 과도한 단순화
없이 파악할 수 있게 하고, ②비교대상이 되는 사례들의 유사점 및 차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며, ③모든 가능한 종류의 사례들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하고, ④일어나지 않았거나 아마도 일어날 수 없는 종류의
사례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장점을 지닌다.60)
59) 예컨대 베버는 ‘권위’를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리적․법적 권위의 세 가지 이념형으
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권위에 의해 각각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리적․법적 지배(관
료제와 법치)가 나타난다고 봤다. Reinhard Bendix, Max Weber: An Intellectual Portrai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p. 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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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유형론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수학적으로 가
능한 모든 유형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상대적인 보편성을 지니거나, 이론수립 혹은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판단하는 몇 개의 유형들만
을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1)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외부의 의
제에 직면한 개별 국가들의 대응정책 수립과정을 여러 국내적 조건들의
차이를 통해 고찰한 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함으로써, 국제 환경 사안
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제 양상을 유형론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현상 및 현실의 과정을 구성하는 특수하고도 중요한 요인
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표현하고, 그럼으로써 복잡한 현실을 파
악하여 명백하고도 직관적인 이해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60)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The MIT Press, 2005), p. 233-235.
61) 예를 들어 로즈노우(James N. Rosenau)는 환경에 대한 국가의 적응 유형을 구분하면서, 국
가는 변화하고 환경은 유지시키는 묵종(acquiescent), 국가는 유지하고 환경은 변화시키는 비
협조(intransigent), 국가와 환경을 모두 변화시키는 촉진(promotive), 국가와 환경을 모두 유
지하는 보존(preservative)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James N. Rosenau, The
Study of Political Adaptation (London: Frances Pinter, 1981),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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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후변화의 전지구적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기후변화 사안이 정치적 중요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
적 협의체가 설립된 이래,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이루어졌던 사안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안은
기후변화의 사실성과 윤리성을 둘러싼 것이었다. 기후변화는 과연 실재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사실성을 인
정한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인간의 책임인지에 관해 논쟁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사안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을 둘러싼 것이었
다. 이는 곧 구속력을 가진 의정서에서 개도국에게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 열린 COP의 결과물인
베를린 위임사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합의된 의정서를 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개도국
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의정서에
서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를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며, 구속력을 지니는 어떤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세 번째 사안은 의정서에 시장원리를 채택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이는 미국이 강력히 주장하는 신축성 체제를 의정서에 포함시킬지를 둘
러싼 논쟁이었다. COP에서 이 문제는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들 사이
에서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신축성 체
제의 도입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
법이기는 하지만, 선진국들이 자국 내부의 정책적 변화 없이 개도국들을
통해서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꾀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사실성 및 윤리성, 그리고 실행 주체 및 방법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일으킨
갈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살
펴보기에 앞서, Ⅱ장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과정에 대해 사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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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적 쟁점: 기후변화의 사실성과 윤리성
과거에는 환경 문제가 현재만큼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1957년 로
마조약(Treaty of Rome)에서 환경 문제가 처음 언급될 때까지, ‘환경’이
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있었다. 경제 성장에서 환경 문제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고, 환경 때문에 경제 성장
을 제약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환경’
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특별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대상인 에너지, 운송, 농업, 가정 등의 부문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발상도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일이다.
많은 환경 이슈들 중에서도 ‘기후변화' 사안은 상대적으로 가장 최
근에 부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이래 몇몇 과학자들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태양열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구 표면의
온도는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바다가 이를 흡수하여
균형을 맞춘다는 가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탄소를 포함하는 모든 연료, 즉 석탄과 석유뿐만 아니라 나무와 소
똥 등에 대한 세계적인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대기 중의 온실가
스의 농도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대기 중의 CO₂농도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지기 시작했다. 국제학술연합회의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Unions, ICSU)의 국제지구물리관측
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지구물리학적 환경에 대해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조사한 결
과를 발표한 것이다. IGY 특별위원회는 하와이의 화산인 마우나 로아
(Mauna Loa)의 정상에서 일련의 실험을 거듭했고, 그 결과 대기 중의
CO₂농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발견으로 인해
UN 주재로 다수의 국제과학회의가 개최되었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기
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런 회의들이 늘어나면서
과학자들은 CO₂뿐만 아니라 메탄(CH₄)이나 아산화질소(N₂O)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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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가스들도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사실은 소수로만 이루어진 과학자공동체 내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었다.62)
인류가 기후변화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였
다. 1962년 소련의 대가뭄, 1974년 방글라데시의 대홍수, 1976년 유럽
대가뭄 등 당시 나타났던 기상이변들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점
점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1972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기후변화
를 주제로 한 UN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열렸는데, 이것이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여기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중심의제로 다루어졌고, 이후 UN 주최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회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스톡홀름 회의의 결과 UN환경계획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설립이라는
성과도 나타났다.63) 하지만 1980년대까지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정치
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상은 무르익지 않았다.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최초로 주목하게 된 것은 1980년대부
터였다. 1980년 11월 오스트리아 필라흐(Villach)에서 열린 제1회 세계
기후프로그램(World Climate Program, WCP), 1985년 3월 오존층 보
호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의 성립과 이에 따른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64)의 채택(1987년 9
월) 및 발효(1989년 1월), 1985년 10월 필라흐에서 다시 열린 제2회
WCP를 거치면서 기후변화의 잠재적 심각성이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으
62) Stoeva, 2010, pp. 126-129.
63) Gunnar Sjostedt, "The EU Negotiates Climate Change: External Performance and
Internal Structural Change,"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33, No. 3 (September 1998),
p. 233.
6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Ozone Secretariat,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Nairob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00). http://ozone.unep.org/pdfs/Montreal-Protocol2000.pdf (검색일: 2012
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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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이 과
학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온실가스’는 수증기, CO₂, 메탄, 아산화질소, 대류권 오존, 그리고
염화불화탄소(CFCs)와 같은 여러 산업적 화학물질들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서, 자연적으로도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
기도 한다. 온실가스 중 가장 큰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물질은 CO₂인
데, 모든 온실효과의 절반 이상이 CO₂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
₂는 자연적으로는 유기물의 부패, 화산 분화, 생물의 호흡 등에 의해
생겨나며, 화석연료의 연소나 토지 이용의 변화, 특히 삼림 개간과 같은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CO₂는 광합성
작용에 따라 대기 중으로 사라지거나,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및
삼림에 의해 흡수되기도 한다.65)
<표 2-1>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과 온난화기여도66)

주 배출원
온난화기여도

CO₂
에너지 사용,

CH₄
폐기물,

N₂O
산업공정,

CFCs
냉매,

산업공정
55%

농축산
15%

비료사용
6%

세척제
24%

산업혁명 이후 CO₂를 비롯하여 여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과학자들은 1750년 이후 대기 중 CO₂의 농도
가 280ppm에서 379ppm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증가율은 지난 2만여년 동안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67) IPCC의
65) J. T. Houghton, B. A. Callandar and S. K. Varney (eds.), Climate Change 1992: The
Supplementary Report to the IPCC Scientific Assess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29-42.
http://www.ipcc.ch/publications_and_data/publications_ipcc_supplementary_report_1992_wg1.s
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66) 정서용, 2011, p. 5.
67) R. K. Pachauri and A. Reisinger (eds.),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Geneva: IPCC, 2007).
http://www.ipcc.ch/publications_and_data/ar4/syr/en/contents.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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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그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의 결과임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구 전체에 대재앙이 올 것임
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1988년 12월 6일, UN총회결의안 43/53에 의거하여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UNEP가 공동으로 설립
한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평가하고 정밀한 조사를
거쳐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조직이다. IPCC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착수한 연구 작업은 기후변화가 실재하는 현상인
지, 그리고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평
가였다.68) 이에 대해 IPCC는 2007년까지 총 네 번의 보고서를 발표하
여,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주로 CO₂농
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온실효과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1990년 8월에 IPCC가 발간한 제1차 특별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진행되는 현상이며, 이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100년간 대기 평균온도는 섭씨
0.3-0.6도, 해수면은 10-25cm 상승했으며, 산업 활동 등에 의한 에너
지 이용이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CO₂ 배출량이 매년 1.7배가량씩 증
가할 것으로 추정했다.69)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에
있다는 내용을 확증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과학자공동체 최초의
발간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토론토 회의에서도 과학자들이 모여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는 정확한 과학적 결론보
다는 당위적인 열정에 기초한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PCC
제1차 보고서는 불명확한 사실들을 충실히 조사하여 얻어낸 과학적 성
과물이었기에 큰 파급효과를 보였다.

68) Yamin and Depledge, 2004, p. 21.
69) J. T. Houghton, G. J. Jenkins and J. J. Ephraums (eds.), Climate Change: The IPCC
Scientific Assessment, Policymakers Summa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http://www.ipcc.ch/publications_and_data/publications_ipcc_first_assessment_1990_wg1.s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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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에는 IPCC 제2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다수의 기
후전문가들이 신중한 고려 끝에 가장 권위 높은 평가를 담아 발간한 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인간의 활동이라는 증거가
분명하며, 관찰된 지구온난화의 추세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온실가스가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2100년
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0.8-3.5도가 올라가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
아서 해수면은 15-95cm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 제2차보고
서는 대다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도국들인 저지대 국가들은 경제
및 생태적 지속성의 면에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으며, 선진국들의 해안
지역 역시 급격히 이루어지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전지구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게다
가 세계의 온건기후 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아프
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의 많은 대륙 지역에서 삼림이 사라지고 사막화
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곳의 농업생산량이 심각한 변환을 겪고 있
고, 지역생태계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내
용도 담고 있었다.70)
결국 이 모든 기후변화가 초래할 것은 지금껏 인간 역사에 없었던
규모의 사회 및 생태계의 변화라는 것이 IPCC가 내린 결론이었다. 기후
변화는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는 시급한 문제이며, 인간 활동의 결과로
서 윤리적 책임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한 것이다. 하
지만 IPCC 보고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회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회의론은 네 가지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기후변화의
사실성에 대해 부정하는 의견이다. 이는 기후변화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
었을 뿐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는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실재성을 입증한 IPCC의 보고서의 발간 이후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었다. 둘째,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지 않으며, 이는
70)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econd Assessment: Climate
Change 199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1995).
http://www.ipcc.ch/publications_and_data/publications_and_data_reports.s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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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태양에너지의 변화, 우주선
(cosmic ray), 자연변동성 등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든다. 그러나 이러
한 주장을 펴는 이들은 대부분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후변화의
결과는 인류에게 긍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가면 추
위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고 식량생산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긍정적인 면은 적고, 생물종의 멸종,
홍수와 가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라
는 것이 입증되었다. 넷째, 기후변화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IPCC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자체는 과학적으로 확실하며, 불확실한 것은 그 시간, 크기, 영
향의 정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71)
<표 2-2> 기후변화 회의론과 그에 대한 반론
주장
기후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론
IPCC 보고서에서 제시된 증거들
태양활동, 해양순환 등의 주장은 상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해 발생했지만

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함
지속적인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부정

적인 면이 더 많음
그 영향은 긍정적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IPCC 보고서의 발표와 검증
일치된 의견이 없다.

결과적으로 IPCC 제2차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가져온 충격은 엄청
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제적 공동행동에 반대하는
이들을 논파하는 역할을 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회의론에 맞설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그 결과 UNFCCC의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서둘러 정치적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함으로써 기후변화 사안이
전지구적으로 정치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문건이라고
71) 권원태, 「기후변화의 현상과 과학,」 in 전의찬 외, 『기후변화 25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서울: 지오북, 2012), pp.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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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겠다. 1997년 교토의정서 작성의 과학적 기반 역시 IPCC
제2차 보고서에 두고 있었다.
이후 2001년에 발간된 제3차 보고서는 지난 50년간 관찰된 지구
온난화의 원인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는 새롭고도 강력한 증
거가 있다고 확언하며, 오염물질 배출이 현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지난 1
만년간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구 평균 기온은 향후 100년간 최고 섭씨 5.8도로 높아질 수 있
고,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폭도 9-88cm에 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
계 각지의 해안 저지대가 수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72) 또한 가장 최근
인 2007년에 나온 제4차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
전 시기보다 섭씨 2.0-2.4도가 올라갔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만 70%가 증가했다고 보고
했다. 그러므로 2030년까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을 하지 않으면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IPCC의 강력한 경고였다.73) 이러한 과학자 공동체의 노력으로 기후변화
사안은 과학적 확실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게 되어 규범적인 국제사회의
의제로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전지구적인 정치적 의제
로 부각되게 되었다.

2. 국제정치적 원칙 및 쟁점
1980년대부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기후변화 사안은
2005년에 이르러 교토의정서의 발효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어
떤 국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발전해왔다. 국제사
회의 구성원이라면 교토의정서의 결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

72) Robert T. Watson (ed.), Climate Change 2001: Synthesis Repor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http://www.grida.no/publications/other/ipcc_tar (검색
일: 2012년 10월 29일)
73) Pachauri and Reisinger (ed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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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의
감축량과 기간을 정하여 각 국가 차원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에 순응
할 것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의 채택을 기점
으로 기후변화 사안은 ‘어떤 행위자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집단적인 기
대’라고 정의되는 ‘국제규범’으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까
지 평가할 수 있다.
사실상 1988년 10월의 토론토 회의 이전에는 어떤 선진국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채택한 적이 없다.74) 그 전까지 기후변화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사안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토론토 회의와 IPCC의 설립을 거쳐 UNFCCC의 COP들
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노력할 것과, 온실가스 감축량과 기한을 명시적으로 정
하는 데 동의했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
이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구체
적인 국가별 기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기제들이 확립되었다. 즉,
‘기후변화의 사전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명시적인 감축량과 시간을 정해 공약하고,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
을 세워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의 핵심이 정립된 것
이다. 우여곡절 끝에 무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루어진 교토의정서의 발
효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음을 의
미한다.
하지만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책의 실행적 측면을 둘러싸고 두 가
지 쟁점이 역사적으로 갈등의 선상에 존재해 왔다. 하나는 실행 주체(‘누
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 방식(‘어떻게’)에 대한 논쟁이다.
실행 주체에 대한 쟁점은 전지구적 기후변화를 야기한 역사적 책임, 즉
윤리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실행 주체에 대한 쟁점은 국가별 공
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식, 즉 이익의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
74) Michele M. Betsill, "The United States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orms," in Harris (ed.), 2000,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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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각기 남북 갈등(개도국 대 선진국 갈등)과 북
북 갈등(EU와 우산그룹의 갈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림 2-1> 기후변화 대응 사안의 원칙과 쟁점

1) 실행 주체
UNFCCC의 COP에서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원칙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많은 측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주
된 견해로 자리잡아왔다.75)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비용을 감당하고, 개도국들은
일정 시기까지 비용부담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이 국제기후변화규범
의 핵심 담론 중 하나인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이다. 이
원칙이 처음 나타난 것은 UNFCCC의 설립이 결정되었던 리우선언의 원
75) Henry Shue, "Global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Inequal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75, No. 3 (July 1999), p.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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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7(principle 7)에서였다.
“국가들은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건전성을 보존, 보호, 회복
시키기 위하여 전지구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 악화에 대한 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
들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을 지닌다. 선진국은 책
임감을 갖고 그들의 사회가 지구 환경에 미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제적으로 추구한다.”76)
이는 곧 모든 국가들이 지구환경 문제에 책임이 있지만, 어떤 국가
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특별히 더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리우선언 이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은 몬트리올의정서를 비롯한 여러
국제환경조약의 근간이 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 역시 이 원칙을 채택했
다. 즉,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선진국들은 개도국들보다 더 주도
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협약의 뼈대로 삼은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이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산업화된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기후변화
를 야기한 것이 과학적으로 확실해진만큼 이에 대해 선진국들이 주도적
인 노력과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점차 당연시되었다.77) 하지만 선진국
주도와 개도국 면제는 별개의 사안이었다. 개도국들의 참여를 강력히 요
구하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의 주장
역시 개도국의 완전한 면제에 불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국은 상
대적으로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개

76)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78&articleid=1163 (검색
일: 2012년 10월 25일)
77) Stephen M. Gardiner, "Ethics and Global Climate Change," Ethics, Vol. 114, No. 3
(April 2004), pp. 57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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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들에게도 급속한 산업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부분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일정 부분 참여를 요구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다.78)
버드-해겔 결의안을 제출하여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막은 버
드(Robert C. Byrd, 민주당) 상원의원은 빙어맨(Jeff Bingaman, 민주당)
상원의원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빙어맨: 상이한 발전 수준에 있는 국가들이 산업화 수준에 맞춰,
그리고 공평한 부담을 공유하며, 각기 독특하고 구속력 있는 공약
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 결의안(버드-해겔 결의안)의 후원자로
부터 들으니 크게 고무되는군요. ‘새로운 공약’이라는 용어를 두고,
부속서 I 국가들과 개도국들이 동일한 공약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은 어떤 조약도 비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
면 맞습니까?
버드: 그것은 이 결의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말
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 국가들이 상이한
수준의 발전 상태에 놓여있다면, 각자의 산업화 수준에 맞춰 독특
하고 구속력 있는 공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도국 세계
가 선진국 세계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최대로 적극적이고 효과
적인 계획을 세워, 부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문제의 무게와 필요
성을 지니고 시작부터 교토의정서의 목표와 공약에 구속되어야 한
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결의안이 의
미하는 바입니다. 이는 결코 부속서 I 국가들과 개도국들이 동일한
공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79)

이 발언은 곧 개도국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공약하
78) Chukwumerije Okereke, "The Politics of Interstate Climate Negotiations," in Maxwell
T. Boykoff (ed.),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pp. 49-50.
79) Paul G. Harris, "International Norms of Responsibility and U.S. Climate Change
Policy," in Harris (ed.), 2000, pp. 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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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이를 구속력 있게 공약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부담의
내용은 선진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개도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 어떤 식으로든 처음부터 부담 공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의 핵심이었다. 게다가 개도국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는 ‘선발개도국(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y)'은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COP 초기의 미국과 독일의 입장이었
다.80) 하지만 이러한 이견들은 결국 기후변화규범 형성과정에서 채택되
지 않았기에, 모든 당사국의 참여를 요구했던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거부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후변화 사안에서의 ‘선진국’이란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를 뜻하
는 개념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래 지난 200여년 간 온실가스를 배출하
여 현재의 기후변화 발생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선진
국은 이러한 책임 하에서 향후 경제적 성장에 제한을 받을지라도 더 이
상의 기후변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
를 가진다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의 기저에 깔린 문제
의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도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국가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를 의미한다.81) 따라서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참여할 당
장의 ‘의무’는 유보되지만, 인류 공통의 사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능력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감축 노력에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실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석
으로 결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UNFCCC와 교토의정서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
임’ 원칙을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해석했다. 부속서 I에 속한 선진국들
이 우선적인 책임을 져서 공약이행을 통해 의무를 감당하고, 이에 속하
지

않은

모든

개도국들은 일정

기간

책임을

면제받는

방식이다.

UNFCCC 제3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형평에 입각하고 공통적이면서도
80) Stevenson, 2011, p. 1000.
81) 정래권,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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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인 당사
국은 기후변화 및 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
야 한다.”82)고 규정했고, 제3조 2항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 등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불균형적이며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되는 당사국
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83)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제10조에서 “모든 당사
국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84)을 고려할 것을 규정했다. 즉, 실
행주체와 관련해서는 ‘선진국 우선 참여’가 가장 우세한 원칙으로 정립
된 것이다.
2) 실행 방식
UNFCCC 제3조 3항에서는 “기후변화를 다루는 정책과 조치는 최저비
용으로 세계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이어야 한다. 이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상
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종합적이어야 하며, 온실가스의 모든 관련 배출
원․흡수원 및 저장소 그리고 적응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경제분
야를 포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은 이해 당사자가 협동
하여 수행할 수 있다.”85)고 규정하고 있다. 이 ‘비용효과성’의 해석을 두
고 UNFCCC 회원국들,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EU 간에 알력이 존재했
82) UNFCCC Article 3: Principles
http://unfccc.int/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background/items/1355.php
년 10월 25일)
83) UNFCCC Article 3: Principles
http://unfccc.int/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background/items/1355.php
년 10월 25일)
84) United Nations,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limate Change“ (1997).
http://unfccc.int/essential_background/kyoto_protocol/items/1678.php (검색일:
일)
85) UNFCCC Article 3: Principles
http://unfccc.int/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background/items/1355.php
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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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는 교토의정서에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E
T)86)를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거부했는데, ‘국내정책의 변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야말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된 방식이라
는 것이 EU의 입장이기 때문이었다. ‘비용효과성’을 둘러싼 이 논쟁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방식의 적절성’과 관련되어 상반된 두 개
의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EU는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규제방식을 변화시
키고 탄소세 혹은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기후변화규범에 순응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 가장 '효율적‘
방식87)을 통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침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원리의 도입을 두고 미국이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공동이행제
도(Joint Implementation, JI)88)였다. 미국은 첫 번째 COP가 개최되기
전인 제7차 정부간 협상위원회(The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a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C)
부터 JI의 시행을 요구했는데, 이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저

86) ET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근거하여, 감축의무를 받은 부속서 B 국가들을 대상으로 감축의
무를 초과달성한 국가의 잉여배출권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감축의무를 이행하
는 제도다. 이는 곧 탄소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ET를 통해
탄소를 상품화했기에 그 자체로 ‘탄소시장’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87) 번스타인은 이러한 방식을 ‘자유주의적 환경주의(liberal environmentalism)’라고 지칭했다.
자유주의적 환경주의에서는 모든 환경적 고려를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속에 병합시키고자 하
며, 결과적으로 환경보호는 경제적 발전 및 축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만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환경주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Steven
Bernstein, The Compromise of Liberal Environment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88) JI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의거하여,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 국가들, 즉 선진국들 간의 참여
만을 허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분을 투자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교토의정서 제6조 1항에 따르면 부속서 I 국가가 다른 부속서 I 국가와 공동이행
사업을 통해 배출 저감 단위를 획득하려면 ‘(a)이와 같은 사업은 관련 당사국의 승인을 얻을
것 (b)이와 같은 어떠한 사업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였을 추가의 배출 저감
및 흡수 제거 향상을 제공해야 함 (c)당사국이 의정서 제5조 및 제7조 하의 의무 불이행 상태
에 있을 경우 어떠한 배출 저감 단위도 받지 않을 것 (d)배출 저감 단위의 획득은 제3조 하의
공약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조치에 보충적일 것’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의정서에서는 ET와 JI가 ‘국내 조치에 보충적’이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공약 이행과 관
련하여 두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모호하게 남겨두고 있다. 유
럽 국가들은 ET 및 JI에 의한 공약 이행 정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
에 대한 어떤 제한에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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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여 달성한 감축분에 따라 크레딧을 부여받는 제
도였다. JI는 국가들 사이의 한계비용을 동일화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구상이었기 때문에 시장원리의 도
입을 강조하던 미국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국내정책의 변
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비용을 이유로 회피하고자 했던 미국
의 이해가 스며들어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JI는 EU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개도국과 환경단체들의 즉각적인 반
대에 직면했다. EU와 환경단체들은 미국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돈으로 크레딧을 사려 한다고 비판했
다. 77그룹으로 대표되는 개도국들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국내적
인 활동으로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부속서 I 국가들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를 거부했다. 또한 INC9부터 미국은 JI에 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떠한 참여도 생각하지 않고 있던 개도국들의 거부감을 샀으며,
경제적 지원 및 기술이전이 JI로 인해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던 것도 개
도국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JI는 교토의정서 이전까지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96년 12월, COP2 이후 미국은 독자적인 안을 마련하여 ET, JI,
그리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89)로 대표
되는 ’신축성 체제‘를 의정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여기서 미국은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적으로 감축할 필요 없이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여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미국이 제안하는 신축
성 체제가 국내적 정책변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
단임이 분명해졌지만, 미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JI 프
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실시해보는 등 '정당한’ 방식보다는 ‘효율적’ 방식
89) CDM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근거하여 내용은 JI와 같지만 참여대상이 부속서 I의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까지 확대되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교토의정서 제12조 5항에서는 ‘각각의 사업
활동을 인하여 발생한 배출 저감은, 다음에 근거하여, 본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지명될 운영 주체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한다. (a)관련된 각각의 당사국에 의
해 승인된 자발적 참여 (b)기후변화 저감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장기적인 혜택
(c)승인된 사업 활동이 없었으면 발생하였을 배출 저감에 추가적인 배출 저감’이라고 CDM의
승인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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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을 늘려갔다. 결국 COP2에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EU
국가들이 JI의 채택을 수용함으로써 JI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당한 방식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JI가 EU의 인정을 받자, 다음으로 미
국은 ET의 시행을 역시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EU는 ET 역시 국
내적인 배출량 감축분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며 미국의 제안
을 비난했다. 특히 ET는 미국적 문화에 기반을 둔 제도로서 유럽을 비
롯한 국제사회의 여타 국가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임을 주장하며,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의 주요 수단은 반드시 국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어야 함
을 강조했다. 환경단체에서는 ET의 도입으로 인해 청정에너지와 새로운
운송기술의 개발이 늦춰질 것임을 경고했다.90)
COP3가 개최된 후 EU와 미국은 ET의 채택 여부를 두고 논쟁을
계속했다. 이에 미국은 의정서에 JI와 ET의 대상으로 개도국을 포함시키
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브라질의 제안인 CDM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
다. CDM이 채택되면 선진국은 개도국에 투자하여 크레딧을 부여받고
이를 다시 자국의 공약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입장
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도국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시행하
여 공약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ET는 교토의정서 타결 직
전까지 논란이 된 사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COP3에서는 미국의 교토의
정서 탈퇴를 우려한 EU의 타협으로 인해 미국의 주장이 거의 모두 채택
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것이 “당사국총회는, 특히 검증․보고․책임 등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배출권 거래에 관한 원칙․방식․규칙․지침을 규정한
다. 부속서 B의 당사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수량적 배출권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교토의정서 제17조다.
결과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국가의 방식으로 ‘효율성’을 인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90) Loren Cass, "Norm Entrapment and Preference Change: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Union Position on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Vol. 5, No. 2 (May 2005), p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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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은 향후의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유예함으로써 방식의 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ET가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
치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방식이
‘정당한’ 방식에 부수적임을 선언했다. 즉, 실행 방식에서 비용효과성을
인정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보다 ‘정당한’ 방식을 보조하는 것임을 명문
화하여 절충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3.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사 개괄
1988년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은 향후 전지구적 기후변화 의제의 형성
및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10월에 캐나
다 토론토에서 열린 기상변화에 관한 세계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the Changing Atmosphere)였다. 48개국에서 300여명의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의 결과, 선진국들은 2005년까지 1988
년 수준의 20%까지 CO₂의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결의한 ‘토론토 목표
(Toronto Target)'를 제시했다.91) 토론토 목표는 시기와 감축목표를 구
체적으로 정했다는 점과 목표달성을 위해 전지구적인 감축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92) 향후 발전할 행동원칙의 틀을 제시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 의제의 확산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두 번째 사건
은 IPCC의 설립이다.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과학자인 한센(James Hansen)이
미국 상원에서 ‘온실효과가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며 이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술한 이후, 미국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역사적인 진술 이후 같은 해 11월에 기후변화에

91) Paterson, 1996, pp. 33-34.
92) Scott Barrett, "Climate Treaties and the Imperative of Enforcement," in Dieter Helm
and Cameron Hepburn (eds.),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Climate Chan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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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IPCC가 UN 산하에 설립되었다.
현재까지도 기후변화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과학자 공동체가 출
범하게 된 것이다.
이후 INC5-1에서 UNFCCC의 골격이 정해졌고, 이를 토대로 하여
1992년 5월 UNFCCC가 설립되었으며, 6월에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
로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154개국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정식으
로 발촉되어93) 향후 전 지구적 기후변화 사안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기
반이 마련되었다. ‘틀을 규정하는 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서의
UNFCCC가 설립되어,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전략을 세우는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조직기반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레짐인 UNFCCC가 설
립되자, 향후 이를 주도하게 될 EU에서는 그 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자 노력했다. 비록 EU 내부적으로는 회원국들 간 의견일
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단일행위자로서의 EU는 협
상 초기부터 지역적 온실가스 안정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초기행동 및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공약을 UNFCCC 회원국
들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UN기후변화협약에서 EU의 두 주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영국
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COP1부터 교토의정서
가 발효되기까지 EU는 줄곧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적 공약을 채택하
고, 회원국 국내의 정책 및 집행수단 개발을 장려하여 교토의정서의 환
경건전성을 유지하며, 보조수단 및 탄소포집과 탄소저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공약을 지역적으로 제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94) 먼저 독일의 콜(Helmut Kohl) 총리는 COP1을 자
93) 모든 서명국들의 비준이 이루어져 UNFCCC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4년 3월 21
일이다.
94) Sebastian Oberthür and Claire Roche Kelly, "EU Leadership in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Achievements and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Spectator, Vol. 43,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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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베를린에서 개최할 것을 자원했다. 성사될 경우 이는 독일 땅에서
개최되는 첫 대규모 UN 행사였기에 성과에 대한 부담이 심한 상황에서
도 콜 총리는 기후변화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결국
COP1가 독일에서 열리게 되자 의장이 된 독일 환경부장관 메르켈
(Angela Merkel)은 두 진영 사이를 오가며 중재하는 셔틀 외교를 한 끝
에, COP2에서 비 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의무를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가까스로 미국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합의문을 채택시키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95) 한편, 영국의 메이저(John Major) 내각 역시
COP1 직전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5-10% 이하 수준으로 CO₂배
출량 감축을 할 것에 동의하여 COP1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했다. 석
탄에서 천연가스로 화석에너지 전환을 한 영국 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에
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
문에 나온 결정이었다.
1995년 3월, 독일의 자청에 의해 베를린에서 UNFCCC COP196)이
개최되었다. COP1의 가장 큰 관심사는 UNFCCC가 향후 각 국의 온실
가스 감축에 있어서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의 여부였다. 특
히 선진국의 공약을 규정한 UNFCCC 4조 2(a)항이 막연히 ‘기후변화의
완화에 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COP1에서는 더 강력하고도 구속력 있는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
하지만 국가들은 이익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미국은
COP1에서는 향후 정해질 의정서에 대한 논의만 하며 구체적인 결정은
COP3에서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EU에서는 모든 온실가스
및 문제가 되는 모든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조정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September 2008), pp. 36-39.
95) Sebastian Oberthür and Hermann E. Ott, The Kyoto Protocol: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for the 21st Century (Berlin: Springer-Verlag, 1999), pp. 46-47.
96)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First Session," Berlin, March 28-April 7 1995a.
http://unfccc.int/resource/docs/cop1/07.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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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개도국 대표였던 중국은 현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현재의 목표를 달
성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쟁론 끝에 중국 및
일부 개도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베를린 위임사항(The Berlin Mandate)'이었다. 이는
2년마다 국가별 공약 준수 과정을 담은 평가서를 제출할 것과, COP3이
열리는 1997년 말까지 2005년, 2010년, 2020년 등 특정한 감축기간
내에 온실가스97) 감축목표와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
다. 의정서가 결정될 2년 뒤의 COP3에 앞서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잣
대를 정한 것이다. 2년마다 제출하는 평가서에서 부속서 I 국가들은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법’을 규정하고 서술해야 하며,
특정 감축기간 내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
었다.98)
베를린 위임사항 이후 COP2가 다가오자 회원국들은 ①온실가스
감축 공약의 성격, ②구속력을 지닌 정책의 의정서 포함, ③시장원리의
채택, ④개도국에의 감축 의무 부여라는 네 가지 사안을 둘러싼 채 대립
과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결국 1996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COP
299)에서는 특별한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관계장관 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을 작성100)하는 것으로 폐막되었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 ‘특
정한 감축기간 내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다’101)는 중요한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97) 베를린 위임사항에서 ‘온실가스’는 CO₂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대상
이 아닌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98)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First Session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First Session," 1995b, pp. 4-6.
http://unfccc.int/resource/docs/cop1/07a01.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99)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cond Session," Geneva, July 8-19 1996a.
http://unfccc.int/resource/docs/cop2/15.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00) COP2의 관계장관 선언은 채택되지(adopted)는 못하고 단지 작성되었(noted)다.
10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cond Session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cond Session" 1996b,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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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약 1만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COP3102)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베를린 위임사항에 따라 ‘UN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103)가 채택되어 감축대상 온실가스, 감축시기, 감축량,
감축방법, 의무이행국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교
토의정서는 부속서 B104)에 속한 39개 선진국들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한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부속서 B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
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 감축기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기준년
도105)와 비교했을 때 국가별로 해당되는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교토의정서의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부속서 I의 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평균 5.2% 이하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공약해야 했다.
이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9개 국가들은 위와 같이 각기
개별적인 감축목표를 부여받았으며, 어떤 국가들은 배출량을 감축해야
했지만, 또 어떤 국가들은 단지 배출량 증가를 늦추기만 하면 되었다.
예컨대 EU는 15개국 평균 8%를 감축해야 했고, 미국과 캐나다는 7%와
6%를 감축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이슬란드,
호주, 노르웨이는 1990년 기준 각각 10%, 8%, 1%까지 배출량을 늘릴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연방을 비롯하여 구 공산권의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 수준까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목표
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동구권 국가들은 공산주의 정치·경제
http://unfccc.int/resource/docs/cop2/15a01.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0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hird Session," Kyoto, December 1-11, 1997a.
http://unfccc.int/resource/docs/cop3/07.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03)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hird Session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hird Session," 1997b, pp. 7-30.
http://unfccc.int/resource/docs/cop3/07a01.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04) 교토의정서 부속서 B는 UNFCCC 부속서 I에 속한 국가들 중 벨라루스와 터키를 제외한 모
든 국가들을 뜻한다. COP3 당시 벨라루스는 UNFCCC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고, 터키는 요
청에 의해 COP3 당시 부속서 I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105) COP2에서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게는 1990년이 기준년도가 되고, 이행경제 상황
인 4개국에게는 다른 기준년도가 적용되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1989년, 헝가리는
1985-1987년의 평균, 폴란드는 1988년이 기준년도다.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6a,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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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탈피하여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 목표치는 사실상 대부
분 달성한 상태였다.106)
<표 2-3> 교토의정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감축목표(%)
국가
호주
108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92
리투아니아*
벨기에
92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92
모나코
캐나다
94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95
뉴질랜드
체코 공화국*
92
노르웨이
덴마크
92
폴란드*
에스토니아*
92
포르투갈
유럽공동체(EC)
92
루마니아*
핀란드
92
러시아 연방*
프랑스
92
슬로바키아*
독일
92
슬로베니아*
그리스
92
스페인
헝가리*
94
스웨덴
아이슬란드
110
스위스
아일랜드
92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92
영국
일본
94
미국
라트비아*
92
주1: 감축목표는 각 국 기준년도를 100%로 계산하여 산출

감축목표(%)
92
92
92
92
92
100
101
94
92
92
100
92
92
92
92
92
100
92
93

주2: *는 이행경제(economy in transition) 해당국

이와 같이 감축목표와 기한을 규정한 후,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의
무를 지닌 부속서 B의 회원국들이 그 목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신축성을 부여하여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방법 및 정책은 각 국의 재량에 전
적으로 위임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는 어떤 특정한 국내정책도 금지하
106) 동구권의 이행경제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발효 후에 대부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공장 가동 및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니 자연히 CO₂ 배출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별다
른 노력이 없이 특정 국가의 경기침체 및 산업기반 악화로 인해 CO₂의 배출이 저절로 줄어
들어 생겨난 배출권을 ‘핫에어(hot ai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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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둘째, 대상 온실가스를 CO₂, CH₄, N₂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의 6개로 정하고, 이
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감축할 것인지의 문제는 모두 국가의 재량에
맡겼다. 셋째,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흡수원을 종류
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국내의 모든
탄소 흡수원으로부터의 탄소 흡수량을 계산하여 자국의 감축량에 포함시
킬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부속서 B 공약의무를 초과하는 감축분은 비축
했다가 장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와 같은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에서는 ET, JI,
CDM 세 가지의 신축성 체제,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이
세 가지 체제는 모두 국가 행동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교토의정서 공약에
대한 시행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들인데, 그 본질적인
취지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어디에서든,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가
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게끔 장려하는 것이었
다. UNFCCC의 참가국들은 신축성 체제를 통해 정책결정자들과 민간
행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들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익혀나갈 것을 기대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에게는 강력한 의무감축을 요구했지만, 부속
서 I에 속하지 않은 개도국들에게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개도국 관련 조항인 제10조에서는 “모든 당사국은, 공통적
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국가의 특별한 개발의 우선순위․목적․상황을 고
려하고 부속서 I에 속하지 않은 당사국에 새로운 공약을 도입하지 않으
나 협약 제4조 1항의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
여 이와 같은 공약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협약 제4조 3, 5,
7항을 고려하여 다음을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행사항들은
①COP에서 결정될 비교가능한 방법론을 이용하며 COP에서 채택된 국
가보고서 지침과 일관되게, 지역 배출요인의 질과 활동 자료 및 각 당사
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는 모형을 개선하는 비용 효율적인 국가
프로그램의 수립, ②기후변화 저감 조치 및 적응 촉진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프로그램의 수립․이행․공표․갱신, ③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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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전을 촉진, ④기후체제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관측
체계 및 자료의 개발 촉진, ⑤개도국에서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을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촉진의 다섯 가
지로 이루어졌다. 개도국에 어떤 감축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공통적이지
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의 반영으로 인해 교토의정서는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1998년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서 열린 COP4107)에서는 자연히 COP3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교토
의정서 관련 사안들이 주요 관심사였다. 결국 COP4에서는 ‘부에노스 아
이레스 행동계획(The 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2000년 COP6부터 채택될 세 가지의 신축성 체제를 두고 2년간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08)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개도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내용은 지구환경기금을 통한 자금의 제공, CDM,
기술개발 및 이전, 대 개도국 보상, 시험사업기간 중 공동이행, 신축성
체제 등으로 이루어졌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에서는 이러한 모
든 사항들을 일괄 타결할 것을 결정했다.
1999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독일의 본에서 열린 COP
5109)에서는 COP4에서 결정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의 준수 여부
가 주로 논의되었다. 그 밖에도 JI와 CDM의 제도적 설계와 공약을 이행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벌칙방안에 대한 문제도 다루었으나 특별한 결
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ET, CDM 등 교토 메커니즘의 실질
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원한 반면, 개도국들은 대개도국
107)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Fourth Session," Buenos Aires, November 2-14
1998a. http://unfccc.int/resource/docs/cop4/16.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08)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Fourth Session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Fourth Session," 1998b, p. 4.
http://unfccc.int/resource/docs/cop4/16a01.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09)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Fifth Session," Bonn, October 25-November 5 1999.
http://unfccc.int/resource/docs/cop5/06.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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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배양 등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원했으나 결국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결국 COP6에서의 논
의 종결을 위한 작업 일정을 잡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COP6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이
하 COP6-1)에서 열렸다가 파행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2001년 7월 16
일부터 27일까지 독일의 본(이하 COP6-2)에서 재개되었다. COP6은 교
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특
히 세 가지 신축성 체제인 ET, JI, CDM의 세부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
반드시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고,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경 및 조림 활동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의 인정 여부와
관련되는 탄소 흡수원의 범위 규정, 교토의정서 발효 시 공약준수에 대
한 세부적인 조항들도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COP6-1110)에서는 회원국들의 의견대립이 극심하여 회의
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특히 EU와 미국, 일본, 호주 등 우산그룹의 의견
대립이 심했는데, 주된 갈등 사안은 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 ET와
JI가 ‘보조적’이라는 조문의 해석에 따른 제약 정도, 그리고 감축의무 이
행 기제에 대한 것이었다. 우산그룹은 흡수원의 광범위한 인정과 ET 및
JI의 ‘보조적’ 성격의 거부를 주장하여 교토의정서의 환경적 건전성을 약
화시키는 입장을 취했는데, EU는 우산그룹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
여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해결책 없이 협상이 결렬되었다.
2001년 3월, 부시(George W. Bush, 제43대 미국 대통령)는 미국
의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고, 7월 16일에 독일의 본에서 속개된
COP6-2111)에서 각 국 대표들은 미국을 배제한 채로 회의를 진행시키
기로 결정했다. COP6-2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안들은 지금까지와 마찬
가지로 개도국 지원, 교토 메커니즘, 흡수원, 의무준수 체제 등이었다.

110)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First Part of Its Sixth Session," Hague, November
13-25 2000. http://unfccc.int/resource/docs/cop6/05.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1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the Second Part of Its Sixth Session," Bonn, July 16-27
2001a. http://unfccc.int/resource/docs/cop6secpart/05.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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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결과 장관급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치적 합의문이 부에
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본 협정(Bonn Agreements)’으
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세 개의 신
규기금(교토의정서 적응기금, 특별기후변화기금, 최빈개도국기금)을 설립
하며, 기금규모 및 출연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선진국 주도로 정치적 공
약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을 설치하여 선진국의 대 개도국 기술
이전을 담당하게 한다.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도국에 매년 4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교토 메커니즘의 활용한도를 제한하는 수량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회피한다. CDM 사업 등을 통한 해외
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무제한 인정하나, 원자력 사업에 의한 크레딧
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선진국은 CDM 사업 이익금의 2%를 교토의정
서 적응기금에 출연한다. 셋째, 교토의정서 제3조 4항의 조림 경영 활동
에 따른 크레딧의 인정 수준을 확대하며, CDM 사업대상에 신규조림 및
재조림을 포함시킨다. 넷째, 최종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적용되며, 이러한 조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이어야 한
다. 의무불이행시 불이행분을 1:1.3 비율로 할증하여 차기 공약기간에
이월한다.112)
그동안 우산그룹의 일원으로 협상에 임해왔던 일본과 캐나다가 EU
의 입장을 지지하며 합의에 동참함으로써 COP6-2의 타결에 기여했으
며, EU는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상당 부분 기존의 입장을 거두어 양
보를 한 부분이 발견된다. EU는 먼저 교토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CDM
어떠한 양적 제한도 두지 않을 것에 동의함으로써 우산그룹의 입장을 받
아들였다. 또한 LULUCF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 관련하여, EU는 원래
흡수원의 광범위한 인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했으나 결국 이 영역에서 1
백만 MtC 이상의 탄소 관련 감축이 일어나는 6개국(캐나다, 독일, 일본,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113)에게 토지이용과 조림의 흡수원 기능
을 인정해주었다.114) 중국을 비롯한 77그룹은 주요 쟁점에 대해 EU와
11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1a, pp. 36-51.
113) 미국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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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함으로써, 선진국들로 하여금 매년 4억 1천만 달러를 개도국들에게
지급하게 만드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것은 장관급 회의 차원을 넘어선 COP 차원의 결정문으
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7월 23일 채택된 ‘본 협정’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세부협상이 진행되었으나, 7월 27일 최종본회의에서 일관
합의에 실패했던 것이다. 결국 개도국 등의 능력형성, 기술지원, 기금 조
성방안 등은 타결되었으나, 쿄토 메커니즘 이행방안, 의무준수체제, 토지
이용, LULUCF, 국가보고서 작성, 배출통계작성 및 검토방법 등은 합의
에 이르지 못하여 COP7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되었다.
COP7115)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모로코의 마라
케시에서 열렸다. 여기서는 COP6-2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안들을 세 가
지 영역으로 나눠서 검토했는데, 첫 번째 사안은 신축성 체제의 원칙,
성격,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안은 LULUCF 관련 흡수원의
산정 규칙을 확정하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사안은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대한 강제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마라케시 합의(Marrakesh Accords)‘116)로서, 이는 교
토의정서 발효 이전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한 가장 상세한 합의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마라케시 합의에서는 신축성 체제의 제도적․행정적 측면에 대해 자
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배출량의 단위를 네 가지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신축성

체제의

운용에

대비하였다.

할당량단위(Assigned

Amount Unit, AAU), 배출저감단위(Emisison Reduction Unit, ERU),
공인배출감축(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제거단위(Removal
114) 6개국의 흡수원 인정량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12.00MtC, 독일 1.24MtC, 일본 13.00MtC,
루마니아 1.10MtC, 러시아 17.63MtC, 우크라이나 1.11Mt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1a, p. 47.
115)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h Session," Marrakesh, October 29-November
10 2001b. http://unfccc.int/resource/docs/cop7/13.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16)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h Session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h Session," 2001c, pp. 5-7.
http://unfccc.int/resource/docs/cop7/13a01.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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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RMU)가 그것이다. 이 네 가지 단위는 모두 1단위가 1톤 분량의
탄소관련 배출을 뜻하며, 각 단위가 사용되는 제도가 다르다는 것이 차
이점이다. 먼저 AAU는 각 선진국의 기업들이 국가에서 허용받은 배출
할당량 중에서 할당분보다 적게 배출하는 경우 그 차액을 뜻한다. 이는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다른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으며, EU에서는
EUA(Europe Union Allowance)라고 부른다. ERU는 선진국 간에 공동
이행사업 시 획득하는 탄소배출권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동구권
국가들과 선진국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CER은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
에서 CDM 사업을 할 때 획득하는 탄소배출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RMU는 LULUCF를 통해 감축분이 발생할 때 인정되는 배출권이다. 미
사용 AAU는 아무런 제약없이 한 공약기간에서 이후의 공약기간으로 이
전되지만, 미사용 ERU와 CER은 소유국 AAU의 최대 2.5%까지만 이전
된다. 미사용 RMU는 이전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무감축국들은 배출권의 과다판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약기간 보유량(Commitment Period Reserve, CPR)을 의무화하고,
CPR이하가 되는 당사국은 판매를 할 수 없게 정했으며, CPR을 회복하
기 위한 구매는 허용했다. CPR은 ‘할당량의 90% 또는 가장 최근 배출
량의 5배중 낮은 보유량’이라고 명시했다. 기존 교토의정서에서는 ET의
‘보조적’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구매’할 수 있는 총량의 제한을
꾀했다면 마라케시 합의의 규정에서는 판매자 책임(seller's liability) 개
념을 적용하여 국가가 ‘판매’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였다.
마라케시 합의에서는 회원국에 의무이행을 강제하도록 할 기제 관
하여 여러 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의무준수위원회(Compliance
Committee),

촉진분과(facilitative

branch),

강제분과(enforcement

branch)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다. 의무준수위원회는 교토의정
서 제8조에 규정된 전문 평가팀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이행 문제 또는
당사국 자신 또는 타 당사국에 의해서 제출된 이행 문제를 다룬다. 의무
준수위원회의 의장단은 해당 이행 문제를 두 개의 분과 중 해당 분과에
배당할 수 있으며, 이행 문제를 다루는 중 언제라도 강제분과는 해당 건
을 촉진분과로 이송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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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분과는 모든 당사국의 교토의정서 이행 및 의무준수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조언 및 촉진책을 지원하는 곳이다. 촉진분과는 개도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하고, 부속서
I 국가들의 교토 메커니즘의 사용이 보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촉진분과는 조기 경고 체제(early warning system)로 기능하는데,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방법론 및 보고 의무, 그리고
당사국의 연간 인벤토리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의 보고에 대한 잠재적인
미준수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라케시 합의에서 규정된 의무이행 강제방안의 핵심은 강제분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분과는 부속서 I 국가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곳이다. 강제분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여부, 모니터링과 보고규정 준수여부, 체제 참가요건 준수여부
를 판단하고, 미준수의 경우는 사전에 정해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강제분과의 결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항소가 불가
능하도록 정했다. 제재의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의 경우 초
과 배출량의 1.3배를 제2차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하고, 순응 행동계
획(compliance action plan)을 작성하며, 배출권 거래 시 할당량 이전자
격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모니터링과 보고규정 미준수의 경
우에는 해당국의 의무미준수를 선언하고, 행동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했으며, 체제 참가요건 미준수의 경우 관련 체제에의 참가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의무준수체제의 법률적 형태(legal form)에
대해서는 COP/MOP에서 전적으로(prerogative) 결정하도록 하고, 제1차
COP/MOP에서 마라케시에서 합의된 문서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마라케시 합의 이후 교토의정서의 발효까지 세 번의 COP가 더 열
렸으나 크게 주목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COP8117)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취약성 및 개도국 경제․사회개발의 필요성이 부각

117)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Eighth Session," New Delhi, October 23-November 1
2002a. http://unfccc.int/resource/docs/cop8/07.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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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기후변화에 대
응할 것이 촉구되었다. 여기서 개도국들은 개발의 필요성과 기술이전,
그리고 재정지원이 강조된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선진국
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가 포함되는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의장안이 도출되어 결국 개도국 입장이 많이 반영
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델리 장관 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

on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118)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회원국 관계 장관 명의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행동을 촉구한 선언문이었다. 델리 선언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기후변화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깊이 인식하여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기후
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하며, 빈곤퇴치와 경제․사회의 성장이
기후변화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할 것을 선언하고, 각 국이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지니며,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에
따라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고, 정보교환, 기술이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EU, 캐나다, 일본 등은 델리
선언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행계획 및 대책 관련하여 전혀 구체성을
지니지 않은 선언일 뿐이라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2003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
최된 COP9119)에서 당사국들은 지구환경기금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적응
기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를 운용하여 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지원에 우선 기금을 사용하
고, 기타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 활동지원에 활용할 것이 결정되었으며,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술이전전문가그룹의 2004년 활동계획도
확정되었다. 또한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이행체제에 관한 추가적인 논
118)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Eighth Session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Eighth Session," 2002b, pp. 3-5.
http://unfccc.int/resource/docs/cop8/07a01.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19)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Ninth Session," Milan, November 1-12 2003.
http://unfccc.int/resource/docs/cop9/06.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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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이루어졌으며, 선진국이 투자한 개도국 내 조림․재조림 CDM을 의
무이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결정되었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전 마지막 COP였던 COP10120)은 2004년 12
월

6일부터

17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렸다.

COP10에서는 기후변화협약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실적을 평가하
고 향후의 전망을 보고했고, '적응 업무 및 대응 방식에 관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프로그램(Buenos Aires Programme of Work on Adaption
and Response Measures)‘의 채택을 결의하여, 주로 개도국들이 기후변
화에 더 잘 적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기술이전전문가그룹의 중장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공공기술의 정의 및 이해 제고 활
동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2년 1차 공약기간이 끝난 후에
나타날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기 시작했는데, 당사국들은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의무부담 방식에 대한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막후에서 진행하여 2005년 5월에 독일 본에서 있
을 정부 간 세미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U는 1차 공약기간 이
후 개도국의 참여확대를 촉구했고, 개도국은 의무부담 참여확대가 논의
되는 것 자체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COP10이 열리기 직전인 2004년 11월 18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를 비준했다. 규정상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협
약 당사국이 비준을 해야 하고, 이들 당사국 중 부속서 I 당사국의 1990
년의 총 CO₂배출량이 적어도 전체 부속서 I 당사국의 1990년 총 CO
₂배출량의 55% 이상이 되어야 했다. 2001년에 이미 55개국 이상의 협
약 당사국이 비준을 한 상태였기에 첫 번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
나, 두 번째 조건은 부속서 I 당사국들 배출량 중 17.4%를 차지하는 러
시아가 비준하기 전까지 약 10.8%가 부족하여 충족되지 못한 상태였다.
2002년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

120)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enth Session," Buenos Aires, December 6-18 2004.
http://unfccc.int/resource/docs/cop10/10.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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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EU회원국들
의 교토의정서 비준은 거의 끝난 상태였고,121) 동유럽 국가들 역시 그러
했다. EU회원국들은 교토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었고,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이전에 교토의정서 비준이 이
루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 했다.122)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
들은 대세에 따르는 분위기였고, 러시아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산업
화로 인한 경제성장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비준을 미뤄왔으나,
국제사회의 압력, EU의 설득123), 그리고 비준을 계속 피할 수는 없다는
인식과 국가위상의 제고 등의 이유로 비준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섰
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비준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이루어졌다.124)

121) 2002년 5월 31일에 EU의 15개 국가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마친 상태였다. Joshua W.
Busby, "Climate Change Blues: Why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Just Can't Get
Along," Current History (March 2003), p. 114.
122) Christiane Beuermann, "Climate Policy: Towards an Agenda for Policy Learning
between Britain and Germany," Angle-German Foundation for the Study of Industrial
Society (September 2002), p. 4.
123) EU는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적극 지지의 전제조
건으로 하여 압력을 가함으로써 러시아의 비준을 이끌어냈다. 김종찬, 『중동의 두 얼굴』 (서
울: 새로운사람들, 2004), p. 97.
124) 이후 2008년에 호주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유
일한 부속서 I 국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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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의 ‘주도형’ 기후변화 대응정책
영국은 전지구적 기후변화 사안의 주도자로서, 대외적으로는 의제의 형
성 및 확산 과정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대내적으로는 가장 선구
적인 국내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주었다. 기후변화
의제의 형성 초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구
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거부한 영국이었지만, 점차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이익과 외부
적인 요구를 조화시켜 나갔다. 영국의 ‘주도형’ 대응정책을 형성시킨 국
내적 요인들은 전력사업 민영화로 인한 부수효과, 최고지도자 및 내각의
의지와 추진력, 권력융합형 정부 형태에 따른 정책 시행의 용이성, 국제
사회에서의 사안 주도권 확보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1. 영국의 국내 조건
1) 경제적 이익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을 기준으로 영국은 총 654.7 백만톤 CO₂
eq.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로
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CO₂의 비중은 84%를 차지했으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서 에너지 부문은 85%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였
다. 1990년에서 2006년까지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당시 세
계 6위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영국 산업구조의 영향이었다. 영국 정부에
서 UNFCCC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는 다음과 같았
다.125)

125) IPCC의 1996년 수정지침과 UNFCCC의 2003년 지침에 따라, UNFCCC에 가입된 모든 회
원국들은 6개의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SF₆, HFCs, PFCs)와 5개 부문(에너지, 산업공
정, 농업, 폐기물, LULUCF)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 61 -

<표 3-1> 영국의 온실가스별 배출 현황126)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합계

1990
591.8
97.7
67.9
11.4
1.4
1.0
771.2

1995
553.5
84.2
57.4
15.3
0.5
1.2
712.1

2000
552.1
64.2
46.1
9.3
0.5
1.8
673.9

2001
563.8
58.9
43.5
10.2
0.4
1.4
678.3

2002
546.6
56.0
41.7
10.7
0.3
1.5
656.9

2003
556.3
50.2
41.2
11.9
0.3
1.3
661.2

2004
556.9
48.7
41.9
11.2
0.3
1.1
660.0

2005
553.1
47.3
40.9
12.1
0.3
1.1
654.7

<표 3-2> 영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127)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총배출량
LULUCF
순배출량

1990
609.6
54.1
57.5
46.0
771.2
3.9
767.3

1995
567.1
46.4
56.1
40.1
712.1
2.5
709.6

2000
559.5
31.7
52.9
29.4
673.9
0.4
673.5

2001
572.2
30.1
50.1
26.0
678.3
-0.1
678.4

2002
555.6
28.2
50.1
23.9
656.9
-0.9
657.8

2003
561.7
30.0
49.6
21.1
661.2
-1.3
662.5

2004
562.7
30.3
49.9
19.5
660.0
-2.4
662.4

2005
557.8
30.6
50.2
19.0
654.7
-2.9
657.7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가량 감
소했다. 특히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여기에 배출권 구입까지 합산하면 총 감축량은 20%를 상회
하는 수준이었다. 교토의정서 상 영국은 2012년까지 12.5%의 감축의무
를 부여받았으므로,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시에 이미 목표를 달성한
셈이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대처(Margaret H. Thatcher)
시기에 추진된 전력산업 민영화에 의해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결과였다.
기존에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던 전력 부문이 1990년을 기점으로 민영
126) K. Brown, L. Cardenas, J. MacCarthy, T. Murrells, Y. Pang, N. Passant, G.
Thistlethwaite, A. Thomson, N. Webb, "Greenhouse Gas Inventory, 1990 to 2010:
Annual Report for Submission under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ted Kingdom's National Inventory Report (April 2012), p. 10.
127) Brown, etc. 2012, p. 12.

- 62 -

화되면서, 전력발전의 주원료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석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환경
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았던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그 결과 천연
가스가 주원료가 되는 ‘가스로의 돌진(dash for gas)’ 현상이 나타나면
서 영국은 이러한 우연을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인식 구조의 변화는 결국
장기적인 국가이익 개념의 변화까지 가져왔다.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일
찍이 달성한 영국은 이를 넘어 1997년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중․장
기적 목표를 공약하여 기후변화 의제 주도국으로서의 행태를 보여주었
다. 이 시기 이익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의 교토의정서 도출, 영국 내부에서의 노동당 집권 등 여러 대내외적 요
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전 영국의 CO₂배출
량 감축목표 공약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 영국의 CO₂배출량 감축목표 공약 변화
총리
대처
메이저
블레어

공약연도
1990년
1992년
1997년
2003년

출처
환경백서
UNFCCC
교토의정서
노동당 공약
에너지백서

2005년까지
2000년까지
2012년까지
2010년까지
2050년까지

감축목표
1990년 수준
1990년 수준
1990년의 12.5% 이하
1990년의 20% 수준
1990년의 60% 수준

2003년 에너지백서에서 블레어(Tony Blair) 내각은 CO₂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6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이
교토의정서 발효 전까지 영국에서 나온 가장 큰 목표치를 담은 것이었
다. 이 계획을 따를 경우 2050년에 이르러 영국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한 해 최소 100억파운드에서 최대 420억파운드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 달성과 ET로 비용을 낮추는 것을 가정하고도
향후 약 50년간 매년 30억파운드에서 160억파운드의 재정손실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으로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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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50년까지 매년 2%의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2005년에 1조
1,600억파운드였던 영국의 GNP는 2050년에는 2조 8천억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서 최대비용을 가정하면 2050년 GNP의 1.7%,
최소비용을 가정한다면 0.4%의 금액이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었다.128) 하지만 이러한 큰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
는 목표달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중요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통한 ‘이익’ 개념 자체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정책적 변화가 뒤따른 것이다. 2005년 7월 영국 상원의
경제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공식선언은 그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는 중요하다. 사실 재무장관은 ‘기후변화는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재정 및 경제부처들의 문제다.’라고 주장해왔다. 우리는 경
제를 중심 역할로 두는 이러한 인식을 환영한다. 이는 우리의 연구
이면의 추동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재무장관이 ‘정부의 이익’이라
는 범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기후변화 논의의 측
면에서 우리는 아직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129)

2) 정치 제도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치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기후변화 교섭단체로서 영국이 속해 있으며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EU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주권국가
차원로서의 영국 내부의 정치 제도다. 먼저 EU 차원을 살펴보면, EU 자
체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교섭, 가입, 비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기후변화 사안에서도 EU는 회원국들에
의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UNFCCC와 교토의정서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EU는 15개의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단일의
협상주체로서 기능해 왔다.130) 1993년 12월 15일 EU는 UNFCCC에 가
128) United Kingdom the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Volume I: Report, 2nd Report of Session 2005-2006,
(July 2005), pp. 47-49.
129) United Kingdom the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200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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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했고, 2002년 5월 31일에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EU는 지역기구
로서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참가한 유일한 행위자이며 교토의정서의
한 회원으로서, 제1차 공약기간 동안 1990년 수준의 8% 이하로 온실가
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공언했다. 이는 15개 국가들이 사전에 합의한
감축목표 분량의 평균을 의미한다.
<표 3-4> EU와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131)
(단위: %)
EU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EU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및 감축
-13
-7.5
-21
0
0
-21
+25
+13
-6.5
-28
-6
+27
+15
+4
-12.5
-8

130) EU의 15개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을 뜻한다. 이들 각각은 독자
적으로 교토의정서에 가입 및 비준을 결정할 수 있다. 15개 회원국 외에 12개 국가가 추가로
EU에 가입했으나, 이 중 10개국(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은 EU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감축목표를 지니며, 2
개국(사이프러스, 몰타)은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 EU-15의 회원국들은 EU라는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회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로서도 책임을 지닌다. 회원국들이 지니
는 두 가지 수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EU 위원회는 EU를 대표하여 개별 회원국들의 온실
가스 감축에 관한 진전사항을 취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131) "The Kyoto Protocol and Climate Change: Background Information," Europa (May 31,
2002).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02/120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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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EU는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 8% 감축이라는 목표를 도
출해냈다. 이것은 교토의정서와는 별도로 EU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132) 15개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책임과 감축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
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EU의 기후변화 의제를 주도하는 두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제1차 공약
기간 내에 1990년 수준의 12.5%를 감축해야 하며, 다른 한 국가인 독
일은 이보다 많은 21%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포르투갈은 1990
년 수준의 27%, 그리스는 27%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5개국은 개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지며, 15개국의 배출량 총합이 EU의 할당량
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그러나 연방국가인 미국에
서는 주 또는 시가 연방의 구속력 하에 놓여있는 반면, EU의 회원국들
은 주권국가로서 EU 수준을 능가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용인된
다. 영국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블레어 내각은 2000년 기후변
화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의 CO₂감축
을 목표로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여된 12.5%의 의무감축량을 크게 초
과하는 국내적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영국 국가 차원의 정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
국의 정치 제도는 고전적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각은 의회로 이루어지며, 의회는 국민 직선을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이루어진다. 둘째,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 셋째, 내각
은 행정권을 지닌다. 이는 행정부와 의회 모두 국민 직선제를 통해 선출
되며, 의회는 행정부 불신임권을 지니고 못하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
장으로서 의회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지만, 내각
의 수장인 총리의 임기는 의회 다수파의 신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또
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지만, 내각에서 총리는
132) Cinnamon Pinon Carlarne,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EU and US Approach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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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133)
정치공학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구현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
각제는 권력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점은 행정권과 입법권의 융합이다. 내각제에서 행정부인 내각의 수장인
총리는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출되고, 내각의 각료들 역시 대부분 의회
의 의원을 겸직한다. 따라서 내각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합 형태를 취
하며, 의회 다수파의 지지가 유지되는 한 내각은 원하는 방식대로 법안
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게다가 영국
의 정치체제에서는 국민주권이 아닌 의회주권을 국가적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 및 결정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게 된다.134) 따
라서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행정부를 엄밀하게 견제하는 대통령제에 비해
정책집행의 효율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제도라고 인식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내각제의 효율성은 여실히 드
러났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민주당 대통령의 강력한 의
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했던 의회의 거부에 의
해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클린턴이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기후변화정책들도 의회가 지닌 예산배분권의 견제를 받
아 번번이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내각 차원에서 기후변화
정책이 수립되면 자연스럽게 의회 다수당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셈이었으
며, 야당의 반대는 형식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견제의 기능은 지
니지 못했다. 따라서 고전적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의 특징상 내각
을 장악한 당의 정책기조가 곧 국가의 정책기조가 되었으며, 총리를 비
롯한 내각 최고수뇌부의 정책결정이 곧 국가의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많았다.
3) 외부압력 인식
기후변화 대응책의 마련을 개별국가에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의 가장 큰
133) Giovanni Sartor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7), pp. 83-86,
101-102.
134) Sartori, 1997, pp.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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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UNFCCC라고 할 수 있으며, UNFCCC는 실질적으로 EU의 지도
력과 역할에 의해 유지·발전되어 왔다. 여타의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목표 및 기한에 대해 특별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 있을 때,
EU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넘어서는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타 국가들에게 규범적 합의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주체의 역할을 해 왔다. 각 EU 회원국들의 선구적인 목
표공약과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EU ETS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온
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혁신적이고도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제사회를 이끌어왔다. 그 결과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
서는 의심할 바 없이 EU가 의제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EU의 정책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영국은 독일과 더불어 EU의 기후변화정책을 주도하는 양대 국가
중 하나다. 영국은 기후변화 의제의 초기 형성 단계에서 시장원리를 도
입하고자 하는 미국과 국내정책만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주장하는 EU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아 교토메커니즘을 포함한 교토의정서를 탄생시
키는데 크게 공헌했다.135)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COP3에서 영국의 역할
은 특히 돋보였는데, 이 때 영국은 사실상 EU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처
신했다. 1997년 12월 당시 EU의 의장국은 룩셈부르크였지만, 1998년
1월부터 영국이 의장국을 맡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국력이 약한 룩셈
부르크 대신 영국이 EU를 대표하여 의장국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136)
당시 블레어 내각의 부총리였던 프레스콧(John Prescott)은 영국 및 EU
의 협상대표로서 활약하여, EU가 주장해 온 ‘감축목표 및 기한의 설정’
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의 채택을 이끌어냈다.137)
교토의정서의 채택 이후 미국의 탈퇴로 인해 발효가 어려워졌을
때, 영국은 EU의 주도국으로서 러시아를 설득하여 교토의정서를 발효시
135) Michael Grubb, "Britannia Waives the Rules: The UK, the EU and Climate Change,"
New Economy, 1070-3535/02/030139 (2002), pp. 139-141.
136) Oberthür and Ott, 1999, p. 86.
137) Tim Rayner and Andrew Jordan, "The United Kingdom: A Paradoxical Leader?" in
Rüdiger K. W. Wurzel and James Connelly (eds.), The European Union as a Leader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p. 99,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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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COP6-2에서는 개도국 기후변화 적
응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골자로 하는 본 협정을 타결시켜 선진국
의 개도국 지원방안을 의무화·구체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즉, 영국은
국제적 압력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여타의
주체들에게도 압력, 설득,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책 마
련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국제적 압력의 순응자이자 주도자로서 기능해
온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EU가 결정적으로 국제적 압력의 주체로서 기
능한 사건은 러시아의 국내비준을 설득한 것이었다. 영국의 적극적인 중
재 노력으로 교토메커니즘의 채택이 이루어져 미국의 가입을 유도했지
만, 결국 미국 의회비준의 실패와 교토의정서 탈퇴로 인해 교토의정서는
발효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지니기 위해
서는 ‘55개국 이상의 협약 당사국이 본 의정서의 법적 문서의 비준, 승
인, 인가 혹은 가입을 기탁하고 이들 당사국 중 부속서 I 당사국의 1990
년의 총 CO₂배출량이 적어도 전체 부속서 I 당사국의 1990년 총 CO
₂배출량의 55% 이상이 된 후 90일이 경과해야 한다.’고 제25조에 규정
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비준 이전 이
에 찬성하는 회원국들의 배출량 합계가 44.2%밖에 되지 않아 55% 요건
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부속서 I 당사국의 36.1%라는
막대한 CO₂배출량을 지닌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이상, 17.4%
의 러시아의 국내비준은 교토의정서 발효 여부를 결정짓는 사항이었다.
2004년 5월까지 러시아는 비준 여부를 두고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
고 있었는데,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었던 일라리오
노프(Andrei Illarionov)가 교토의정서 비준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그는 교토의정서를 ‘러시아의 경제적 아우슈비츠’라고 부르며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러시아 경제를 난쟁이
혹은 아기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138) 하지만 EU-러시아 정

138) “Andrei Illarionov: Kyoto Protocol is Economic 'Auschwitz' for Russia,” Prada.Ru
(February 24, 2004). http://english.pravda.ru/news/russia/24-02-2004/55640-0/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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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비준에 찬성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
언했고,139) 결국 2004년 9월 러시아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여 동
년 11월에 공식적인 비준이 이루어졌다.140)
이 과정에서 EU는 전력을 다하여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설
득했으며, 비준 사안이야말로 EU-러시아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푸틴의 교토의정서 가입 선언이 나온
EU-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결론은 러시아의 WTO 가
입에 대해 EU-러시아 간 회담 진행에 대한 것이었다. EU는 소련연방
해체 이후 줄곧 러시아의 WTO 가입에 반대해왔으나 2004년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과 EU의 러시아 WTO 가입 지지는 연계
사안이 된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비준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경제개발을 고려한다고 해도 교토의정서에서
부과한 의무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핫에어(hot air)’141)로
인해 감축량 여유분까지 생겨 ET가 이루어진다면 타국에 배출권을 판매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교토의정서 발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고자 했으며, EU
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으면서까지 러시아 설득에 주력했다.142)
영국을 비롯한 EU가 국제적 압력의 주체로 큰 역할을 한 또 하나
의 사건은 교토의정서 상 개도국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원칙을 확정하
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교토의정서는
139) “Moscow Dashes Hopes on Kyoto ahead of EU-Russia Summit,” EUbusiness (May
20, 2004). http://www.eubusiness.com/europe/russia/040520144659.nextvw5h/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140) 1990년 기준 부속서 I 당사국의 17.4%의 CO₂배출량을 지닌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61.6%가 이루어져 교토의정서의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다.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Status of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http://unfccc.int/kyoto_protocol/status_of_ratification/items/2613.php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141) 동구권의 이행경제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발효 후에 대부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공장 가동 및 에너지 사용이 줄어드니 자연히 CO₂ 배출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별다
른 노력이 없이 특정 국가의 경기침체 및 산업기반 악화로 인해 CO₂의 배출이 저절로 줄어
들어 생겨난 배출권을 ‘핫에어’라고 부른다.
142) United Kingdom House of Lords European Union Committee, "The EU and Climate
Change," 30th Report of Session 2003-2004, Volume I: Report (November 2004), p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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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의 원칙 속에서 선진국 책임을 규범화시
킨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도
국은 일정 기간 동안은 어떠한 감축의무도 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미
국 주도의 일부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선발개도국들이 이
미 세계 CO₂배출량의 45%에 육박하는 양을 화석연료로부터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도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선진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EU의 의견이 관철되어 교토의정서 시행담론의 한 축
이 정립되었으나, 이에 끝까지 반대한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를 야기하
기도 했다.
미국 없이 교토의정서 시행제도 및 방안을 고안해야 했던 EU는 여
러 개도국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
을 교토의정서의 제도에 내재화시켰다. COP6-2에서 개도국 지원을 위
한 기후변화기금을 설립하고 선진국으로 하여금 재원조달 의무를 지게
했다. 또한 CDM 제도를 강화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
하는 등 선진국의 개도국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개도국
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끔 제도적인 장치
를 마련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도국 지원을 규칙화하면서, 다
른 한편에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선발개도국들이 스스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다양한 완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
과 지원을 병행했다.
4) 정책결정자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집권 하(1979-1997년)에서 영국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의 이점을 강조하는 정책을 시
행했다. 즉, 기본적으로 보수당의 기후변화정책은 산업계를 중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기조를 갖고 있었으며, 시장중심적
접근과 불간섭주의의 노선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143) 하지만

143) Brian Wynne,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s in the European
Community: Institutional and Cultural Factor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 3,
Issue 1 (March 1993),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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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월 집권한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제3의 길’이라는 정책적
기조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강한 시장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거부하고,
환경, 산업, 사회적 문제들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테면 경쟁적인 에너
지 시장의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소비자 권리, 사회적 정의, 환경보호
등을 더 많이 강조하는 방식이었다.144) 블레어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의 사활이 달린 최우선의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수당 정
부 시기에는 영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수준
에 그쳤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목표를 상승시켜, 기후변화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그 결과 노동당
집권 이후 영국의 기후변화 사안은 효율의 범주를 넘어 국익을 재구성하
는 국가전략으로서의 존재감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 3-5> 영국의 총리 및 집권 시기
총리

집권 시기

마거릿 대처(보수당)

1979. 5. 4. ~ 1990. 11. 28.

존 메이저(보수당)

1990. 11. 28. ~ 1997. 5. 2.

토니 블레어(노동당)

1997. 5. 2. ~ 2007. 6. 27.

대처는 그녀 자신이 옥스퍼드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과학자 출신으
로, 영국 총리 중 최초로 기후변화 의제에 정치적 중요성을 부여한 인물
이다. 대처의 기후변화정책은 특별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정치적 수사
에만 그쳤다고 볼 수 있지만, 1980년대 말 그녀의 친환경적 정책표명
뒤에는 이를 지원하는 일련의 과학자 및 정치가 그룹이 있었다. 대처가
기후변화

사안에

관해

가장

신뢰하는

과학자인

러브록(James

Lovelock)은 대처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확신
을 심어주었고,145) 이스트앵글리아대(University of East Anglia) 기후
연구분과의 수장인 위글리(Thomas Wigley)는 정기적으로 대처와 내각

144) Nick Eyre, "Carbon Reduction in the Real World: How the UK will Surpass Its Kyoto
Obligations," Climate Policy, Vol. 1, Issue 3 (2001), pp. 316-317.
145) 팀 플래너리, 『기후 창조자』, 이한중 역 (서울: 황금나침반, 2006), p. 309.

- 72 -

관료들을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정치권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 영국 기상청장을 지낸 메이슨
(Basil John Mason)과 오존층에 난 구멍을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 파맨
(Joseph C. Farman)도 대처와 비공식적인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문
제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그 밖에도 에너지부의 수석 과학자인 홀드게
이트(Martin Holdgate)와 UN대사 티켈(Crispin Tickell) 역시 대처의
기후변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이었다.146)
대처의 뒤를 이어 보수당의 수장으로서 영국 총리가 된 메이저는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대처 임기 마지
막에 발간된 환경백서의 제언을 받아들여,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으
로 CO₂를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공약했다. 하지만 무려 30%의 CO₂
감축이 필요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요원한 상황이었다. 메이저는 친기
업적인 보수당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다만 정치적 수사의 차
원에서 환경백서의 목표를 공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력사
업 민영화와 그에 따른 ‘가스로의 돌진’으로 인해 메이저 시기 영국은
기후변화 의제의 주도국으로 부각되었지만, 대처와 마찬가지로 메이저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는 갖고 있지 않았다. 메이저
시기 가정용 화석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가 도입되
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정량의 전력 공급이 의무화되는 등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그 의도는 기후변화 사안과 무관한 것이었
다. 부가가치세 도입은 영국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에
너지 효율화의 목적은 환경보호가 아니라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보수당 내각의 견해가 메이저 정부 기후
변화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1997년 5월,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킨 노동당의 블레어는
영국의 주도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이끈 중요한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
146) Brian Wynne and Peter Simmons with Claire Waterton, Peter Hughes, and Simon
Shackley, "Institutional Cultures and the Management of Global Environmental Risks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Social Learning Group, Learning to Manage Global
Environmental Risks I: A Comparative History of Social Responses to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nd Acid Rain (Cambridge: MIT Press, 2001),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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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 공약에서 이미 ‘2010년까지 1990년의 20% 수준의 CO₂감축’
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던 블레어는 집권과 동시에
기후변화 의제를 국가의 사활이 달린 최우선의 정치적 사안으로 탈바꿈
시켰다. 전지구적 기후변화 의제의 대표적인 선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블레어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기후변화세를 신설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효율 향상을
이룰 법제를 고안했으며, 에너지 공급 면에서는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개
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영국의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이끌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하여 미국-EU 간의 알력을 조정하
고, EU의 주도국 중 하나로서 교토의정서의 채택부터 발효에 이르기까
지 큰 기여를 했다.

2.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
1) 기후변화 사안의 정치화
(1) 1980년대까지의 논의
인간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국 최초의 실증적 연구는
1938년 캘린더(Guy Stewart Callendar)147)에 의해 이루어졌다. 증기
기술자였던 캘린더는 대기 중의 CO₂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지구적으로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의 과학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148) 이후 1960년대에 이르자
단순한 형태의 대기 대순환모형(general circulation model)이 만들어지
기 시작했지만, 이는 단지 기상예측을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기상청장이었던 메이슨(Basil John Mason)은 물리적인 기
147) Guy Stewart Callendar, "The Artificial Production of Carbon Dioxide and Its
Influence on Temperature," Quarterly Journal Royal Meteorological Society, Vol. 64
(1938).
148) Spencer R. Weart, “The Carbon Dioxide Greenhouse Effect,"
http://www.aip.org/history/climate/co2.htm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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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추이를 수학적 모형을 통해 연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영국
기상청의 연구방식을 정밀하게 바꿔놓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과학계의 관심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다. 1970년 ‘온실효과’라는 말이 영국 의회에서의 토론
도중 처음으로 언급되었지만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1971년
에는 영국 기상청의 초빙연구원이자 기후변화의 역사적인 재구축 과정을
연구하던 지리학자 램(Hubert Lamb)이 이스트앵글리아대에 기후연구분
과를 설립하였고, 그의 후임이었던 위글리는 이를 세계적인 기후변화 연
구소로 발전시켰다. 램은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온도변화에 대
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고, 메이슨은 이를 받아들여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는 과학 칼럼니스트인 칼더(Nigel Calder)가 원고를 쓴
BBC의 기후변화 프로그램 ‘기상기계(The Weather Machine)'가 대중적
인 인기를 얻는 등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도 전반적
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인위적으로 야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메이슨
이 이끄는 영국 기상청의 공식적인 입장 역시, 당시 벌어졌던 방글라데
시 홍수 등의 극단적인 기후변화 현상은 안정적인 기후 범위 안에서 자
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149) 1979년 영국 정부가 극단
적인 기후변화 현상의 증거를 찾기 위해 내각에 설치한 기후학그룹
(Climatology Group) 역시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기후학그룹은 연구보
고서를 통해 당시의 기후 문제에 대해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추가 연구
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사안에 대해 매년 조사를 하
여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영국이 어떤
종류의 기후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150)
요컨대, 1980년대 초반까지 영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특별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사안에 관심을 보인 것은 영
149) Wynne and Simmons, in The Social Learning Group, 2001, pp. 101-102.
150) United Kingdom Cabinet Office, Climate Change: Its Potential Effects 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Implications for Research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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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상청 소속의 몇몇 기상학자 및 소수의 과학자들뿐이었고, 정부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탄소세의 도입을 피하고 외부의 압력으
로부터 영국 국내의 산업계를 보호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 기후변화 의제의 정치화
영국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른 시기는 1980년대 후
반이다.151) 당시 대처 내각은 탈규제와 민영화의 기치 하에 환경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던 상황이라 영국은 ‘유럽의 더러운 존재(The dirty man
of Europe)’로 인식되고 있었으며,152) 환경 문제에 대한 대정부 압력이
시민사회에서 커져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처와 보수당은 1980년대
말 기후변화 문제를 정부의 최우선 순위로 올렸다. 기후변화 문제가 새
롭고도 ‘깨끗한’ 정치적 의제로서 정부와 당의 이미지 쇄신에 강력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이전 오존층 협약에서 영국이 소극적이
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여 기후변화 사안에 관해
서는 주도권을 쥐고자 의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처는 1988년을
기점으로 IPCC의 창설에 앞장서는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
영국의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153)
1988년 9월 27일, 대처가 영국왕립학회(the Royal Society)에서
행한 연설154)은 영국 환경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155)
151) 큰 영향력을 지닌 세 가지 언론매체 The Times, Hansard, Nature를 분석한 결과 영국에서
는 1987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정점을 찍은 것
으로 드러났다. Wynne and Simmons in The Social Learning Group, 2001, p. 102.
152)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Chris Rose, The Dirty Man of Europe: Great British Pollution
Scandal (London: Simon & Schuster, 1990).
153) 헬름(Dieter Helm)은 1988년 이후 대처 내각이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하게 된 까닭으로 다
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영국 국내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 문제
가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환경부 장관 패튼
(Chris Patten)과 전 주미영국대사였던 티켈(Crispin Tickell)이 대처를 설득하여 환경 사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Dieter Helm, Energy, the State, and the Market:
British Energy Policy since 197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346.
154) Margaret Thatcher, “Speech to the Royal Society” (September 27, 1988).
http://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7346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155) 이 연설에서는 비록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없었지만, 수상이 환경을 주제로 삼아 이러한 연
설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United Kingdom Climate Change Levy: A Study in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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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는 이 연설에서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자신의 과학적 이해도를 보여
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사안을 정책적으로 중시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또한 그녀는 영국이 기후 연구에 공헌한 바를 언급하면서 환경정책이 굳
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
다. 분명한 인과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좋은 과학’에 토대를 두고 환경정
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설의 결론 부분에서는 경제적 건강과
환경적 건강은 서로 의존적이며,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20세기 후
반 최대의 도전 중 하나라고 주장함으로써, 이후 대처 내각에서 환경문
제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연설 이후 기후변화 사
안은 영국의 정치계, 과학계, 산업계에서 확고한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
었다.
1988년 11월, 영국이 그 창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IPCC가 공식
적으로 출범했다. IPCC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평가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룹인 실무그룹1의 의장을 영국의 대기물리학자인 휴톤
(John T. Houghton)이 맡았고, 실무그룹2는 미국, 실무그룹3은 러시아
에서 의장을 배출했다.156) 이에 따라 IPCC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영국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과학화에 큰 영향력을 행
사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나갔고, 전 세
계의 각 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으
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사안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노력은 일련의 IPCC 평가보고서들로 결과를 맺게 된다.
한편, 1989년 6월에 영국에서 있었던 제3회 유럽의회 선거는 영국
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영국의 녹색당이 총득표의 15%를
차지하는 선전을 한 것이다. 게다가 잉글랜드 17개 선거구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을 이끌어냈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6개 선거구에서 2위를,
그 밖에 2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모든 유럽 국가의 녹색당이 얻은 득표율 중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
였다.157) 비록 녹색당이 차지한 의석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 예상치 못한
Economy," (February 28, 2005), p. 13.
156) Bolin, 2007, pp.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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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보수당 정부에 큰 압력으로 작용했다. 대처 수상은 강력한 어조
로 영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주도국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에너지부
의 자금으로 영국 기상청 내에 기후예측을 위한 해들리 센터(Hadley
Center for Climate Change)를 설립하여 기후변화 연구에 박차를 가했
다.
환경부가 영국 환경정책의 사령탑으로 존재감을 재확립한 것도 대
처 시기의 일이다. 그 전까지 환경 관련 공약은 경제 및 에너지 문제와
같은 환경 외적인 부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부가 영국 환경정책의 총괄기관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158) 이에 따
라 에너지부, 재무부, 수송․무역․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잦았고, 이러한 갈등의 조정은 결국 내각 및 내각 소속 위원회들
의 임무가 되었다.
1989년 11월, 대처는 영국왕립학회 연설에 이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연설을 UN총회에서 행했다. 여기서 그녀는 삼림의 파괴와 온실가
스의 축적 결과 나타나게 된 기후변화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 전체가
가뭄과 굶주림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
제협약인 몬트리올의정서를 모델로 삼아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창설할
것을 주창했다.
“우리가 국제적 수준에서 가장 급히 해야 할 일은, 모든 국가들에
게 좋은 행동에 대한 일종의 지침이 될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159)

대처 임기의 마지막 해였던 1990년 1월, 내각 에너지부는 Energy

Paper 58160)을 발간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그에 따른 개선 방안과 관
157) Chris Rootes, "Britain: Greens in a Cold Climate," in Dick Richardson and Chris
Rootes (eds.), The Green Challenge: The Development of Green Parties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pp. 68-69.
158) Wynne and Simmons in The Social Learning Group, 2001, p. 106.
159) Margaret Thatcher, “Speech t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Global
Environment)” (November 8, 1989). http://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7817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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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에너지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또한 1990년 11월 15일에는
‘이 공동의 유산(This Common Inheritance)’161)이라는 제목의 환경백
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발간하여, 에너지 효율화 문제가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사안임을 명시했다. 내무부 자문이었던 피어스(David
Pearce)의 주도 하에 작성된 이 백서는 향후 영국 기후변화정책이 근본
적으로 변화할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다. 여기서 영국 정부는
‘지구온난화가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적 도전’이라는 것을 공
식적으로 인정했고, ‘이 세대는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과학적인 불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직면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해야 할 명
백한 명분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목표를 공약한다는 전제 하에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CO₂배출
량을 감축하겠다고 목표치를 명시하기도 했다.162)
하지만 대처의 정치적 수사와 행동 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1989년
11월 네덜란드 노르트바이크에서 열린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장
관회의’에서 영국은 국익을 이유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간
을 정하는 데에 반대했다. 당시 논의되었던 안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CO₂를 감축하자는 것이었으나 대처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또한 대처 내각에서는 EU에서 강조한 탄소․에너지세의 도입에 지속적으
로 반대하여 국내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시켰다.163) 이러한 영국의 강경
한 입장 고수로 인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세금을 통한 규제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EU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당시 영국의 여론과 몇몇 중요 지도자들은 기후변화를 중대
160)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Energy, Energy Paper 58: An Evaluation of Energy
Rel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easures to Ameliorate Them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90).
161) Her Majesty's Government, This Common Inheritance: Britain's Environmental
Strategy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90).
162) 백서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
국의 단독행동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 영국의 경쟁국들 역시 유사한 정책적 행동
을 취한다는 조건 하에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이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단독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시 영국 산업계가 입을 손
실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ynne, 1993, p. 119.
163) Busby, 2004,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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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국제협약을
창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처 시기의 영국 정부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시행에 옮기지 않았
다.
2) 전력사업 민영화와 ‘가스로의 돌진’
(1) 메이저 내각의 출범과 ‘가스로의 돌진’
1990년 11월, 대처가 사임하고 역시 같은 보수당의 메이저가 총리가 되
면서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 메이저는 기후변화를 중
요한 문제로 인식했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좇아가는 것을 넘어 이를 주
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1990년 환경백서에 명시된
목표에 따라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CO₂를 감축하겠다는 공약
을 발표했다.164) 이는 비록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공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이긴 했지만, 영국의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무려
30%의 CO₂를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였다. 메이저 집권 직전에 발
간된 Energy Paper 58에서는 2005년까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했었고,

1990년

환경

백서에서는

CCGT(Combined-Cycle Gas Turbine)165)를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화,
핵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여러 방식을 통해야만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따라서 사실상 메이저 내각
의 2005년 목표는 정교히 계획된 정책적 목표라기보다는, 포부를 밝히
는 정도의 정치적 수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공약을
밝히면서 메이저 내각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밝힌
바가 없었고, 당시만 해도 목표의 달성은 요원한 일이었다.
하지만 메이저의 공약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처가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0년 3월부터 시행되었던 전력

164) Helm, 2003, p. 347.
165) 가스터빈으로 전기를 1차 생산한 뒤 잔열로 증기터빈을 작동시켜 2차 전기를 추가로 생산하
는 방식이다.

- 80 -

사업 민영화가 이 공약의 달성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전력사업
민영화를 계기로, 영국 전력발전의 주된 연료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
출하는 석탄에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166) 전력사업 민영화로 인해 대규모의 석탄 및 석유 전
력발전이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CO₂도 덜 나오는 CCGT 방식으로 전
환된 것이다.167) 애초에 전력사업 민영화의 취지와 환경 문제는 전혀 관
련이 없었지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국의 석탄 의존도가 줄어들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늘어나서 CO₂ 배출량의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당시 EC와 영국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탄에
서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영국은 자국 경제에 어떤 비용손실도 입지 않고 30%의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었다.168) 또한 1990년 기준으로 볼 때 영
국이 전력 부문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비중은 68%였지만, 2020년이 되
면 27%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로 메이저 집권 시기부터 10
여년 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민영화에 따른 결과를 더 확연히 알 수 있
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은 78%가 늘었으며, 주요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24%에서 1999년
40%까지 올라갔는데, 그 결과 1990년 616.0MtC였던 영국의 CO₂ 배
출량이 2000년에는 565.8MtC로 줄어들어 50.2MtC의 감축이 일어났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

1990년

198.4MtC에서

2000년

147.4MtC로

51.0MtC의 배출량 감축이 일어나, 이 부문의 배출량 감축이 영국 전체
탄소배출량 감축에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6) Jan Minx, Giovanni Baiocchi, Thomas Wiedmann, and John Barrett, Understanding
Changes in UK CO₂Emissions 1992-2004: A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Report to the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London: DEFRA, 2009), p. 24.
167) Wynne, 1993, p. 118.
168) Gerald Leach, "Policies to Reduce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in the UK,"
Energy Policy, Vol. 19, Issue 10 (December 1991), p.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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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영국 주요 에너지 소비169)
(단위: 백만톤 CO₂eq.)
원자력, 수력,

총계

온도에 따른

연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1990

66.9

78.3

51.2

17.7

214.9

221.6

1991

67.1

77.8

55.3

19.2

220.0

221.4

1992

63.0

78.3

55.1

20.4

217.7

220.6

1993

55.0

78.5

63.0

23.4

221.0

222.5

1994

51.3

77.6

64.8

23.2

218.5

221.5

1995

48.9

75.7

69.2

23.1

218.7

223.7

1996

46.2

77.9

80.9

23.87

230.3

229.2

1997

41.1

75.4

82.7

24.8

226.2

231.7

1998

41.4

74.9

85.8

25.2

229.4

235.2

1999

36.7

73.4

90.9

24.4

227.8

235.9

수입전력

조정 총계

<표 3-7> 영국 전력발전에 사용된 원료170)
(단위: 백만톤 CO₂eq.)
원자력 및

총계

연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1990

49.8

8.4

0.6

17.5

76.3

1991

45.0

7.6

0.6

23.7

76.9

1992

46.9

8.1

1.5

20.1

76.6

1993

39.6

5.8

7.0

23.0

75.4

1994

37.1

4.1

10.1

22.7

74.0

1995

36.3

4.2

13.3

23.4

77.2

1996

33.6

4.0

17.2

24.4

79.2

1997

29.0

2.3

21.5

25.5

78.3

1998

30.3

1.8

22.9

26.3

81.3

1999

25.1

1.8

27.0

25.6

79.5

신재생에너지

169)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Digest of United Kingdom Energy
Statistics 2000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00), p. 35, p. 39.
170)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2000,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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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영국 CO₂배출량 추세171)
(단위: 백만톤 CO₂eq.)
부문
전력발전
정제
주거
서비스
산업
도로 운송
비공공도로
기타 운송
토지 이용 불포함 총계
토지 이용 변화
토지 이용 포함 총계

1990년
198.4
18.7
78.8
30.8
129.1
109.3
5.9
13.2
584.1
31.9
616.0

1995년
161.7
21.3
79.6
32.3
125.8
110.7
5.5
11.7
548.5
26.0
574.6

2000년
147.4
18.7
81.4
35.2
123.9
117.3
4.8
11.4
540.1
25.7
565.8

이로 인해 영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산업계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메이저 정부
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했고, 기업으로서
는 규제나 세금이 없이 에너지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를 환영했다.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과정과 결과
대처가 집권한 197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영국 경제의 공기업 비중이
GDP의 10%, 투자총액의 14%, 피고용인의 8%, 소매물가지수 가중치의
10%에 달하는 상황이었지만, 공기업의 대부분은 높은 비용, 높은 가격,
낮은 생산성, 비효율적인 자원이용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17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내각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
은 정부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였고, 이는 수도, 우편,
전화, 전력(석유, 가스, 석탄, 전기), 운송 등 주요 공공 영역 전체를 포
괄하여 시행되었다.
171) Eichhammer, Boede, Gagelmann, Jochem, Kling, Schleich, Schlomann, Chesshire,
Ziesing, 2001, p. 25.
172) 성상경, 박상원,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와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1996. 1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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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영국 공기업 민영화 과정173)
기간

전기통신

에너지
British

운송

기타

Petroleum

1979

(1979-1990)
British

1980

대처
1기

1981

1982

Cable&

National

Wireless

Freight

(1981-1986)

Consortium

International

Britoil

Associated

Aeradio

(1982-1986)

British Ports

Aerospace
Amersham
International,
British Sugar
Corporation
British Rail의 호
텔 부문
Land
Settlement

1983

(1983-1987)
British
1984

Enterprise Oil

British

1985

Aerospace

1986

British Gas

British

(1986-1993)

Airways
British
Airports

1987

대처

Sealink

(1984-1993)

대처
2기

Telecom

Authority
(1987-1989)
Northern Bus

1988

Subsidiaries
Scottish

3기

Transport
Group

1989

Subsidiaries
(1989-1993)

Rolls Royce

British Steel
(1988-1990)
Water
Holding
Companies
(1989-1992)

전력산업

1990

(1990-1993)
British
Technology

메
이

1991

저

National

Group,

Trans-

Girobank

communications

Insurance
Services
Group

1992

Northern Ireland
Electricity

173) 성상경, 박상원, 199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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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Ports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대처 1기 내각에서는 우선 민간지분의 비
중이 높은 British Petroleum을 부분 매각했고, British Aerospace,
Amersham International, Associated British Ports 등의 정부 지분도
민간에 매각하였다. 대처 내각 2기인 1984년부터 1986년까지는 British
Telecom, Britoil, British Aerospace, British Airways, British Gas
등에서 영국 정부가 갖고 있던 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했으며, 대처 내
각 3기인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British Steel 등을 매각했다. 이후
대처의 뒤를 이어 집권한 메이저 내각에서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했
고, Trust Ports, Northern Ireland Electricity, British Telecom을 매
각함으로써 대부분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 성공했다.174)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이와 같은 보수당 내각의 대대적인 공기업 민
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민영화 이전에는 석탄이 전력발전의
가장 주요한 에너지였으며, 석탄산업계와 전력산업계는 강력한 연계 하
에 영국의 전력발전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석탄 생산량은 전력
발전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졌고, 전력발전소는 석탄을 태우기 위해 건
설되었을 정도였다. 게다가 국내산 석탄의 사용을 보증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값싼 외국 석탄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했고, 전력발전을 위한 천
연가스의 사용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석유의 사용은 제한적
인 양만 허락하고 있었다. 따라서 석탄의 고정적인 소비와 연동된 전기
가격은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175) 이러한 구조 하에서 석탄산업은 국립
석탄위원회(National Coal Board)와 British Coal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
리고 있었고, 전력산업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공공기관인 중앙전력
발전위원회(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 CEGB)가 발전․송전
을 담당하고 12개의 지역위원회가 배전․판매를 맡았으며, 스코틀랜드에
서는 공기업인 Scottish Power 및 Scottish Hydro Electric이 모든 업
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처가 집권한 1979년부터 이러한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
174) 성상경, 박상원, 1996, p. 31.
175) Cass, 2006,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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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력사업을 민영화하고 석탄사업에 취한 정부보호를 해제한 것이다.
대처는 다른 모든 공공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전력사업 역시 민영화되면
전기가격이 낮아지고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더
하여 대처는 석탄산업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의 의도도 갖고 있었다. 그
녀는 집권 초기에 국립탄광노조(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의 강력한 세력을 억누르는데 성공했고, 그에 더하여 영국 경제에
서 석탄에의 의존을 근본적으로 축소함으로써 NUM을 완전히 무너뜨리
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처가 세운 세 가지 전략은 ①석탄을 해
외에서 수입하고, ②전력발전의 주원료를 천연가스로 바꾸며, ③민영화
를 통해 전력산업과 석탄산업 간의 연계를 끊는 것이었다.176) 이를 위해
대처 내각은 1988년 에너지 백서177)를 발간하여 전력사업의 민영화에
관련된 논의를 일으켰고,178) 1989년에는 전기법(The Electricity Act
1989)을 개정하고 1990년에 시행함으로써 전력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시켰다.179) 동 법에 따라 1MW를 초과하는 공급자는 모두
시장에 개방되었다.
전력사업 민영화 이후 기존의 공기업들은 큰 변화를 겪었는데, 발
전․송전․배전의 각 부문별로 수직적 분할이 이루어졌다. 먼저 CEGB의 발
전 부문은 3개의 회사로 나누어 이 중 National Power와 PowerGen은
민영화를 시키고, 원자력 발전 부문은 일단 국영기업으로 출범시킨 후에
British Energy로 이름을 바꿔서 1996년에 민영화했다. CEGB의 송전
부문은 National Grid Company에서 담당하도록 했으며, 12개의 지역전
력기업들(regional electricity companies, RECs)이 공동 출자하여 만든
National Grid Holding Company가 이를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배전 부
문은 기존의 12개의 지역위원회를 12개의 RECs로 변경시켜 지역별 독
점 운영권을 부여했다.180)
176) Helm, 2003, pp. 155-156.
177)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Privatising Electricity: The Government's Proposals
for the Privatisation of the Electricity Supply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88).
178) Helm, 2003, pp. 127-128.
179) Helm, 2003, pp. 141-142.
180) Helm, 2003,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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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온실가스 감축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가스로의 돌진’은 민영
화된 전력회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영화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 강
화가 요구되자, 전력회사들이 전력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을 점차 석탄 대
신 천연가스로 변경했던 것이다. 1986년 British Gas의 민영화와 더불
어 천연가스는 이미 가격경쟁에 뛰어들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British
Coal은 1994년에야 민영화가 이루어졌던 만큼 당시로서는 석탄은 천연
가스에 비해 가격효율의 면에서 뒤떨어졌다. 민영화에 따라 전력발전 기
업들에게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
어졌고, 1990년대 초에 그것은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였다. 천연가스를
전력발전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천연가스 자체의 저렴한 가격도 장점이
었지만 추가 설비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
했다. 석탄 공장에서는 기존의 설비에 배기가스 탈황 장치를 부착해서
값비싼 비용을 들여 개조를 해야 했는데,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이 비용
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이다.181) 또한 National Power와 PowerGen 등의
기업들은 전력 시장에 진입하고자 CCGT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는 전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율이 높으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995년 6월에는 19개의 CCGT 시설이
가동중이거나 새로 건립되었고, 1997년에 이르면 CCGT의 발전량은 거
의 12,000MW에 육박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결코 의도한 적이 없었으
나, 전력사업의 민영화로 인해 정부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도 방대한 양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가스로의 돌진’ 현상은 내각 차원의 논
쟁을 촉발시켰다. 2005년까지 20%의 CO₂배출량 증가를 예상했었던
메이저 내각은, 1991년 12월에 이를 수정하여 14% 증가로 예상치를 낮
추어 발표했다. 전력회사들의 ‘가스로의 돌진’에 따라 급격한 CO₂배출
량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추세를 두고 환
경부장관 헤젤틴(Michael Heseltine)과 에너지부장관인 웨이크햄(John
Wakeham)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웨이크햄은 메이저 내각의 공약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CO₂를 감축)이 ‘벅차고도 현실적인’ 것
181) Cass, 2006,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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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견을 고수했으나, 헤젤틴은 이를 단축시켜 2000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효율을 촉진시키는 규제정책을 시행
함과 동시에 ‘가스로의 돌진’이 지속된다면 영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논쟁의 승자는 헤젤
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보수당이 1992년 4월의 총선에서 노동당
에 지지 않을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웨
이크햄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을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제안서를 공표했으며, 영국 가정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천연가스로 바꾸는데 2천만파운드의 예산을 집행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헤젤틴의 제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시 승리한
메이저가 헤젤틴을 통상산업부 산하 통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함으
로써 헤젤틴 안은 백지화되고 말았다.182)
3) 메이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가스로의 돌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외에도, 메이저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기조에 의해 여러 정책이 추진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메이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①가정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
한 부가가치세 도입, ②신재생에너지 사용제 부분 도입, ③원자력발전소
민영화 추진, ④도로용 연료세 확대, ⑤에너지 절약 재단의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1) 부가가치세 도입
메이저 내각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목표는 2000년까지 10mtC의 감축
이었고, 그 핵심적인 방법은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가격 신호(price
signals)를 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메이저 내각은 가정에서 쓰는 화석
연료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것과 휘발유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
비세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메이저 내각이 부과한 가정용 화석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94
년 4월에 8%로 시작하여 1995년 4월에는 최고 부과율인 17.5%가 되었
182) Cass, 2006,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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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3) 1994년에 발간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184)에 따르면, 메이
저 정부는 부가가치세로 인해 2000년까지 매년 1.5mtC의 CO₂가 감축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다른 생활필수품들과 마찬가
지로 가스 및 전기에 부가가치세가 거의 붙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부가
가치세의 도입은 그 시작과 동시에 큰 논란의 선상에 놓였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8%에서 17.5%로 부가가치세를
높이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185)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들은 다음의 네 가지였다. 첫째,
수입이 많은 가정일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용은 수입이 적은 가정일수록 많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둘째, 정부연금의 수급자들이 비수급자들이 비해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잉글랜드
나 웨일즈 주민들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일으켰다 셋째, 부가가치세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 환경보호가 아니라
예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문제였다. 메이저 내각은 부
가가치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1995-1996 회계연도에는 23억파운
드의 추가수입이 가능해지므로, 1993-1994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501억
파운드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만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넷째, 메이저 내각은 선거유세 중에 결
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은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여겨졌다.186)
재무장관 라몬트(Norman Lamont)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기후변화
협약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보

183) Stephen Tindale and Chris Hewett, "New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in the
UK," in Jonathan Golub (ed.), New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Policy in the EU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p. 34.
184)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94).
185) Tindale and Hewett, 1998, p. 35.
186) David Maddison and David Pearce, "The UK and Global Warming Policy," in Tim S.
Gray (ed.), UK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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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저소득층이나 연금생활자와 같은 취약집단에게 해줄 것을 약속하는
성명을 냈지만, 이미 영국 전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했다. 여기
에 더해 각 부처의 장관들이 보상의 정도에 대해 언급한 바가 다 달라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게다가 당시 1,500만명 이상이 연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소매물가지수가 올라가
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집단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상까지 하는 것
이 필요한지의 여부도 전국적인 논쟁 사안이 되었다.
1993년

11월,

라몬트에

이어

재무장관이

된

클락(Kenneth

Clarke)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수립
했다. 이 계획은 저소득층과 연금수급자 등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했는
데, 저소득층에는 소득에 따른 보상금을, 주택을 보유한 독신 연금수급
자들에게는 보상금과 더불어 주당 50펜스, 부부 연금수급자들에게는 주
당 70펜스씩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화
석연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상을 위해 1994년에는 주당 6-7파운드를
지급했고, 1995년에는 이를 7.5파운드로 인상했다. 클락은 연금수급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너지효율계획(Home Energy Efficiency
Scheme)을

수립하여

3,500만파운드를

배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94-1995 회계연도에 정부에서 확보한 보상금의 총액은 4억 1,600만
파운드였고,

1995-1996

회계연도에는

8억

9,700만파운드,

그리고

1996-1997 회계연도에 이르러서는 13억파운드에 달했다.187)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시행은 영국의 환경문제 개선에 크게 기
여했고, 결과적으로 전력 부문의 민영화와 더불어 메이저 내각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영국이 EU의 탄소
세․에너지세 제안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었는데, 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
를 근거로 들어 이미 자국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
었다.
(2) 신재생에너지 정책
1980년대까지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렇다 할 특징을 보이지 않
187) Maddison and Pearce, 1995,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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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영국은 그 어떤 EU 회원국들보다 더 신재생에너지 개발 조건이
좋은 국가였고,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어떤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었다. 1992년 하원 에너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
원들이야말로 중요한 국가자원’188)이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이러한 정
치적 수사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다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
자, 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한다.189)
첫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대처의 임기
말에 발간된 1990년 환경백서에서 영국 정부는 2000년까지 신재생에너
지를 사용하여 1,000M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1993년 환경백서에서는 이 목표량이 1,500MW로 늘어났다. 둘째, 잉글
랜드와 웨일즈에서 화석연료 사용 추가부담금(The Fossil Fuel Levy)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소비자들은 화석연료를 사용
할 때 10%의 추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셋째, 잉글랜드와 웨일즈
에 비화석연료의무제(Non-Fossil Fuel Obligation, NFFO)를 지정했다.
1989년의 전기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비화석연
료들(도시폐기물, 바람, 매립지가스,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물 등)로부
터 얻은 일정량의 전력을 보유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애초에 이는 전
력 민영화 이후 원자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지만, 1990
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활용되어 각 지역 전력발전소 당 600MW
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스코틀
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 의무를 면제받았었는데, 스코틀랜드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수 위치해있어 전력의 초과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도 NFFO를 부과할 것을 요구
하자 1994년부터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도 일정량의 신재생에너
지 전력 보유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3년 환경백서에서 정한
188) United Kingdom House of Commons Energy Committee, Fourth Report: Renewable
Energy,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92).
189) Ute Collier, "'Windfall' Emission Reductions in the UK," in Collier and Löfstedt, 1997,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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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의 목표량 1,500MW를 1996년에 이미 달성하기에 이르렀
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로 인해 영국은 향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큰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원자력에너지 정책
1980년대 말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원자력에너지 산업계
에서는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87년에 대처 내각에서 시도했던 원자력에너
지 민영화 계획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지만, 이로 인해
원자력에너지의 득실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전력 부문
의 민영화 이후 원자력에너지는 값비싸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
다. 메이저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면서 추
가 건설계획을 대부분 취소했다. 사이즈웰B를 제외한 모든 가압수형원자
로(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건설도 폐지되었다. 1998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철
폐하도록 결정하자, 많은 보조금을 이유로 유지되고 있던 잉글랜드와 웨
일즈의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한 여론도 나빠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전력 부문 민영화에 맞물려 원자력발전소도 민
영화가 추진되었고, 1995년 5월 메이저 내각은 원자력 산업의 일부를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5개의

개량가스냉각형원자로

(advanced gas-cooled reactor, AGR)들과 PWR인 사이즈웰B,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2개의 AGR이었다. 수명이 다 되어가는 마그녹스
원자로(Magnox

reactor)들은

공공부문에

남겨서

영국핵연료공사

(British Nuclear Fuels)에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 원자로들은 대부분
정부 제안 이하의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되었다. 새로 민영화 된 원자로
를 운영하게 된 영국에너지(British Energy)는 원자로를 더 이상 건설하
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주로 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에 사업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원자력 산업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190)

190) Collier, in Collier and Löfstedt, 1997, pp.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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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 정책
운송은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한 분야고, 애초에 영국 정부
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이 부문에서 25%의 감축을 기대할
정도로 특별한 관심을 쏟은 부문이다. 1994년 HMSO에서 발표한 기후
변화프로그램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가정용 에너지 소비에서 40%, 산업
용 에너지 소비에서 25%,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10%, 그리고 운송
부문에서 25%의 온실가스 절감을 기대했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메이저 정부 운송 정책의 핵심은 도
로용 연료세(road fuel duty)를 늘리는 것이었다. 가정용 화석연료에 대
한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도로용 연료세는 누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
다. 소득이 높을수록 도로용 연료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로용 연료세의 증대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도로용 연료세가 확대되자 교통체중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감소했으며, 소음과 대기오염도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온실가스
의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1993년 3월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라몬트 재무장관은 도로용 연료
세를 10% 늘리겠다고 선언하며, 향후에도 평균 3%씩 매년 늘려가겠다
고 발표했다. 만약 이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2000년까지 1.5mtC의 CO
₂절감 효과 및 1995-1996 회계연도에서 10억 2천만파운드의 추가 세
수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1993년 11월, 라몬트의 후임으로 재무부장
관이 된 클락은 라몬트안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도로용 연료세를 매년
평균 5%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클락은 또한 휘발유 가격 인상
계획도 발표했는데, 1993년 3월 이전 1갤런당 평균 216.4펜스이던 무
연휘발유 가격을 2000년까지 2.81파운드로 점차 높이겠다는 것이 그 골
자였다.191) 결국 도로용 연료세가 확대되자 교통체중이 줄어들고, 교통
사고가 감소했으며, 소음과 대기오염도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적인 교통
상황이 나아지자 자동차의 연료소비가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며, 세금부담
을 피해 공공 운송수단의 이용이 늘어난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191) Maddison and Pearce, in Gray (ed.), 1995,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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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 도로용 연료
세로는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다. 결국 이로 인해 연료세에 항의하는 트럭운전사들의 대형파업이 발생
했고, 블레어 내각 이후에도 영국의 운송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으로 자리잡았다.192)
(5) 에너지 절약 재단의 설립
에너지 절약 재단은 1992년 5월에 설립된 국립 비영리 기관이며, 영국
정부,

영국가스공사(British

Gas),

지역

전력회사들(the

Regional

Electricity Companies, RECs), 스코틀랜드파워(Scottish Power), 그리
고 스코틀랜드수력공사(Scottish Hydro Electric)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
는 경영구조로 이루어졌다. 이 재단의 목적은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제안․관리하는 것이었
다. 예산 면에서 1993-1994년에는 5백만 파운드 이하로 운영되지만,
1997-1998년까지 1억 5천만 파운드의 수입이 들어오고, 2000년이 되
면 4억 파운드까지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주요 수입원은
가스 및 전기 프랜차이즈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요금이었다.193)
하지만 EST는 기존의 가스 및 전기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 가스규제국(Office of Gas
Regulation)의 국장이었던 맥키넌(James McKinnon)은 EST의 초기 예
산에서 보조금 2백만 파운드를 확보해주었다. 하지만 맥키넌의 후임인
스포티스우드(Clare Spottiswoode)는 1994년에 예산지급을 중단시켰고,
이후 EST는 영국가스공사로부터 예산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영
국

전기규제국(Office

of

Electricity)

국장인

리틀차일드(Stephen

Littlechild)는 전기 부문에서 1년에 소비자 1명당 1파운드 밖에 되지 않
는 액수인 4년간 1억 파운드 정도만 EST에 할당했다. 민간 전기회사들
도 이익이 되지 않는 에너지 효율화 증진 정책에 참여하기를 망설이며
192) Busby, 2004, p. 307.
193) 에너지 절약 재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 Gill Owen,
"Energy Policy, the Government and the Energy Regulators: A Case Study of the
Energy Saving Trust," CSERGE Working Paper GEC 95-3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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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투자를 꺼려했고, 전기 부문의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진 1998년이
되자 EST에 대한 전기 부문의 투자는 거의 중단되고 말았다.
1995년 5월, EST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이저 내각은 1
년에 2천5백만 파운드를 EST에 할당하기로 결정했고, 논의를 거치는
동안 예산이 더 깎여나가서 결국 1년에 1천5백만 파운드로 확정되었다.
이 예산은 주로 콘덴싱 보일러 설치와 중앙 난방기기의 환불, 그리고 지
방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화 전략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는 일에도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목표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EST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또한 민영화 이후에는 정부가 에너지 부문의 규제
를 대폭 줄여나갔고,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문
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민영화 이
후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의 압력이 가중되었지만, 메이저 정부는 환경규
제를 거부했고 1995년에 의회에 제출한 가스 법안에서는 오히려 가스회
사들 간의 경쟁을 더욱 강조했다.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는 환경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보
수당 내각의 견해가 반영된 법안이었다. 이는 1997년 노동당 내각이 등
장하여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보호에 큰 주안점을 두기까지 계속되었다.
4) 블레어의 기후변화 의제 주도
메이저 내각이 달성했던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기후변화정책
이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은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1997년이 되자 UNFCCC의 협상은 점
점 가속화되었고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있을 COP3에서 지침으로 삼을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했다. 1997년 5월, 선거를 앞두
고 노동당은 ‘녹색표’를 얻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를 선거의 중요 쟁점으
로 부각시켰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
노동당의 블레어가 총리가 되면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다. 선거에서 블레어는 기후변화를 최우선적인 정
책 사안으로 다루었고, 보수당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뛰어넘어 2010년
까지 1990년 기준으로 20% 수준의 CO₂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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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세웠다. 1996년 블레어의 노동당에서 내세운 선거강령(manifesto)
에서는

이를

‘새로운

환경

국제주의(A

new

environmental

internationalism)’라 명명하며 공식화 한 바 있다.
“노동당은 지구기후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국제적 사안에서 환경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당 정부는 기후변화와 오
존층 파괴를 포함한 환경 이슈들에서 EU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
다. 우리는 201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20% 줄임으로써 지구온난
화에 맞선 투쟁을 선도할 것이다.
노동당은 국제무역에 대한 협상에서 국제환경이 수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1997년 일본에서 체결된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의정서의 성공적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194)

블레어는 총리 취임 직후부터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에 관해 큰 영
향력을 갖는 지도자로 활약해왔으며, 노동당 정부의 수장으로서 EU의
중요한 지도국 중 하나인 영국을 이끌며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예컨대 UNFCCC 협상 기간 동안 영국은 EU
의 일원으로 1997년 COP3에서 교토의정서라는 기후변화 의제의 법제
화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고, 2001년 미국의 부시(43) 행정부가 교토의
정서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의정서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미국
과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교섭 통로로 기능하면서 UNFCCC에서의 협상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결국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
효를 이끌었다. 블레어는 국내적으로도 기후관련 세금(탄소세195) 등의
녹색세)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며, 2000년에는 정부가 적극
적으로 주도하여 전국적인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를
영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블레어 시기 영
국은 세계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가장 주도적인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

194) British Labour Party Manifesto in 1996.
http://www.politicsresources.net/area/uk/man/lab97.htm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195) 영국은 2001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는데, 이는 핀란드(1990), 스페인(1991), 노르웨이(1991),
덴마크(1992)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의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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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96)
블레어 집권기에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의 기저에는 기존 보수당 내각 시기에 일어난 ‘가스로
의 돌진’이 일정한 몫을 담당했지만, 감축 성과의 대부분은 블레어 내각
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기후변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점인 1990년에 비해
2004년에 14.6%가 줄어들었는데, 이 중 CO₂배출량 감축은 5.6%였다.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가능하게 했
던 것은 ①에너지 공급업계의 구조조정, ②에너지 효율 개선, ③산업부
문에서의 오염 통제 정책, ④CO₂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여
타 정책들이라는 4개의 요인들이었다. 각 요인들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
을 살펴보면 이하의 표와 같다.197)
<표 3-10>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인 및 감축 비중
감축 요인
에너지 효율 개선
CO₂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공급업계 구조조정
저탄소 연료,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감축 비중
35%
30%
25%
10%

이 중 에너지 공급업계의 구조조정이란, 전력부문 민영화에 따라
전력발전의 주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바뀐 사실을 의미한다.
위의 표에서 ‘가스로의 돌진’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비중이
25%라는 점은 영국의 감축 성과가 단지 우연한 부수효과의 산물이 아
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력부문 민영화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이 일정 부분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75%의 감축은 영
국 정부가 기후변화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
196) Miranda A. Schreurs and Yves Tiberghien, "European Union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through Multilevel Reinforcement," in Harison and Sundstrom, 2010,
pp. 50-51.
197)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2006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06),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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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며, 저탄소 연료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는 등의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했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인 것
이다. 즉, 블레어 집권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가스로의 돌진’이 영국
CO₂배출량 감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나, 추가적인 연료 전환에
한계가 있었다는 면과 당시 에너지 공급과 산업계를 제외한 부문의 CO
₂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블레어 정부가 ‘2010
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20% 수준의 CO₂감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국내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했던
것이다.
슈럴스와 티베르기엔(Yves Tiberghien)은 블레어 시기 영국이 기
후변화정책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은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첫째, 당시 영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여 ‘의지의 연합
(coalition of the willing)’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어의 인기가 높
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블레어에게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블레어와 집권 노동당에게는 기후변화 사안이었다. 둘째, 당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문제가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탄소사회가 기술적으
로 더 수준 높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지닌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
따라서 영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후변화 적응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던 것이다. 셋째, 영국은 기후변화 사안에 따라 이
루어질 새로운 시장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에 영국은 2002년 4
월 EU 최초로 ET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했으며, 2005년 1월 EU
차원에서의 ET가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정책 효과의 면
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영국은 ET를 최초로 경험하고
학습한 EU국가라는 이점을 갖게 되었다.198) 요컨대, 블레어가 강력한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개인적 지도력 발휘의 필
요성, 사회 분위기 및 여론의 뒷받침,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 고려가 종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198) Schreurs and Iberghien, in Harison and Sundstrom, 2010,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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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결과
1) 국익과 국제적 의제의 조화
1997년 선거 공약을 통해 2010년까지 20%의 CO₂감축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블레어 내각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집권 직
후에도 여전히 모호한 상태였다. 집권 초기 블레어는 환경세, 운송, 신재
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전력시장, 외교적 입장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
양한 영역의 정책적 선택지를 두고 고민했다. 하지만 정부정책과 관련된
이토록 다양한 영역에서 경합중인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당시 영국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자
온실가스 감축의 큰 고민거리는 화석연료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것
이었는데, 블레어 내각에서는 우선 전기와 천연가스의 가격을 낮추면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블레어 내각이 처음 고려한 정책적 처방은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물
리는 것이었다.199) 대처 시기 피어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1990년 백서
에서도 권고되었을 정도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는 이념을 떠나서 가
장 강력한 온실가스 억지책 중 하나였다. 하지만 탄소세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있었다. 첫째, 노동당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갑작스러
운 증세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었고, 증세가 있
는 부분은 오직 새로운 수입이 확보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따라서 탄소세의 신설로 인한 증세는 새로 집권한 노동당에게 큰 부담으
로 작용했다. 둘째, 노동당은 가정에서 쓰는 화석연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던 보수당 메이저 내각의 에너지 정책을 줄곧 비판해왔고, 집권할
경우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노동당은 집권 직후
단기적인 정치적 입장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블레어 내각이 선택한 것은 영국의 국가이익과 기후변화라는
국제적 의제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가장 우선적인 조치가

199) Helm, 2003,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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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집권

직후인

1997년

7월에

일어났다.

재무부장관

브라운

(Gordon Brown)의 주도로 세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선포한 것이다.200)
재무부는 세재개혁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장려하고, 더
역동적인 경제와 더 깨끗한 환경에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될 환경세
(‘녹색세’)를 부과할 것이며, 새로운 내각의 정책적 중심에는 환경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언론발표를 통해 공표했다. 또한 재무부는 ‘환경세에
관한 목적 진술서’를 발표하여 ‘좋은’ 과세201)를 통한 환경세의 활용을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으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202)
세재개혁을 위해 블레어 내각이 선택한 두 가지 정책은 휘발유세
를 올리는 것과 산업계에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먼저 휘발유세
인상에 관해 기존 메이저 내각에서는 1993년 휘발유세를 3~5% 올린
바 있었는데, 블레어 내각은 1997년에 이를 6%로 높였다. 게다가 1998
년 3월에는 휘발유 가격을 9.2%, 디젤에 대한 세금을 11.7% 인상하며,
기업 소유 차량의 CO₂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일련의 세제를 더 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영국의 휘발유세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인데다가 1999년 발생한 석유위기로 인해 영국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하
여 국내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재무부의 브라운 장관은 운송 부문의
CO₂배출량 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책의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휘발유세 인상을 정당화했지만, 감세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압력의 급증에 따라 2000년 예산계획에서 블레어 내각은 휘발유세를 인
하할 수밖에 없었다.203)
두 번째 정책인 대 산업계 에너지세 부과에 관해서는, 1998년 3월
구체적인 정책안 수립을 위해 블레어 내각은 영국항공(British Airways)
사장 및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회장을 지낸
200) Her Majesty's Treasury, "Tax Measure to Help the Environment" (July 2 1997)
http://archive.treasury.gov.uk/budget/1997/hmt4.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201) 이는 고용, 저축, 투자 등의 좋은 것에서부터 오염 등의 나쁜 것으로 과세의 대상을 옮겨가
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202) United Kingdom Her Majesty's Treasury, Tax and the Environment: Using Economic
Instruments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2002), p. 1.
203) Cass, 2006,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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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최고 중진 중 한 명인 마셜 경(Lord Colin Marshall)에게 통
상산업부, 환경운송지역부, 그리고 재무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204) 그는 산업계의 환경적 대응을 촉
구하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환경계가 아니라 산업계 출신이므로, 산업계
에서 거부하는 에너지세의 도입 시 산업계를 설득하기에 최적의 인물이
라 평가되었고, 당시 노동당의 추세가 학자나 전문가보다는 사업가 출신
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었기에 그가 이 임무를 맡게 된 것이
다. 마셜 경의 임무는 영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에너지의
산업적․상업적 활용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수단을 고안하는 것이었고, 약 반년간의 작업 결과 1998년 11월
에 나온 것이 마셜 보고서205)였다.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첫째, 모든 규모와 모든 부문의 사업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미래
투자를 위한 사업계획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또한 세금의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점진
적인 방식을 통해 개발되어 주어져야 한다. 셋째, 세금에 따른 수입을
산업계에 환원함으로써 영국 산업계의 경쟁적 위치를 보호해야 한다. 따
라서 세금은 재정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며, 사용자들이 에너지 효율성
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산업적․상업적 소비자들에 의한 최종적인 에너지 사용은 그 비율이
화석연료의 탄소량을 반영하는 ‘하향식’ 세금제도를 따라야 한다. 다섯
째,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CHP) 및 여타 신재생에너
지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206) 이는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안으로
서, 현재까지 영국 기후변화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를 제공한 정책
문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04) 마셜은 특별작업반 인선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계와 산업계 인사는 제외하고 오
로지 정부관료들로만 제한했다.
205) Lord Colin Marshall, "Economic Instruments and the Business Use of Energy,"
(November 1998). http://archive.treasury.gov.uk/pub/html/prebudgetNOV98/marshall.pdf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206) Bettina Schrader, "Greenhouse Gas Emission Policies in the UK and Germany:
Influences and Responses," European Environment, Vol. 12 (2002), p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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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 경은 여기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와 ET의 도입을
영국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207) 특히 세금 부과에 관하여 블
레어 내각에서는 세금과 오염배출권제도(tradable permit system)의 두
가지 방안을 도입할 것을 이미 결정해놓고 세금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상태였기에,208) 사실상 마셜 경의 작업은 새로이 전략을 만드는 것
이라기보다는 세금 부과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 또한 블레어는 세금을 가정 부문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세금부과가 영국 산업계의 경쟁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전제를 달았기에, ‘세금’에서 가정 부문에 대한 ‘탄소세’ 옵션은 완전
히 배제했다. 따라서 마셜 보고서에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곧 ‘산
업계에 부과하는 탄소세’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09)
마셜 경은 기후변화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에 복잡성이 내재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동 보고서에서는 영국
국내 산업계와 운송 부분 등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아우르는 전략의 수
립을 강조했다. 그 결과 마셜 보고서는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혼합적 접
근(mixed approach)’을 취했는데, 이는 곧 경제적 방법을 비롯하여 규
제, 자발적 협정, 보조금, 그리고 기타 방식들을 섞어서 최대한의 결합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적이고도 인센티브 지향적인 기제를 다양하게 활용
했다는 의미다. 마셜 보고서가 나온 이후 블레어 내각은 ‘기후변화부과
금(CCL)’과 같은 에너지세의 도입, 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정책, 그리고 ET 계획 등 일련의 기후변화정책들을 내놓는다.210) 이러
한 포트폴리오 방식의 접근이야말로 마셜 보고서에서 제시한바 그대로였
다.

207) Benjamin J. Richardson and Kiri L. Chanwai, "The UK's Climate Change Levy: Is It
Working?"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15, No. 1 (March 2003), p. 45.
208) 오염배출권제도가 지니는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세금 부과를 먼저 시행하기로 정책적 선
택이 기울었으며, 오염배출권제도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Schrader, 2002, p.
174.
209) Helm, 2003, pp. 354-355.
210) Matthew Rees and Rainer Evers, "Proposals for Emissions Trading in the United
Kingdom,"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9,
Issue 3 (November 2001),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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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업연맹은 즉시 성명을 내어 마셜 보고서를 비판했다. 마셜
보고서의 세제를 따른다면 영국 산업계의 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
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계는 세금으로 인해 그들의
경쟁력에 엄청난 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예외인정을 요구했다. 하지
만 이러한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어 내각은 2001년부
터 상업·산업계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1999년 3월
에 공표했다. 과세는 산업계, 농업, 공공 부문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
석탄, 전력소비에 대해 부과될 것이며,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에는 과세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른 세수는 약 17.5억 파운드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부분의 세수는 기업에 환원하여 고용주
들의 국민보험분담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을 절감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세수의 일부분은 탄소신탁의 설립을 통해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계획이었다. 그리고 정부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협정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제안했으며, 특
히 과세가 에너지 집약적 산업계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에너
지 집약적 산업계에 대해서는 세율을 50%까지 인하할 것을 제안했
다.211)
하지만 영국산업연맹은 이러한 정부안을 거부하고 더 큰 폭의 세율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긴 협상에 들어갔다. 블레어 내각은 기업이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것을 전제로 50% 세율감면을 제시했으
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들에 대해 추가적인 세율감면을 약속했
다. 그러나 영국산업연맹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계에 대한 70~80%의 세
율감면을 요청했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대해서는 80%의 세율감
면조차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완전한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덧붙여 국내적으로 이토록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영국의 일자리
와 투자는 더 세율이 낮은 해외로 이전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영국의
제조업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12)
결국 블레어 내각은 산업계에 대해 여러 절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
211) Cass, 2006, pp. 181-182.
212) Cass, 2006,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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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다. 먼저 1999년 7월에는 알루미늄 용해 및 염소-알칼리 산업에 대한
세금면제를 발표했다. 이에 덧붙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정부와
협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신축
성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허가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산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정부와 협정을 맺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 회
사에 대해 80%의 세율감면을 약속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
전은 에너지세 대상에서 완전히 면제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는 17.5억 파운드에서 10억 파운드로 줄어들었으나, 산업계와의 첨
예한 갈등은 상당 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13)
2) 종합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수립
2000년 11월, 블레어 내각은 노동당 정부 최초의 종합적인 기후변화 프
로그램인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2000(CCP2000)'214)
을 발표했다.215) 마셜 보고서에 토대를 두고 작성된 이 프로그램은 포괄
적인 국내용 기후변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애쓴 블레어 정부 노력의 결실
이었다. CCP2000은 국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문을 총괄
하여 정책 및 이행수단을 규정했으며, 영국이 교토의정서에서 부과된 의
무를 준수하고도 국내적으로 더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
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제적 관점을 중시하여 영국 경제에 피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CCP2000은 에너지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의 제고,
새로운 기술 및 시장의 개발 촉진, 지역의 공기오염 제거, 연료 부족의
해결,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한 주거 환경의 제공, 보건복지의 개선, 교통
혼잡의 감소 등을 주요 목표로 하여, 영국 경제 및 영국 국민들의 삶의
질에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경제적 수
213) Cass, 2006, pp. 183-184.
214)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Summary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00), p. 2.
215) 1994년 1월 보수당의 메이저 내각이 발표한 기후변화 프로그램이 영국 최초의 기후변화 대
응정책이다. 여기에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정책들이 담겨 있다. Her Majesty's Government, Climate Change:
The UK Programme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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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규제, 정보, 자문, 재정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과 수단이 포함되
었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08-2012년의
기간 동안 1990년 수준의 12.5% 이하였지만, 영국 정부는 이 할당량을
넘어서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 이하로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
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명시했다.216) 그 때까지 나온 모든 선진국 목
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치를 담은 이 공약은, 계획한 정책 및 프로
그램을 충실히 따를 경우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3% 이하로 온실
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CO₂는 19% 이하로 감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에
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영국의 추세로 볼 때 2010년까지 1990년 수준
의 15% 이하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CCP2000의
목표치는 교토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 지도국으로서
의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과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CCP2000에서 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에 모
든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산업계, 에너지 공급, 운송, 가정, 건설, 농업, 공공의 7
개 부문에서 각기 목표치 달성을 위한 7개의 정책 및 시행방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공급 부문과 산업계
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에 있었기에 더욱 더 감축에 박차를 가
했고, 나머지 부문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에 강력한 정책적
조치를 취한 것이 CCP2000의 기조였다.
(1) 산업정책
CCP2000의 첫 번째 정책은 산업계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시키고,
투자를 촉진하며, 에너지 효율성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
이었다.217) 대 산업계 정책은 세금, 재정적 인센티브, 규제, 정보, 탄소
216)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0,
p. 2.
217)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The
UK's Third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London: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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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산업계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게
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수립된 방안들이었다.
이에 해당되는 정책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
째,

산업용

연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에너지세인

기후변화부담금

(Climate Change Levy, CCL)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 제도는 산업계에
서 목표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한 기업의 CCL을 줄여주는 기후변화협
정(Climate Change Agreements, CCAs)과 기타 보조적인 방식으로 에
너지 효율성 신장을 지원하는 제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국내 배출
권거래제 계획(Emissions Trading Scheme, ETS)이 수립되었다. 이는
2003-2004년 기간 동안 정부가 3천만파운드를 투자하여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영국
은 이 정책으로 EU ET 계획의 초기 모형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도 지
니고 있었다. 셋째, 1억 3천만파운드의 기후변화부담금으로 독립법인인
탄소 신탁(Carbon Trust)이 설립되었다. 이는 사업계의 비용 효율화와
상업화 가능한 저탄소 기술 개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넷째, 양질의 CHP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
산한 전력에 대해 CCL을 면제해주는 전략이 수립되었다. 다섯째, 조명
등의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 시장 전환을 하기 위해 설계된 에너지 레이
블, 표준, 기타 상품과 관련되는 정교한 시스템이 설립되었다. 여섯째,
오염 방지 및 이에 대한 통제 체제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었다.
대 산업계 정책은 CCP2000의 7개 정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
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CCL이야말로 CCP2000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
다. 마셜 보고서의 권고에 토대를 두고 있는 CCL은 1999년 3월에 발표
된 예산안의 환경 부문에서 처음으로 정책화의 움직임을 보였고218), 이
에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화학 및 철강업계는 제조부담의 증가와 국제경
쟁력 약화를 이유로 하여 CCL 계획에 강력한 비판을 가한 바 있었
Regions, 2001), pp. 29-31.
218) United Kingdom House of Commons Hansard Debates, Column 181 (Mar 9, 1999).
http://www.parliament.the-stationery-office.co.uk/pa/cm199899/cmhansrd/vo990309/debtext/
90309-07.htm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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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9) 하지만 많은 산업 부문에서는 CCL에 따른 에너지세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였는데, 특히 1998년 3월 31일 산업․환경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Business and the Environment)가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220)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에너지세는 영국 산
업계의 경쟁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비용-효과적인 탄소 절감을 달성
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로부터 2년간의 정책적 논의를 거친 뒤, CCP2000에 따라 2001
년 4월부터 CCL이 시행되었다. 이는 CCP2000의 핵심이자 영국 탄소배
출 감축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221) CCL은 산업계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세 방식으로서, 전기전
력에는 0.43펜스/kWh, 천연가스전력에는 0.15펜스/kWh, 고체연료 등
석탄 및 코크(coke)에는 1.17펜스/kg, 난방용 LPG(liquid petroleum
gas)에는 0.96펜스/kg을 부과했다.222) 이렇게 각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부과의 정도를 차별화시켜 영국 최초의 탄소세 제도를 시행
한 것이다.223) 반면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수력(10 MW 이하), 조력, 태
양광, 지력, 산업계 폐기물, 매립지 가스, 농업 및 임업 부문의 폐기물,
그리고 에너지용 곡물에 대해서는 CCL이 부과되지 않았다. CCL은 기
업, 농업, 공공 부문의 연료에 대해서만 부과되었고, 전력생산자, 가정,
운송, 자선단체에는 면제되었다. 또한 가정 부문에 필적할 정도로 제한
된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 부문에도 CCL이 면제되었다. 에너
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정부로부터 특별한 사례라고 인정받은 원예 사업
에는 5년간 세금의 50%를 감면해주었다. 비록 화석연료는 아니지만 원
219) Barrie Church, “Climate Change Levy: Hot Air or Cold Comfort?” Energy Policy,
Vol. 29, Issue 12 (2001), p. 947.
220) Advisory Committee on Business and the Environment, “Climate Change: A Strategic
Issue for Business," Report Presented to the Prime Minister, (London: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1998).
221) Schrader, 2002, p. 181.
222) 이미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던 석유에는 CCL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223) 하지만 각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에서 CCL이 완전
한 의미의 탄소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최소한의 온실가스만 배출하는 핵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CCL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Ian Bailey and Susanne Rupp,
"Geography and Climate Polic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New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in the UK and Germany," Geoforum Vol. 36 (2004), pp.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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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을 통해 생산한 전기전력에는 CCL이 부과되었다.
CCL이 잘 시행될 경우 2010년까지 5MtC의 감축이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과금은 연간 10억파운드에 달했다. 그 대
부분은 고용주들이 국민보험분담금을 0.3% 절감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으
로 산업계로 돌아가며, 부과금 중 1억 2천파운드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
발에 투자될 계획이었다.224) 이러한 재정적 설계에는 생태적 세금 개혁
의 대원칙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칙이란 가치를 더하는
활동들(고용, 여가, 투자)로부터 가치를 빼는 활동들, 즉 에너지와 자원
의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와 오염의 발생을 막는 활동들로 세금 부과의
영역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25)
CCL로 인한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평균 15%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CCL에 의한 재정적 타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영국 정부는 자
본자산의

가치하락을

고려하여

세금혜택을

제고하는

계획(The

Enhanced Capital Allowance Scheme, ECA Scheme)을 수립했다. 배
관을 절연처리하거나 보온커튼을 다는 등 특정한 에너지 효율 시설에 투
자를 하는 기업에게는 첫 해 비용을 100% 돌려주는 제도였다. 2001년
4월에 비영리 독립재단으로 설립된 탄소 신탁이 이 계획의 운영을 맡아
서 첫 3년간 약 1억 5천만 파운드의 CCL을 기업에 환원했는데, 이 과
정에서 기업의 저탄소 기술 수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성과가 생겨
났다.226) 탄소 신탁의 기금은 자문, 정보, 연구, 시연 사업으로 점차 확
장되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L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계의 반발
을 일으켰는데, 이에 대응하여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영국 정부가 고안한 것이 기후
변화협정(CCAs)이었다. CCAs는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
서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에
관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을 정부(국무장관)와 맺으면 CCL을
224) Bailey and Rupp, p. 391.
225) Richardson and Chanwai, 2003, p. 46.
226) "What is the ECA Scheme?“ http://etl.decc.gov.uk/etl/about/ (검색일: 2012년 10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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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까지 줄여주는 제도였다.227) 이 협정의 대상은 오로지 ‘에너지 집약
적인’ 산업계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201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
로 제정되었다. CCAs는 기업들에게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달성의 방법
에 대해 지시하지 않는 대신, 목표, 성과 계산방법, 보고 및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각 부문에는 목표 및 2개년 계획의 지표가 들어있
어서 성과를 보고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일시정지 혹은 취소를 선택할 수 있었고, 목표를 초과달성
한 기업은 크레딧을 획득하여 다른 기업들과 이를 거래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필요한 경우 크레딧을 구매할 수도
있었다. 협정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각 검
토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228)
한편, CCL 및 CCAs와 더불어 대 산업계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프
로그램은 ETS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는 애초에는 CCL에 저항하는 산
업계에 대안적으로 제시한 방안이었다. CCP2000에서의 발표 이후에도
ETS의 시행은 계속 연기되다가 2002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2억1
천5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33개의 직접적인 참여자를 유치함으로써 시
작되었다. ETS에 참여하는 주체는 직접 참여자와 CCAs 참여자로 분류
되었는데, 직접 참여자는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배출단위를 직
접 거래할 수 있으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고, CCAs 참여자는
CCA에 따라 정해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단위를 구매함으로
써 목표 미달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되었다.229) 이어 2005년 1
월, 최초의 국제적 ET 제도인 EU ETS가 출범하게 되었고, 블레어 정부
는 ETS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의 경험을 살려 이를 주도하는 것이 영국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에
227) Paul Ekins and Ben Etheridg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UK
Climate Change Agreements," Energy Policy, Vol. 34 (2006), p. 2072.
228) CCL에 대해서는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홈
페이지의 지침서들을 참조.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greements: Guidance Papers."
http://www.decc.gov.uk/en/content/cms/emissions/ccas/ccas_guidance/ccas_guidance.aspx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229) Bailey and Rupp, p.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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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ETS를 통한 영국 CO₂배
출량 감축은 1.6MtC 이상을 기록했다.230)
(2) 에너지 공급 정책
CCP2000의 두 번째 정책은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새롭고 더 효율적인
전력발전의 원천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가 고안한 프로그램이 신재생에너지의무제(Renewables Obligation,
RO)다. 이 제도는 2010년까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전력 공
급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를 원천으로 하여 공급하는 전기량을 10%
까지 끌어올릴 것과, 이를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할당량을 달성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무증서(Renewables Obligation Certificates, ROCs)를 지급받을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공급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ROCs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국 정부가 ROCs를 시행할 수 있었던 기반은 기존부터 실시되어
왔던 비화석연료의무제(NFFO)였다. 영국 내부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형성되도록 했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던 NFFO는 원래 보
수당 내각에서 원자력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데, 그 시행에 따라 전력 공급자는 일정량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부터 충당해야 했다. 그 결과 1990년 이래 신재생에너지에 6억파운드가
넘는 정부지원금이 제공되어 왔고 NFFO는 부분적이나마 성공을 거두어
2003년까지 전체 영국의 에너지 중 5%를 신재생에너지를 원천으로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이에 블레어 내각에서는 CCP2000을 통해 RO
를 시행하여 이 추세를 가속화하고자 했다.
CCP2000 발표 당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은 2.5%에 불
과했으나,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질 경우 2010년까지 약 2.5MtC
를 감축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또한 2003년 에너지백서에서는 2020
년까지 2010년 목표를 두 배로 늘려 전력의 20%까지 신재생에너지로
230)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6,
pp.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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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으며,231) 그렇게 된다면 2천만톤에서
2천7백만톤 가량의 CO₂를 감축할 수 있다고 산정했다. RO가 신재생에
너지 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킨 것은 분명했다. 결과적으로 2004년 말에
이르러서는 RO에 의한 전력 공급량은 3.1%로 상승했다.232) 이 중 대부
분은 풍력, 바이오연료, 그리고 폐기물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CCP2000에는 2010년까지 CHP 능력을 두 배 이상 올리고
자 하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기존의 전력발전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방식
의 CHP를 활용하면 75%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CHP를 이용하
면 중공업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에너지 사용자들이 비용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재정적 인센티브, 충분한 지원, 규제, 기업
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과 파트너십 등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233)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최소 10GW의 양질의 CHP를 확
보하고자 노력했고, 2004년 말 기준으로 5.6GW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는 1년에 4.5MtC의 CO₂배출량을 줄여주는 분량에 해당되었다.234)
총체적으로 에너지 공급 부문은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석탄·석유 등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에서 천연가스로 전력생산용 연료를 대체한
것, 즉 ‘가스로의 돌진’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CCP2000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혹은 무탄소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사용 장려 역시 영국 온실가
스 배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공급 부문의 구조를 변화

231)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Transport, and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Our Energy Future: Creating a Low Carbon Economy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03), p. 46.
232)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6,
p. 36.
233)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1,
pp. 26-29.
234)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6,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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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서 많은 감축 성과를 이루는데 공헌했다. 구체적인 감축량을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에너지

공급

부문은

영국

전체

CO₂배출량의

36%(53.7MtC)를 차지했다. 1990년 수준 대비 2004년에 약 19%가 감
축된 셈이었다. CH₄과 N₂O까지 포함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7%가
감축되었고, CO₂부문에서만 94%의 감축이 이루어졌다.235)
(3) 운송 정책
CCP2000의 세 번째 정책은 운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
는 것이었다.236) 운송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CO₂배출량 상승률이
높아 가장 까다로운 측면을 지니고 있었는데,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료 효율이 1997년 이래 10% 가량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990
년부터 2000년 사이에 운송 부문의 CO₂배출량은 8%가 증가했다.
<표 3-11> 운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237)
(단위: 백만톤 CO₂eq.)
온실가스
CO₂
CH₄
N₂O
총계
1990년 수준에서의 변화

1990
39.2
0.6
0.4
40.2
-

1995
39.8
0.6
0.8
41.2
2.3

2000
40.9
0.4
1.3
42.6
5.8

2004
43.1
0.3
1.6
45.0
11.8

따라서 적절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운송 부문에서
2010년까지 8% 더 CO₂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게다가
운송 부문은 거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에너지 공급 부문과는 달
리 석유를 대체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238)
235)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pp. 32-33.
236)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pp. 35-37.
237)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p. 62.
238) Neil Carter and David Ockwell, "New Labour, New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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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ons, 2006,
the Regions, 2001,
the Regions, 2006,
An Analysis of the

취임 초기 블레어는 운송 부문의 개혁에 대해 낙관하는 입장을 갖
고 있었다. 이 때 블레어 내각은 운송과 환경의 ‘통합’을 통해서 기후변
화와 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즉, 많은 이들에게 대중교통의 이
용을 권하고 개인적인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면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주의는 곧 변화를 겪었다. 1998년 발간된 운
송백서239)는 기후변화를 막고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송
부문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존까지의 ‘예측
과 공급(predict and provide)' 방식으로는 운송 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240) 특히 도로 혼잡에 따른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운송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CP2000에서 제시한 세부전략
은 자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s, VA)과 10년 계획(the 10
Year Plan)의 두 가지였다. VA는 EU의 기준에 맞춰 새로 만드는 자동
차의 연비를 2008-2009년까지 최소 25% 향상시키도록 정부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맺은 협정을 뜻한다. 이는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
리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use

Duty, VED)를 변경하고 기업용 차량에 대한 세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계획했다. 한편, ‘10년 계획’은 정부가 향후 10년간 1천 8백억 파운드를
운송 부문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투자하여,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혼잡
과 오염을 줄이고자 한 계획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정부는 운송 부
문에서 2010년까지 5.1MtC를 감소시키고자 했다. 이 중 VA(기업용 차
량에 대한 세제 개혁과 점진적인 VED 포함)에 의한 것이 2.3MtC, 광범
위한 운송 정책에 의한 것이 0.8MtC, 스코틀랜드에서의 지속가능한 배
분이 0.1MtC, 그리고 연료세(fuel duty escalator)에 의한 것이 1.9MtC
로 산정되어 있었다.241)
Labour Government's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Report
Commissioned by Friends of the Earth (July 2007), p. 101.
239)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Transport, "A New Deal for Transport: Better for
Everyone," (July 1998).
240)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Transport, 1998, p. 5.
241)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6,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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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전략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운송 부문에서의 문
제해결과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가 밀
접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이었다. VA와 연료세 모두 이전 보수당 정권에
서 추진한 정책들이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상
황이었다. ‘10년 계획’에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었지만 대부
분 시행되지 못하고 사라졌으며, 이 역시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교통 혼
잡 및 오염에 대응하고자 만든 정책이었다.242)
결과적으로 2004년의 통계를 보면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1%가
운송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온실가스 중 CO₂의 비중이 95%에 이를 정
도로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12%가 늘어났고, 특별한 정책적 조치가 없는 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CCP2000에서 제시한 운송 정책에 더하여, 차량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의
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 즉 신재생운송연료의무제(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의 도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게 되
었다.
(4) 가정 정책
CCP2000의 네 번째 정책은 가정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가정의 지출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수립되었다.243) CCP2000 가정 부문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공약(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EC)인데, 이는 전기 및 가
스 공급자로 하여금 일반 가정 소비자들, 특히 고연령층 및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규정한
정책이다. 또한 EEC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 잉글랜드의 신가정에너지
효율계획(New Home Energy Efficiency Scheme), 웨일즈, 북아일랜

242) Carter and Ockwell, 2007, pp. 103-104.
243)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1,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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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코틀랜드의 웜딜계획(Warm Deal Initiative)과 같은 지역별 계획
도 수립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민간 가정 부문에서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
성 개선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단열재 설치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
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EEC에 더하여 백만 가구에 효율
적인 가스 중앙난방시스템 및 단열재를 설치하는 적정온기프로그램
(Affordable Warmth Programme)도 추진되었다. 또한 가정 부문에서는
지역공동체의 난방 시스템을 보강하고 조명, 난방, 기타 가정용 기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세부정책들이 포함되었다.
사실상 가정 부문이야말로 블레어 내각이 그 중요성을 가장 늦게
깨달은 영역이었다. 블레어는 1997년 선거에서도 가정용 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에서 5%로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가정 부문에서의 CO₂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한 공약
이었다. 또한 CCP2000 가정 부문의 핵심이었던 EEC의 시행은 2002년
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블레어 내각은 가정 부문에 주목하지 않
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정 부문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중요성은 2005
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제기될 정도였다.244)
애초에 CCP2000에서 예상한 목표치는 2010년까지 3.6MtC를 감
축하는 것이었다. EEC를 통해 1.6MtC를 감축하고, 건물 규제 및 기타
연료 프로그램을 통해 1.9MtC를 감축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2004년
기준 가정 부문의 통계를 보면, 가정 부문의 전력 사용까지 포함시킬 때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2.2MtC였으나

2004년에는

25.3MtC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CO₂배출량은 1990년의 21.7MtC에서
2004년 24.4MtC로 역시 소량 증가했다. 난방·온수 등 가정용 에너지
수요의 증가, 가정 부문 에너지 효율성 상승, ‘가스로의 돌진’에 따른 탄
소 배출량 감소 등의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에 따른 종합적인 결
과였다.245) 이에 영국 정부는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에
244) Carter and Ockwell, 2007, p. 95.
245)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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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난방과 약 20%에 이르는 온수에 대해 EEC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5) 건설 정책
CCP2000의 다섯 번째 정책은 건설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
는

것이었다.246)

이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은

건설

규제(Building

Regulations)였는데, 이는 건물의 설계 및 건설 시 건물 내부와 건물 주
위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능적인 의무사항들
을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당시의 부총리이자 CCP2000의 주무부
처인 환경․운송․지역부 장관이었던 프레스콧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안전
보장과 동시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 요건을 개선시키고자 만들어진 정책
이었다.
이후 2002년과 2005년에 건설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안
되었다. 이 제안에 따르면 건설업자들은 정부의 표준 산정 절차에 맞춰
모든 새로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구매자에
게 통보할 의무를 갖도록 되었다. 이토록 강력한 건설 규제가 새로이 지
어지는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가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는 건설업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가정 부문에서는 일부 개축 혹은 증축이 대다수를 차지하
여 ‘새로운 건물’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큰 실효를 거두
지는 못했다.247)
(6) 농업 정책
CCP2000의 여섯 번째 정책은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
는 것이었다.248) 시골 지역 관리 강화, 비료 사용 제한, 삼림 보호 및 관

p. 75.
246)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1,
p. 31.
247) Carter and Ockwell, 2007, p. 97.
248)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1,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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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속가능한 농업적 관행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그 세부사
항에 해당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농업 부문의 생존 능력을 증대시키는 이중효과를 노린 계획이었
다.
하지만 농업 부문은 다른 부문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차
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되었다. 이는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
의 7%를 차지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CH₄과 N₂O로서 CO₂배출량은
1% 내외만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부문은 CO₂배출량 감축보다는 바이
오에너지의 생산을 통한 저탄소 경제 실현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에 영국 정부 역시 에너지곡물계획(Energy Crops Scheme) 및 바이
오에너지인프라계획(Bioenergy Infrastructure Scheme)을 수립하여 바
이오에너지용 비식량곡물(Non-Food Crops) 생산을 통해 2010년까지
0.1MtC의 CO₂배출량 감축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또한 잉글랜드에서의
삼림승인계획(Woodland Grants Scheme)과 스코틀랜드에서 1990년부
터 추진되어 온 삼림조성(Woodland Planting)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부문에서 약 0.7MtC의 감축을 계획했다.249)
(7) 공공기관 정책
마지막으로 CCP2000의 일곱 번째 정책은 기후변화 관리의 면에서 공공
부문이 솔선하는 것이었다.250) 이를 위해 공공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개
선시키는 새로운 목표 수립, 지방정부, 학교, 병원 등의 에너지 효율 목
표 수립, 관료들을 위한 녹색 여행 계획 개발을 세부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CO₂에 대한 행동(Act on CO₂)'이라는 범정
부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CO₂배출량 감축에 일반대중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참여하는 개개인이 비용을 절약하
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CO₂배출량을 감축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
249)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6,
pp. 99-101.
250)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1,
pp.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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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CCP2000의 정책 및 세부사항251)
정책
산업계의

에너

지 사용 개선,
투자 촉진, 비
용 절감
새롭고, 더 효
율적인

전력발

전의 원천 고무

세부방식
기후변화협정 및 기타 지원을 통한 기후변화부담금 부과
국내 ET 계획 출범
새로운 탄소 신탁 수립
양질의 열병햡발전 및 대체에너지에는 기후변화부담금 면제
시장전환을 위한 에너지 레이블, 표준, 기타 상품 관련 방식
통합된 오염 방지 및 통제
전기 공급자는 2010년까지 공급하는 전기의 10%는 의무적으로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2010년까지 열병합발전 능력을 최소 2배 이상 신장
자동차 제조자는 2008-2009년까지 새로운 자동차의 연비를 최소

운송 부문의 배
출량 감축

주택보유자의
돈을

절약하면

서, 가정 부문
에서
에너지

더 높은
효율성

촉진
건물

25% 향상시키며, 이를 자동차소비세 변경 및 기업차량에 대한 세
금 개혁으로 보완
10년 계획: 향후 10년간 1천8백억파운드를 교통 부문의 오염 감축
에 투자
전기 및 가스 공급자로 하여금 가정 소비자들, 특히 노인 및 저소
득자에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도록 규정한 에너지효율공약 수립
신가정에너지효율계획(잉글랜드), 온거래계획(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백만가구에 가스 중앙난방기를 설치하는 적정온기 프로그램
새로운 지역 난방의 제고와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더 효율적인 조명, 난방, 가정용 기기

규제에서
-

의 에너지 효율
요건 개선

도적인 역할 수

더 나은 시골 지역 관리
비료 사용 제한
삼림 보호 및 강화
더 높은 에너지 효율
공공건물의 에너지 관리를 개선시키는 새로운 목표 수립
지방정부, 학교, 병원을 위한 에너지 효율 목표 수립

행

녹색 여행 계획 개발

농업 부문의 배
출량 감축
공공 부문의 지

251)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0,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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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CCP2000의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량 예상치252)

부문

2010년까지의 감
축량 예상

정책
기후변화부담금
1999년까지의 연료세 증대
10% 신재생에너지 목표

절약
(MtC)

산업 및 가정

운송

가정
농업, 임업, 대지
사용 부문 변화
공공 부문
스코틀랜드 정부

수준에서의
변화(%)

2
1~2.5
2.5

모든 온실가스
CO₂

산업

1990년

-14.9%
-8.4%
기후변화협정
기후변화부담금 및 탄소 트러스트 하에서의

2.5
0.5

에너지 효율 방식
배출권 거래 계획
건물규제 개혁
EU 수준의 자발적 CO₂ 감축 협약, 자동

최소한 2
1.3

차소비세 및 기업차량에 대한 세금 변경
10년 계획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지속가능한 분

1.6

배를 통한 추가 절약
가정 에너지 효율
지역난방체제의 대체
새로운 가정에너지효율계획
기기 표준 및 라벨링

4

0.1
2.6~3.7
0.9
0.2
0.2~0.4

조림

0.6

신 중앙정부, 학교, 보건기관의 목표량
건물규제, 중앙 자산과 스코틀랜드 보건기

0.5

관의 목표량

추가방식을 통한

0.1
17.75

감축(MtC)
모든 온실가스
CO₂

-23%
-19%
- 발달된 행정에 의한 추가 행동
- 지방정부에 의한 주거비

추가 행동의 예

- 교통속도에 대한 관리 개선

추 가 적 인

- 지방정부에 의한 추가 행동

탄소 절약

- 탄소 상쇄 계획
- 공공 인식 캠페인

252)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0,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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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토의정서를 넘어서
CCP2000 이후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
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내부적인 정책 추진에 더하여 2001년 3월 27
일 미국 부시(43)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2002년 5월 31일 EU
회원국들의 일괄적인 교토의정서 비준이 이루어짐으로써, 영국의 국제적
인 리더십도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기후변화’가 곧 영국과 토니 블레어
의 대표적인 사안이 된 것이다. 블레어는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력
하게 설파하며 모든 국가들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이는 우리가 자원들, 특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함
을 의미하며, 세계 -세계 전체-가 기후변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
음을 의미합니다. 교토의정서는 옳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
에 의해 비준되어야 합니다... 단기는 장기와 충돌합니다. 고통스러
운 결정과, 보호받는 이익과, 정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확실히 추
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통제할 수 없다면, 기아와 환경오염
이 우리의 세계에 대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
입니다.”253)

이는 곧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으며,
그 때까지 부시(43)의 ‘푸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미국의 이라크전 수행
에 협력했던 블레어가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
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읽을 수 있다. 요하네스버그 연설 이후 블레어
내각은 대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CCP2000에서의 그것보다 더
욱 강화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EU ETS의 시행에 대비하여 국가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기후변화 주도국으로서의 행보를 한층 가속화했다.
253) “Tony Blair's Speech to the World Summit,” The Guardian (September 2, 2002).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2/sep/02/worldsummit2002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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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축목표

측면에서는

2003년

에너지백서를

통해

기존

CCP2000의 목표에서 한층 더 나아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공표했다. 2003년 에너지백서는 에너지 정책의 기준을 기후
변화 대응에 두고 있으며, 이는 영국 에너지백서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백서는 ①2020년까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2050년까지 2000년 수
준의 60% 이하로 CO₂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경로를 따를 것, ②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유지할 것, ③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비율을 늘려 영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것, ④모든 가
정에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난방을 보장할 것을 주요 목표로 삼음으
로써, CO₂감축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강화하는 것과 EU의 ET 계획을 향후의 시장 및 정책 틀의 중심
에 놓는 것이며, 에너지 효율은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저
렴하고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과 같
이 전력발전의 10%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2020년
까지 이 숫자를 20%로, 2050년까지는 30~40%로 늘릴 것을 권고했
다.254)
감축방법 측면에서는 EU ETS의 시행에 대비하여 2004년에 국가
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NAP)을 수립하였다. 국내적 완화정
책과 병행하여 국제적인 시장 메커니즘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것
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ETS는 EU가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ET 제도로서, 2005년 1월에 시작되기로 예정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각각 국내사정과 감축목표를 고
려하여 CO₂할당량을 확정한 NAP을 수립할 것이 요구되었다. 영국은
2004년 1월 EU 국가 중 최초로 초안을 내놓았고, 동년 7월에 EU에서
승인되었다. 영국은 모든 CO₂배출량의 46%인 7억 363만톤을 할당량
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더 많은 할당량을 원하는 산업계의 불만을 사 내
부에서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255) 하지만 국내적인 논쟁에도
254)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Transport, and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003, p. 11.
255) United Kingdom House of Commons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Committee, "Climate Change: Looking forward," Ninth Report of Session 200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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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 완화대책뿐만 아니라 ETS라는 시장기
제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4년 9월 14일, 블레어는 웨일즈공이 수립한 기업과 환경 프로
그램(HRH the Prince of Wales's Business & the Environment
Programme) 10주년 기념연설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성과 영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성과를 회고한 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파했
다.256)
“영국은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궤도를 따르
고 있습니다. 최근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03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은 1990년 수준의 약 14%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0년
까지 20%의 CO₂감축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왕립환경오염위원회의 중요한 에너지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맞서 기여를 하기 위해 영국의 CO₂배
출량을 2050년까지 60%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가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의 대규
모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공언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엄청난 사
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02년 사이 영국 경제는
36% 성장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스스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영국의 탁월한 과학에 기초한
전망과 능력을 지닌 고기술적․기업가적 사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내년 G8 과정의 일부로써, 저는 2003년 프랑스 의장국 하에
서 시작되었으며, 올해 미국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청정에너지 기
술의 개발 및 활용의 촉진 작업을 진행할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현존 기술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저탄소
기술의 전개를 위한 혁신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태양광, 연료전기, 탄소격리와 같은 현존 저탄소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엄청난 범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Vol. I (March 22, 2005), pp. 40-42.
256) Tony Blair, "Climate Change," HRH the Prince of Wales's Business & the
Environment Programme 10th Anniversary Lecture (September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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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기술들의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방안에 대
해 국제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탄소신탁은 기업으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을 감당하고 저탄소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는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중요한 촉진제로 작용
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까지 영국 전력의
15.4%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기로 되어 있고, 2020년에
는 20%로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단기적으로 풍력
에너지는 스마트하고, 재생가능한 힘의 주요한 근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 에너지백서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정부는 ‘CO₂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향후 일정 정도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기후변화의 도전에 맞서고 이를 극복할 신기
술들을 개발하여 새로운 녹색산업혁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
다. 또한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행동 변화를 회피할 수 없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줍니다...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보다 더 엄청난 노
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토의정서는 단지 첫걸음이며 기후외교의 다
음 단계에 대한 굳건한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내년 G8 정산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제
G8 전략의 세 가지 주요 부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
화 및 그 위협에 대한 기본과학에 대한 합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
다. 이러한 합의는 새로운 것이며, 향후의 행동에 대한 기초를 제
공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
학, 기술, 그리고 다른 방법들의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G8 회원국들이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는 국가들에 개입하는 것이 필
수적입니다. 그들이 에너지 수요와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미 놓여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그들로 하여금 적
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관해 개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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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의 이 연설은 그와 노동당 정부가 행해 온 기후변화 관련 모
든 대내외적인 노력, 성과, 비전의 총체를 담고 있다. 이것이 연설로만
그쳤다면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겠지만, 블레어 집권 후 영국이 보
여준 노력과 성과를 고려할 때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행태의
사실적인 결산이며, 이를 토대로 한 향후 비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블레어 시기의 영국은 교토의정서 의무의 달성을 넘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는 CO₂감축목표(2050년까지 2000년 수준의 60% 이하로
CO₂배출량 감축)를 설정하여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였다. 산업계에의
CCL 부과와 CCAs의 시행을 통해 막대한 양의 CO₂를 감축했으며, 석
탄․석유 등 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다. 저탄소 기술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으며, 탄소신탁 등의 제도를 강화하여 탄소저감에 관련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도록 했다. 운송, 가정, 농업, 공공 부문에서도 에
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촉진시킴으로써, 기후변
화 국제규범적 의제에 따라 국가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환시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왔다.
대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영국은 기후변화 사안의
주도자로서 큰 활약을 해왔다. COP3 당시 실질적인 EU의 의장국으로서
교토메커니즘 도입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하던 미국과 EU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 교토의정서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공헌했다. 이후 EU의 지
도국 중 하나로서 마라케시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여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고, 미국 부시(43) 행정부의 탈퇴에 따른 교
토의정서의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비준을 유
도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극적인 발효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교토의정
서 발효 이후에도 영국은 EU와 UNFCCC를 주도하며 전지구적 기후변
화 대응의 ‘첫걸음이자 초석’인 교토의정서의 불완전성을 지속적으로 보
완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결론적으로 보수당 시절에 ‘가
스로의 돌진’이라는 우연한 이익구조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 사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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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지니게 된 영국은, 이후 진보적인 노동당 정권 하에서 적극적인 기
후변화 대응의 의지를 보여 국내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환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이끌며 기후변화 의제 주도자로서의 국가행태를 발전시켜 온
것이다.

4. 소결: ‘주도형’ 대응 정책과 함의
영국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부각된 것은 1988년 대처
총리의 영국왕립학회 연설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담은 환경백서 ‘이 공동의 유산’은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CO₂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이후 1992
년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더 강력한 목표가 국제사회에서 설정되었는데,
이 때 EC 내에서는 이미 이 수준의 감축에 합의한 상태였다.
리우회의 결과 UNFCCC가 창설되었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1994년 메이저 정부는 첫 번째 국가기후변화전략인 CCP1994를
기획했다. CCP1994에서 강조되었던 부문은 에너지 효율 증대, 산업계
의 자발적 행동 장려, 가정용 에너지 보존 촉진 계획 등이었다. 이와 더
불어 피상적이나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몇몇 시장중심적 접근이 소개
되기도 했다. 1994년 영국의 가정용 화석연료 및 발전에 부가되는 부가
가치세는 8%였는데, 이를 1995년까지 17.5%로 올리겠다는 제안도 담
겨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불
평등한 조치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제안 자체가 폐기되었다. 1994년 영국 정부는 운송용 화석연료에 부과
되는 세율을 10%로 올리는 조치도 취했는데, 이 세율은 해가 거듭될수
록 지속적으로 상승할 예정이었다. 결국 연료세의 단계적 확대는 1999
년까지 매년 이루어졌고, 이것이 연료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맞물려 피해
를 입은 화물 수송 산업계 등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블
레어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인상된 세율을 인하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대응정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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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입마저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UNFCCC
의 목표를 달성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에 이루어진 전력산업 민영화와 그에 따라 이루어진 천연가스로의 연료
변경, 즉 ‘가스로의 돌진’의 부수적 효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발
적인 결과로 인해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그 결과
영국은 국제협상장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UNFCCC의 교토의정서 체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서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8% 이하
로의 감축이라는 의무를 부여받은 EC 회원국들 간의 회의장에서도 영국
은 주도국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영국은 교토의정서의 의무를
넘어 1990년 수준의 12.5% 이하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으며, 1997년 블
레어의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자 20% 이하로의 감축이 영국의 공식 목
표가 되었다. 의무적인 목표 달성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선구적인 입장
에서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하는 주도국으로서의 영국의 위상이 확립된 것
이다.
2000년 블레어 정부는 두 번째 국가기후변화전략인 CCP2000을
수립했다. 운송 및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자발적 행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CCP1994와 마찬가지였지만, CCP2000에는 기존
의 구상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대거 담겨있었다. CCL, RO,
CHP 능력의 제고를 통해 전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999년 3월에 처음 소개되어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CCL은 비가정용 에너지 사용에 부과되었고, 산
업계 및 지자체와의 논의를 거쳐 각 연료별로 다양한 세율이 결정되었
다. 화학, 제지산업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사용 산업에는 세금의 80%까
지 면제해주는 대신, 정부와 CCAs를 맺어 에너지 이용 감축목표를 수립
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 2002년에는 정부가 출자한 자금으로
ETS를 시행하여,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정하고 CCAs의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산업체들을 참여하도록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울인 영국의 국제적․국내적 노력은 기후
변화 의제의 주도자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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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03년 발간된 에너지백서에서는
2050년까지 1990년의 60% 수준으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장
기적인 목표를 수립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
에너지 및 CHP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했다. 2004년
발간된 에너지 백서257)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들을 더욱 획기적
으로 발전시켜, 에너지 효율 공약의 확대, 사회적 주거를 위한 쾌적주택
표준(Decent Homes standard)과 신설 및 재수리된 건물 등에 대한 건
설 규제를 통한 주택 스톡(housing stock)의 개선, 영국의 제도를 보완
해 줄 EU ETS의 도입, 에너지 사용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과 신기
술의 기능 강조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57)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Energy
Efficiency: The Government's Plan for Action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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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의 ‘거부형’ 기후변화 대응정책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기후변화 의제의 형성 초기에 가장 큰 영향
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대응의 원칙과 시행방안의 정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 국가이익의 저
하, 개도국 의무면제를 이유로 협조 및 참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거부형’ 대응을 형성시킨 국내적 요인들로는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산업
계의 강력한 로비 능력, 권력분립형 정치제도에 의한 의회의 행정부 견
제, 연방정부만이 보유한 외교적 권한, 최고지도자의 반기후변화정책적
성향, 개도국 감축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대응방안에 대한 불만 등을 들
수 있다.

1. 미국의 국내 조건
1) 경제적 이익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직후인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CO₂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21.4%를 차지하는 분량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
으며,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약 7.2 기가톤 CO₂eq.로서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258)
미국은 1인당 배출량에서는 24.3톤 CO₂eq.로 호주(28.7톤)와 캐나다
(24.9톤)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집약도

(greenhouse gas intensity)259)는 8위로서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부시(43) 정부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기
준인 ‘CO₂를 기준으로 환산한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미국에
258) McKinsey & Company, "Reducing U. S. Greenhouse Gas Emissions: How Much at
What Cost?" U. S. Greenhouse Gas Abatement Mapping Initiative, Executive Report
(December 2007), p. 5.
259) ‘온실가스 집약도’란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온실가스 배출량/GDP)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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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유리한 ‘온실가스 집약도’에 의한 감축정책을 독자적으로 추
진한 바 있다.
<표 4-1> 세계 주요국 온실가스 집약도260)
(단위: 톤 CO₂eq./1,000$ GDP)
순위

국가

온실가스 집약도

1

프랑스

0.3

2

일본

0.3

3

영국

0.3

4

이탈리아

0.3

5

독일

0.4

6

스페인

0.4

7

네덜란드

0.5

8

미국

0.6

9

캐나다

0.7

10

대한민국

0.7

20

중국

3.1

21

우크라이나

6.3

22

인도네시아

11.0

미국 정부의 공식기록에 따르면 기준년도인 1990년부터 교토의정서
가 발효된 200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 기가톤 CO₂eq.였으며, LULUCF에
의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6.1 기가톤 CO₂eq.였다.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은 6.3 기가톤 CO₂eq.로 8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온실
가스별로 살펴보면, 2005년 기준 CO₂배출량은 6.1 기가톤 CO₂eq.로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런

국내적

현실에

따른

이익판단으로,

미국은

CO₂뿐만

아니라

UNFCCC가 정한 6대 온실가스 전체를 감축대상으로 삼을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260) McKinsey & Company, 200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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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미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261)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에너지
산업공정
용매 및
기타

생

산 이용
농업
LULUCF
(배출량)
폐기물
총배출량
LULUCF

1990
5,148.3
301.1

1998
5,752.3
335.1

2000
5,994.3
329.6

2001
5,931.6
300.7

2002
5,944.6
310.9

2003
6,009.8
304.1

2004
6,108.2
320.7

2005
6,282.4
330.1

4.3

4.8

4.8

4.8

4.8

4.8

4.8

4.4

439.6

483.2

458.4

463.4

457.8

439.1

440.1

424.6

5.7

6.5

6.4

6.2

6.4

6.6

6.8

25.6

210.0
6,109.0

191.8
6,773.7

188.8
6,982.3

186.4
6,893.1

191.3
6,915.8

194.8
6,959.1

193.8
7,074.4

137.2
7,204.2

910.4

744.0

759.5

768.0

768.6

774.8

780.1

1085.9

5,198.6

6,029.6

6,222.8

6,125.1

6,147.2

6,184.3

6,294.3

6,118.3

net CO₂
flux
(배출량과
격리량)
순배출량

<표 4-3> 미국의 온실가스별 배출 현황262)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합계

1990
5,005.3
618.1
394.9

1998
5,620.2
579.5
440.6

2000
5,864.5
566.9
416.2

2001
5,795.2
560.3
412.8

2002
5,815.9
559.8
407.4

2003
5,877.7
564.4
386.1

2004
5,988.0
556.7
386.7

2005
6,107.6
625.8
331.9

90.8

133.4

134.7

124.9

132.7

131.0

143.0

139.0

6,109.0

6,773.7

6,982.3

6,893.1

6,915.8

6,959.1

7,074.4

7,204.2

261) 2004년까지는 다음을 참조.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 S. Climate Action
Report 2006," Fourth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6, p. 30. 2005년 자
료는 다음을 참조.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nventory of U.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 1990-2010," (April 2012), p. 2:7.
262) 2004년까지는 다음을 참조.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 S. Climate Action
Report 2006," Fourth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6, pp. 22-23. 2005
년 자료는 다음을 참조.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2,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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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문별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한 서비스 기반의 경
제구조와 대규모의 영토를 소유한 국가로서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대다
수는 전력, 운송, 산업 부문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여타 대규모 영토국들
에 비해 경제개발 관련 농업과 임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미
국이 보유한 삼림과 농지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 기능하는
면이 많다. 이는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들
에서는 삼림 벌채, 바이오매스 연소, 농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온실
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263) 이에 따라 국제협
상의 장에서 미국은 LULUCF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를 모두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EU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UNFCCC 회원국들은
국내적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적인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는 크레딧을 주지 않을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가 있고 난 후에야 마라케시 합의를 통해 LULUCF에 의한 크레딧
이 인정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약 7.2 기가톤 CO₂eq.에서 2030년이 되면 9.7 기가톤 CO₂
eq.로 약 2.5 기가톤 CO₂eq.가 늘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1990년부
터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 증가율을 보인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것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경우의 예상치
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배출량이 1.2 기가톤 CO₂eq.가 더 늘어나
총 3.7 기가톤 CO₂eq.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 항공 및 자동차 운송 부문에서의 연비 증
대, 전력발전에서의 열발생률 제고, 건물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달성을 계획했으나264)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렇듯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높은 CO₂비중을 지닌 미
국의 구조상, 교토의정서가 요구한 의무감축분인 1990년 수준의 7% 감
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상
263) McKinsey & Company, 2007, p. 6.
264) McKinsey & Company, 2007,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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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다. IPCC 제3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이 교토
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지구적 배출권거래가 시행된다면 GDP
의 0.06~0.43%, 부속서 I 국가들만의 배출권거래가 시행된다면 GDP의
0.24~0.91%의 손실이 예상되었다.265) 또한 미국전력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이 교토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매년 430억 달러의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266)
이러한 추산을 근거로 하여 미국상공회의소(The US Chamber of
Commerce), 미국석유재단(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제조업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등 미국 산업계에서 가
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관들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자신들이 지닌 모든 로비력을 동원하
여 교토의정서 비준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을 저지했다. 이들은 기
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로비의 근거로 삼아,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에까지 교토의정서 비준 반대운동을 펼쳤다. 장기적 이익계산 등에 의해
일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노선으로 선회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산
업계의 분위기는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였다. 특히 클린
턴 행정부 출범 이후 UNFCCC의 공약들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국무부 환경․개발 부차관보인 포메란스(Rafe
Pomerance) 등 친환경적 관료들에 의해 제기되고, 미국 역시 감축목표
및 기한을 공약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자, 산업계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완화시키는 데에 주력했다.267) 결국 미국의 경제적
이익 훼손에 대한 이와 같이 강력한 국내적 반대에 직면하여, 산업 중심
적 주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은 교토의정서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게 되었고
일반국민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
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근거가 되어, 미국은
265) Watson (ed.), 2001, p. 116, pp. 340-341.
266)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Costs of th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of a Multi-Gas Strategy," Climate Brief (October 2000), p. 1098.
267) Robert Falkner, Business Power and Conflic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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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결
과가 초래되었다.
2) 정치 제도
미국은 연방주의(federalism)를 정치 제도로 채택한 국가다. 연방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이 필요한데, 하나는 연방의 통치구조에 구현된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
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권력분립의 원칙이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력
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누어 소유한다. 미국 헌법의 수립자들은
정치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삼부가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헌법을 고안했다.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
가 가장 상위에 위치한 입법기관이다. 의회는 주요 환경법을 포함하여
국토에 관한 법을 심사하고 제정한다.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 및 정책을 수행한다. 일련의
연방법원들로 이루어진 사법부는 법과 규칙의 의미 및 범주를 둘러싼 분
쟁을 해결하고, 법의 적용방식 및 최상위법인 헌법에의 합치 여부를 결
정한다.
헌법과 의회의 입법행위는 미국 법치의 근간을 이룬다. 이는 연방,
주, 지역의 모든 차원의 공적․사적인 법규범을 만든다. 헌법과 의회의 입
법은 주 및 지역 입법의 잣대를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영역에서 연방
차원의 입법과 충돌하지 않게 한다. 특히 정의, 지식, 역량 등이 지속적
으로 진화하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는 연방 차원의 법규야말로 법치의 핵
심이다. 헌법과 의회라는 최상위의 법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연방정부
의 행정규제인데, 특히 환경 영역에서는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나 내무부 등 연방 행정기관이 지니는 규제
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행정규제는 국제협약의 의정서와 유사
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상위법의 세부적인 면을 보완하고 구속력을 지닌
채 법적 의무를 강요할 수 있다.268)
268) Carlarne, 2010, pp.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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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 통치구조가 삼권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는 사실은 미국의 정책수립 과정이 구조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다
는 점을 시사한다. 의회와 행정부의 철저한 상호견제 속에서, 정책변화
를 추진하는 쪽은 정책변화에 반대하는 쪽보다 더 광범위한 연합
(coalition)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269) 이런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1970년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의회는 많은
환경법안의 통과를 저지했으며,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하에서 이후 기후
변화에 관련된 주요 정책적 변화 역시 저지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
대 교토의정서라는 국제조약의 국내 비준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의 미 의회는 국가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
부했던 것이다. 이는 반기후변화협약의 성향을 지닌 공화당 의원들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
지도 얻지 못했다.
<표 4-4> 미국 의회 양원의 다수당 및 시기
상원 다수당

하원 다수당

공화당 1981. 1. 3. ~ 1987. 1. 2.
민주당 1987. 1. 3. ~ 1995. 1. 2.

민주당 1955. 1. 3. ~ 1995. 1. 3.

공화당 1995. 1. 3. ~ 2001. 1. 2.
민주당 2001. 1. 3. ~ 2001. 1. 20.
공화당 2001. 1. 20. ~ 2001. 6. 6. 공화당 1995. 1. 4. ~ 2007. 1. 3.
민주당 2001. 6. 6. ~ 2003. 1. 2.
공화당 2003. 1. 3. ~ 2007. 1. 2.

미국 연방주의의 두 번째 측면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역시
미국 헌법의 정신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미 헌법에서는
연방정부가 지닌 권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나머지 권력은 주
정부의 것으로 규정한다. 예컨대 미 헌법의 제1조는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8절)과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9절)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269) Kathryn Harrison, "The United States as Outlier: Economic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to US Climate Policy," in Harrison and Sundstrom, 2010,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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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0조는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
거나, 각 주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 헌법 제1조 8절 18항에 규정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
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270)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연방정
부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연방정부는 연방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들 간의 상업행위에 대한 규제권을 보유하고, 주법 간 이
해충돌이 생기면 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연방정부의 권한과 영
향력은 헌법 제정 당시 부여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된다. 환경
분야를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입법과 사법을 공유
하고 있지만, 여러 국내 문제를 비롯하여 특히 국제 문제에 대한 최종적
인 권한은 연방정부가 지니고 있다. 따라서 UNFCCC와 같은 국제협약
분야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능가하는 법제정과 의제설정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허락하지 않았던 버드-해겔 결의안 및
연방정부의 교토의정서 관련 정책 집행을 원천봉쇄한 놀렌버그 조항 등
은 주 정부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조기행동에
나서는 주들에 대해 금지 경고를 하는 효과를 지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271) 실제로 버드-해겔 결의안 이후 뉴저지 등의 몇몇 주
들은 EPA의 규제가 두려워 조기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EPA는 버드-해겔 결의안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주들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조기 시행할 경우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
다. 후에 버드-해겔 결의안은 오직 연방정부에게만 구속력을 지닌다고
결론이 났지만 이 때 신중론을 펼친 주들은 그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했
다.
놀렌버그 조항의 국내적 파급력은 버드-해겔 결의안보다 훨씬 지
270) “위에 기술한 권한들과 이 헌법이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 또는 그 관리에게 부여한 모든
기타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
271) Barry G. Rabe, Statehouse and Greenhouse: The Emerging Politics of American
Climate Change Polic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pp.
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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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이고도 강력했다. 놀렌버그 조항에 의해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량을 감축하기 위한 어떠한 신규 예산의 편성도 금지당하게 되었기 때문
에, 주정부 역시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예컨대, 주정부가 온
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및 행동계획의 수립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프
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이는 연방법 위반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놀렌버그 조항의 존재로 인해
주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혁신은 계속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3) 외부압력 인식
미국은 1921년부터 여러 국제환경조약에 참여했고, 1960년대부터는 국
제적인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여 왔다.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참여한 152개의 국제환경조약들을 살펴보면, 20개는 1921년부
터 1959년 사이에, 26개는 1960년대에, 49개는 1970년대에, 48개는
1980년대에 가입이 이루어졌다.272)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UN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과 같은 해양 환경
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조약이나 지구 공통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하여 남극 및 우주 공간 관련 조약에 관심을 보인 것이 특징
이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은 몬트리올의정서의 채택 및 발효에 큰 영향
력을 발휘하기도 했으나,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문제는 1988년 한
센 박사의 상원 청문회 증언 이전까지 특별한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
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의 미국은 국제환경
조약의 적극적인 지도국으로서, 국제적 압력의 주체 중 하나로 존재했
다.
하지만 기후변화 사안이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제로서 태동되기 시
작한 1988년부터 1992년 사이, 미국은 주도형에서 거부형으로의 입장
전환을 겪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확실성을 증명한 IPCC와 기후변화
대응의 전지구적 조직기반인 UNFCCC의 설립까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272) Marvin S. Soroos, "From Stockholm to Rio and Beyond: The Evolution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in Vig and Kraft (eds.), 1997,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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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주도한 것이 미국이었지만, 환경적 고려를 넘어서 국가경제 전체
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부터는 국제적 압력
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던 것이다. 막
대한 적응 비용과 선진국만의 의무부담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기후변화 사안에서 여타의 국가들이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국내적
행동을 변경시켜야 했다면, 초강대국 미국은 오히려 국내적 압력으로 인
해 국제적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했던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점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 때 분명히 드러났다. 클린턴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반대
하는 정치인들 및 산업계 로비스트들에 맞서야 했으며, 이와 동시에 국
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에서 자국이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해야 했다. 또한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강
력한 거부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이
유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력도 얻지 못했다. 이에 더
하여 행정부 내에서도 친환경적인 부처들과 기후변화정책에 반대하는 부
처들 간의 알력까지 조정해야 했다.
클린턴과 고어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지지
하는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상장에서는 JUSSCANNZ
그룹이라는 동맹을 형성하여 자국이 받을 국제적 압력을 최소화하고 협
약이 부과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최대화하고자 노력했다. 결과
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이 성공하여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특히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시장 원리의 채택으로
인해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외
교력을 발휘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개도국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
의회의 압력에 직면해서도, 몇몇의 선발개도국들이 자발적 공약을 제시
하여 의미 있는 참여를 행할 것을 국제협상의 장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COP4의 아르헨티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아르헨티나는 77그룹 및
중국과의 공조를 깨고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로서 처음으로 자발적 감축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다.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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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순응 시
미국이 치르게 될 막대한 경제적 손실,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라는 국내적 반발에 맞서 클린턴 행
정부의 의지와 능력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어 더하여 기후변화에 반대하
는 국내적 세력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부시(43)가 집권한 직후 벌
어진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는, 미국의 지도력을 기대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EU를 비롯한 여러 UNFCCC의 가입국들은 미국의 이러
한 행동을 비판함과 동시에 교토의정서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
을 기울였지만, 부시(43) 시기의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결국 UNFCCC는 EU, 특히 영국과 독일의 주도 하에 운영
되게 되었고, 교토의정서를 탈퇴했지만 UNFCCC 가입국으로 남아있던
미국은 이후의 COP에서 유례없는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었다.274)
4) 정책결정자
부시(George H. W. Bush, 제41대 미국 대통령) 시기의 주요 정책결정
자는 부시(41) 자신을 비롯하여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수누누(John H.
Sununu), 부통령 퀘일(Dan Quayle), EPA 청장 라일리(William Reilly),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처장 다르만
(Richard Darman),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EA) 회장 보스킨(Michael Boskin), 대통령 과학자문 브롬리(David
Allan Bromley) 등을 들 수 있다.275) 부시(41)는 1988년 대선 캠페인
당시 환경대통령을 표방했고, 집권 초기에는 유명한 친환경론자인 라일
리를 EPA 청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환경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임자인 레이건이 적극적으로 반환경주의를 표방했다면, 부시(41)의 입
장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책적으로
273) Peter Doran, "Upholding the 'Island of High Modernity': The Changing Climate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 Harris (ed.), 2000, pp. 54-55.
274) Peter Christoff, "The Bali Roadmap: Climate Change, COP 13 and beyond,"
Environmental Politics, Vol. 17, No. 3 (June 2008), p. 470.
275) Norman J. Vig,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Environment," in Norman J. Vig and
Michael E. Kraft (eds.),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Reform or Reaction?
(Washington D. C.: CQ Press, 1997),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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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는 공기청정법을 강화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몬트리올의정서의
시행에도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등 환경사안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
였다.
하지만 부시(41)의 비서실장이자 당시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수누누는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인물이었다. 지구온난화 가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보수 정
치인으로서 친기업적인 사고관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는 라일리가 국
제회의에서 제안할 온실가스 안정화 방안을 거부하고, 지구온난화의 과
학적 확실성을 의심함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미국의 입장을 변경시켰다.276) 수누누의 영향력 하에서 미국은 온실
가스 감축노력을 포기하고 기후변화 의제의 형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부시(41) 역시 수누누의 의견을 중시하여 반환경적인 태도
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부통령인 퀘일이 위원장을 맡은 경쟁
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는 환경규제가 실업을 야기한다
고 인식하여 환경정책에서 철저히 기업을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부시
(41)의 반환경적 이미지는 결정적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결국 1992년
리우회담에서 부시(41)가 보여준 모습은 완벽한 기후변화 대응 반대자의
그것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책이 국가에 가할 구속력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십분 발휘했다.
<표 4-5> 미국 대통령과 집권 시기
대통령

집권 시기

조지 H. W. 부시(공화당)

1989. 1. 20. ~ 1993. 1. 20.

빌 클린턴(민주당)

1993. 1. 20. ~ 2001. 1. 20.

조지 W. 부시(공화당)

2001. 1. 20. ~ 2009. 1. 20.

1993년 민주당의 클린턴이 부시(41)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기후변화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었다. 클린턴은 부시(41)의 정
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76) Fred Barnes, "Raging Bulls," The New Republic (March 199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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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 게다가 그의 부통령은 고어(Albert A.
Gore, Jr.)였다. 고어는 1992년에 이미 Earth in the Balance: Ecology

and the Human Spirit277) 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기후변화의 증거를 제
시하고, 즉각적이고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가 있을 정도로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미국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
었다. 클린턴과 고어는 집권과 동시에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
도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클린턴 정부가 얼마나 환경 문제를 중시했는지는 출범 직후 백악
관 환경 관련 부처의 재편과 예산계획안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클린턴
정부의 백악관은 부통령 고어의 주도로, 유명무실해진 환경보호위원회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의 폐지를 주장하며278) 환경
정책청(Office of Environmental Policy, OEP)을 신설했다. OEP는 각
부처의 환경정책들을 조율하고, 이를 환경적인 고려 속에서 통합하여 시
행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때 OEP의 청장으로 임명된
맥긴티(Kathleen McGinty)와 EPA의 국장 브라우너(Carol Browner)는
모두 고어가 부통령이 되기 전 상원의원이었을 때 그의 밑에서 일하던
이들이었다. 또한 전 애리조나 주지사이자 명망 높은 환경론자인 배빗
(Bruce Babbitt)을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장관에 임명하여 서
부의 공공토지 관리에 대한 개혁을 이끌게 했으며,279) 백악관에서도 국
제환경문제에 대처할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 마지막으로 클린턴은 대통
령 직속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277) Albert Gore, Earth in the Balance: Ecology and the Human Spirit (Boston: Houghton
Mifflin, 1992). 고어는 이 책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재건했던 마셜 플랜(The
Marshall Plan)에 필적할만한 규모와 범위를 지닌 대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수립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Gore, 1992, pp. 295-307.
278) Paul S. Weiland, "Amend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Land Use & Environmental
Law, Vol. 12, No. 2 (Spring 1997), p. 287.
279) Timothy Egan, "Sweeping Reversal of U. S. Land Policy Sought by Clinton,"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4, 1993).
http://www.nytimes.com/1993/02/24/us/sweeping-reversal-of-us-land-policy-sought-by-cli
nton.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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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지속가능성’을 국가 정책의 중요한 어젠다로 삼았다.280)
하지만 Btu세 신설 실패와 그에 따른 정치적 타격, 기후변화 행동
계획에서 나타난 비구속적인 정책 수립 등으로 인해 클린턴 정부는 실효
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심지어 1994년 이후에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이후 클린턴과 고어가 시도한 모든 종류
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
를 얻지 못했다. 고어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타결시킨 교토의정서 역시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발효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이르
게 되었다. 결국 2000년 대선에서 고어가 공화당의 부시(43)에게 패배
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부시(43)는 집권 직후 선진국만의 의무이행, 미국의 경제적 이익,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미국의 교토의정서를 탈퇴
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 차
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강력한 거부자로서 행동했다. 또한 아시아태
평양 파트너십을 제안하여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따로 모색
함으로써, 기후변화의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전지구적 조직기반인
UNFCCC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부시(43) 정
부에서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반기후변화와 친기업이라
는 노선을 유지․강화하여 국제기후변화규범 방해자로서의 미국의 이미지
를 공고화했다.

2.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
1) 기후변화 사안의 정치화
미국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과학계의 관심이 나타난 것은 아
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 시기인 195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말, 미국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후 체제와 CO₂
280) Walter A. Rosenbaum, Environmental Politics and Policy (Washington D. C.: CQ
Press, 2008), pp. 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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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여러 온실가스 간의 상관관계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도 극소수의 과학자들만이 갖
고 있던 것이었다. 대기 및 수질 오염과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야기된 기후변화에 관한 전국적인 과학계의 관심은 1970년대가 되어서
야 생겨났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정보, 지구 환경에 대한 감시 기술의
발전, 전지구적 환경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발생,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최초의 공식적인 기후변화회의인 UN인간환경회의
에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로 UNEP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281)
1970년대 초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시기다. 미국의 지도층 역시 환경문제에 민
감하게 반응했는데,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1970년 1월 1일 의
회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국립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통과시켜, 모든 정부 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환경영
향평가를 시행하게 하여 공공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닉슨은 1970년 12월 2일에는 미국의 환경정책을
총책임질 EPA를 설립했고, 같은 해에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을, 1972년에는 청정수질법(Water Pollution Control Act)을 제정했으
며, 1970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통해 환경은 정당
파벌을 초월한 ‘공동의 대의’를 지니는 사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282)
1970년대 후반에 이르자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더욱 커졌다. 1977년부터는 지구의 기후변화가 야기한 결과와 장
차 일어날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이 국제적인 토론 주제로 부각되었고,
미국의 학계, 정계, 관계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소수의 하원
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며 과학적인 연구의 제고를 요
구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대된
1978년에는 국립기후변화프로그램법(National Climate Program Act)을
281) Rosenbaum, 2008, p. 334.
282) John S. Dryzek, Christian Hunold, and David Schlosberg with David Downes and
Hans-Kristian Hernes,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the State: The USA, Norway,
Germany and the UK," Political Studies, Vol. 50 (2002), p.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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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
고,

1979년에는

UN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이나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같
은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과 공조하여 훗날 IPCC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지
는 제1회 세계기후회의(World Climate Conference)를 제네바에서 개최
하는 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283) 요컨대 1970년대의 미국은 분명
히 기후변화문제에 눈을 떴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의 영역
은

대기과학적인 기상이변 문제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1981년이 되어 레이건(Ronald W. Reagan) 대통령이 집권함으로

써 1970년대에 급격히 부각되기 시작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위축되었다. 레이건은 공식적으로 반환경주의자임을 인정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284) 그는 환경보호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및 번영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 환경적 규제는 경제의 공급 측면에 대한 장
벽으로 여겼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여러 환경정책들을 유지하
는 선에서 멈추거나 약화시키는 등 환경 문제를 경제 문제의 하위에 두
는 정책을 폈다.285) 예컨대, 집권 초기에 레이건은 EPA의 운영예산 1/3
을 삭감하고, 직원의 1/5을 해임하는 한편, CEQ를 폐지하려 했으나 의
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실패하자 대부분의 임원진을 해고하고 위원회
의 충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켰
다.286) 또한 레이건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의 수장으로서 과학적 조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레이건 행정
부의 기본적 입장은 만약 지구온난화가 미국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
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수준에 머무르
고 있었다.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 집권 말기까지 미국에서 기후변화라는

283) Morrissey, 1998, pp. 2-3.
284) Norman J. Vig, "Presidential Powers and Environmental Policy," in Vig and Kraft
(eds.), 2010, p. 79.
285) Norman J. Vig and Michael E. Kraft (eds.),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0).
286) Vig in Vig and Kraft (eds.), 2010,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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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이 되자 화석연료의 소비가 가져오는 기후변
화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
기했고, 보수적인 레이건 행정부조차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
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85년 오스트리아의 필라흐에서 제2회 세
계기상회의가 개최되면서, 기후변화 사안은 국제정치적인 문제로 부각되
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
다는 규범적인 합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가동을 결정했다. 특히 세 명의 상원의원인 테네시주의 고어(Al Gore,
Jr., 민주당), 콜로라도주의 워쓰(Timothy Wirth, 민주당), 로드아일랜드
주의 체이피(John Chafee, 공화당)는 선구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
해 미 의회에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데에 큰 공
헌을 하였다. 이들은 많은 기후연구,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프로그
램 등 기후변화 관련 많은 부분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추진했고,
무엇보다 1987년 지구기후보호법(Global Climate Protection Act)을 제
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미국 기후변화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88년 여름 섭씨 37도를 넘는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이 미국의
중서부 및 남부 지역을 강타하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회의들이 빈번
하게 개최되었다. 특히 토론토에서 열린 제1회 세계기상회의에서는 과학
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또한 무더위와 가뭄에 타격을
입은 미국 내에서도 지구온난화 관련 의회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워쓰와 고어 의원은 여러 기후 전문가들을 초청한 청문회를 열어 지구온
난화에 대처할 보다 강력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촉구했고, 여러 기후
변화 관련 법안에 대한 후원을 촉구했다.
1988년

6월

23일,

미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itute
of Space Studies)의 한센 박사가 상원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은 미국 기후변화정책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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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기후변화 전문가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대량의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서 발언한 최초의 사건이
었다.287) 청문회에 나간 한센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저는 세 가지의 주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1988년의 지구는
측정할 수 있었던 역사를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 더 더워진 상태
입니다. 둘째, 지구온난화는 현재 충분히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원인과 결과가 온실가스 효과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높은 정도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컴
퓨터 기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실가스 효과가 이미 너무 방대하
여 하절기 혹서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88)

한센은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은 우연한 일이 아니
며, 이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일을 중단할 때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99%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센의 증언 이후

미국

의 과학자들은 정부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
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의회와 언론 역시 지구온난화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할애하기 시작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가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한센 박사의 증언을 지켜 본 콜로라도주의 워쓰 상원의원은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과학적 증거는 설득력을 지닙니다. 지구의 대
기가 더 뜨거워짐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
회는 이 온난화의 추세를 늦추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이미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변화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
다.”289)라고 발언함으로써 정치권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자각을 촉구
287) J. W. Anderson, "The Kyoto Protocol on Climate Change: Background, Unresolved
Issues and Next Steps," Resources for the Future Report (January 1998), p. 5.
http://www.rff.org/rff/Documents/RFF-RPT-kyotoprot.pdf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288) James Hansen, "Statement of Dr. James Hansen, Director,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United States Senate, 100th Congress, First Session of the Greenhouse Effect and
Global Climate Change, June 23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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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한센 박사의 증언으로부터 4일 뒤인 1988년 6월 27일부터 30일까
지 48개국에서 온 수백명의 과학자, 정치가, 공무원이 캐나다 토론토에
모여 열린 대기변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과학자들은 2005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2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치지도자들 역시 이에 호응했지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토론토 회의의 촉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
다. 토론토 회의가 끝난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UN총회에서 IPCC의 설
립안이 통과되었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세계적 공
식 기관의 출범이었다. 또한 이듬해인 1990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제16회 G7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기후변화협약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290)
2) 부시(41)의 국가이익 고수와 기후변화 사안의 과학화
1988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부시(41)는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을 공약했다. 그는 그 전임자인 레이
건보다

더

환경규제의

(environmental

필요성을

president)’이

될

느끼고
것이라고

있었으며,
선언했다.

‘환경
그는

대통령
‘온실

(greenhouse) 효과’를 해결하는 ‘백악관(White House) 효과’를 내겠다
고 유권자들에게 공약하기까지 했다.291) 부시(41)의 전임인 레이건 대통
289) Philip Shabecoff, "Global Warming Has Begun, Expert Tells Senate," The New York
Times (June 24, 1988).
http://www.nytimes.com/1988/06/24/us/global-warming-has-begun-expert-tells-senate.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290) 영국의 대처 수상은 G7 참석 후 하원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환경에 대하여, 지구온난화
의 얼마만큼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얼마만큼이 인간이 야기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의 위협에
대해 우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1월에 있을 세계
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 할 최선의 방안을 고려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UN
환경프로그램의 후원 하에서 1992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만들기 위한 관련 협상을 할
것입니다.“ Margaret Thatcher, "House of Commons Statement: Houston G7 Summit"
(July 12 1990). http://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108150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291) “America: Abroad Why Bush Should Sweat,” Time (November 6, 1989).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958924,00.html (검색일: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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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집권 내내 강력한 반환경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미
국 국내에서는 환경단체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가 벌어졌다. 환경단
체 회원수는 극적으로 증가했고, 레이건 말기에 이르러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시(41)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임 레이건과 확실한 거리를 두고자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집권 초기에 환경보다 경제를 더 중시하는 공화당의 노
선을 유지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
다. 이는 그의 인사 결정에서도 알 수 있는데, 널리 존경받는 환경보호
론자이자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 WWF) 및 보호재단
(The Conservation Foundation)의 회장인 라일리(William Reilly)를
EPA의 청장으로 임명했고, 전직 EPA

국장이었던 디랜드(Michael

Deland)를 CEQ의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부시는 레이건이 실질적
으로 중지시켰던 CEQ를 회복시켜 다시금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을 약속했고, 공기청정법(The Clean Air Act) 수정안을 통과시키
기 위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92)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부시(41)의 입장 역시 레이건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 부시(41)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여 저항하는 자세로 일관했으며, 기후변화
사안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인식하여 이것이 자신과 공화당의 가장 중
요한 지지층인 미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게다가
부시(41) 행정부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협약의 발전에 반대했는데, 배출
권에 제약을 받게 되면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날
것이며, 또한 이미 약해진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다.293) 즉, 부시(41) 집권기의 미국은 지구환경문제의 지도국으로 행동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내 경제에 미칠 기후변화협약의 영향
력을 제한하고자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던 것이다.
1989년 1월 30일, 국무장관 베이커(James A. Baker Ⅲ)는 향후
29일)
292) Vig in Vig and Kraft (eds.), 2010, p. 81.
293) Gary C. Bryner, Gaia's Wager: Environmental Movements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1),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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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41) 행정부 및 공화당의 기후변화 정책을 대표하는 ‘불회정책(no
regrets policy)'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사안을 둘러싼 과학적
불확실성과 이 사안이 잠재적으로 지니는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더 확실한, 그리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온난화의 위협에 대처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294) 즉, 불확
실한 일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후회하지 말고, 이미 확실히 정당화 된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회정책‘의 요
지였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지구온난화의 위협과 상관이 없을지라도, 지역의 공해를 줄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41) 행정부는 1990년 공기청정법 수정안(The Clean Air Act
Amendments

of

1990),

국가에너지정책법(The

National

Energy

Policy Act)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법안에도 반대했으
며, 이에 대해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을 것을 공언하곤 했다. 특히 부시
(41)의 재임 중 가장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고 평가받는295) 공기청정법
수정안의 통과 과정에서 부시(41)와 부시(41)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책임졌던 대통령 비서실장 수누누(John H. Sununu)296)는 보수적인 전
략을 사용했다. 부시(41) 행정부는 1989년 7월 21일 동 법안을 하원에
송부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산화황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지휘
및 통제(command-and-control)‘의 규제방식보다는 ’배출권총량거래제
(cap-and-trade)'를 제안한 것이다. 또한, 1989년 창설된 미국의 석유․
화학․교통․철강업체들의

연합인

‘지구기후연합(The

Global

Climate

Coalition, GCC)’의 주장에 동조하여 미국 국내산업의 이익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볼 수 있다.
294) James A. Baker Ⅲ, “Remarks by the Honorable James A. Baker Ⅲ, Secretary of
State," before the Response Strategies Working Group,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January 30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1989).
295) Vig in Vig and Kraft (eds.), 2010, p. 82.
296) 뉴햄프셔주의 주지사를 역임한 수누누는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에너지․환경정책 분야에
서 그 어떤 전직 비서실장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또한 수누누는 MIT 기계공학 박사이
자 터프츠대 기계공학과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한
다는 가설을 반박하기도 했다. 오경택, 1999,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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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하여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며
미국의 주도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생겨났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
한 EC의 국가들은 감축목표와 기한을 정하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은 UN을 비롯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 개도국들, 그리고 환경 비정부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사회의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의 양과 기한을 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
다. 부시(41) 행정부는 기후변화 억지의 첫걸음으로서의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에 대한 국가 공약이라는 기후변화 대응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
는 위치에 있었다.
1990년 8월에 제1차 IPCC 특별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과학자들 사
이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위협이 실재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는 합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태였다. IPCC에서는 만약 지구온난화
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해도, 온실가스 농도의 점진적인 증
가로 인해 조만간 확실히 나타날 현상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991년 2
월부터 1992년 5월까지 일련의 INC들이 개최되며 국제적인 기후변화협
약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제1차 INC를
앞두고 부시(41) 행정부는 EPA 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는
데, 미국의 현재 정책을 유지해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현재의 수준에서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297)
1992년 2월 제1차 NIC가 열리면서 부시(41) 행정부의 입장은 “미
국의 기후변화전략: 행동 어젠다“298)라는 대통령 명의의 보고서에 '기후
변화에 대한 포괄적(comprehensive)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NIC 기간 동안 미국의 정책을 대표했다. '포괄적 접근’의 핵심은 모든
온실가스들, 즉 CO₂, CH₄,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CFCs 등을 총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산하자는 것이다. 부시(41) 행정
부는 포괄적 접근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뛰어난 접근법이므로, 오

297) Kent Jeffreys, "Why Worry about Global Warming?" National Center for Policy
Analysis Policy Report No. 96 (February 1991), p.14.
29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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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CO₂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접근을 지양할 것을 주장했다.299)
미국의 경우 포괄적 접근으로 계산하면 200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
량을 1987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비록 CO₂배출량은 늘고
있지만,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수함에 따라 CFC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
고, 대기오염방지법 수정안을 지키면 기타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기 때
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 접근법은 NIC1에서 EC 국가들과
개도국들의 빈축을 샀다. 다른 협약에 따라 감축을 한 온실가스를 기후
변화협약에서 또 계산함으로써 이중계산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1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NIC에서 미국은 기존
의 입장을 고수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및 기한 규정에 대해 강
력히 반대했다. 기후변화협약에 어떤 종류의 배출량 감축 공약도 포함되
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미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배출량 안정화 혹은 감축을 위한 목표 및 기한을 정해야 한다
는 것에 동의한 상태였기에, 협상에서 미국은 고립된 입장에 처했지만
부시(41) 행정부는 결코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EC 회원국들과 일본은 미국이 협상에서 보이고 있는 태
도를 공식적으로 강력히 비난했고, 미국 내에서도 부시(41) 행정부의 행
태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서 1991년 7월에는 44명의 상원의원들이 부시
(41)에게 공동명의의 편지를 보내어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부시(41)의
지도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시(41)는 결코 입장을 바꾸지 않았
으며,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협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
되게 되었다. 결국 일본과 영국은 여타 국가들 및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약과 검토(pledge and review)' 방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하여 서약하고 이를 준수하기위
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에 찬성함으로써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떠나
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299) Richard B. Stewart and Jonathan B. Wiener,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Global
Climate Policy: Issues of Design and Practicality,"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9, No. 1 (1992), p.85.

- 150 -

INC가 열리던 1991년 당시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00) 첫째, 상황적으로 CO₂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이 높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경제적
인 이유를 들어 국제적인 배출량 감축 공약에 난색을 표했다. 둘째, 배
출량 감축의 높은 가격을 차치한다고 해도 부시(41) 행정부는 구체적인
배출량 감축목표 및 기한의 기준이 되는 과학적인 기초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기후변화의 원인 자체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해
결방법 또한 요원한 상태라는 뜻이었다. 셋째,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점점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결국 전체 배출량 면에서 개도국이 선
진국을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약에는 반드시 개도국의 참여가 있
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또한 기후변화 레짐에서 더 정교
한 감시 및 이행확인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넷째, 미국의
에너지 수급 형태가 다른 나라들과 여실히 다르므로 미국의 온실가스 감
축 전략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이 자국
의 사정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신축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부시(41)는 국제적인 공약에 구속받는 것 자
체를 꺼려했다.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및 기한이 결정되
어 미국법으로 한 번 정해지면 상황이 변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
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섯째, 미국은 온실가스에 대한 모든 자원 및 흡
수원을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접근을 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일곱
째, 미국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선진국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난색을 표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당시 기후변화 대
응책의 근간을 이루는 대부분의 요건들에 대한 강경한 반대 표명이었고,
시행의 틀 자체를 미국의 선호에 맞춰 편성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
겠다.
1992년 2월 제5차 NIC 1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을 때에도 미국
은 어떠한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기한도 수용할 수 없으며,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1992년은 미국에서 대선과 하원의원 총선이 있던 해
300) Cass, 2006,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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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그동안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강경한 입
장을 고수했던 부시(41)로서는 마지막 INC에서 타협하는 모험을 할 수
는 없었다. 결국 1992년 6월, 116명의 국가수반을 포함한 179개국 대
표가 참석할 UN환경개발회의, 이른바 ‘리우 지구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부시(41)는 UNFCCC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구속력 있는 목표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다시금 주장했으며, 만약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가
협약에 포함될 경우 미국은 이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
다.301) 이에 따라 부시(41)의 리우 회담 참석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
이 되었다.
결국 당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리우 회담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펼칠 것을 초당파적으로 결
의하는 등 부시(41)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에 부시(41)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대통령이 리우 회담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타협했고,
영국은 미국의 계속되는 자국중심적인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던 유럽 국
가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유럽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절
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1992녀 4월 미국과 영국 대표는 타협안에
도달했는데,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여 어떠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목표 및 기한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배출 자체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되, 1990년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삽입할 것을 승
인했다. 이는 만약 기후변화협약을 중심 안건으로 삼는 리우 회담에서조
차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이 국제적인 비난을 모두 감당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타협안이었다.
1992년 4월 30일, 제5차 NIC 2부가 뉴욕에서 열렸다. 미국의 주
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어떠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도 기한도 담지
못했고, 어떠한 의무적인 국내정책도 규정하지 못한 채 기후변화협약 초
안이 완성되었다. 참가국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9일 일괄타결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인 5월 12일에 부시(41)는 리
우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했다.302)
301) Schreurs, 2002, p. 152.
302) 부시(41)의 리우회담 참석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영국의 중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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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리우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내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찬성파
와 반대파로 갈라져 있었다. 환경단체와 더불어 일군의 민주당 상원의원
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지했지만, 석탄․석유 등의 산업
계와 노동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특정한 감축목표를 부여받는 것
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화석연료업계는 추가적인 규제정책에 반
대했고, 노동계는 고용의 저하를 우려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공화당
의 상원의원들과 화석연료 생산주를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기후변
화 대응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부시(41)는 반대 입장의 의
견을 받아들이는 쪽에 섰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협약의 구속력을
희석시키려 노력한 결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강제성보다는 자발
성에 따른 감축지침 및 목표를 결의하게 하는데 성공했다.303) 또한 부시
(41) 행정부는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는 끝내 서명하지 않음으로
써304) 보수적이고도 자국중심적인 환경외교를 고집했다.305)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사안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빈축
을 산 부시(41)의 환경외교는 국제사회가 그의 의도대로 오로지 미국의
국내적 이익에 따른 요구에 타협하고 적응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
다. 1992년 창설된 UNFCCC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어떤 의무적인 목표
도 구체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UNFCCC의 최종안에서는 2000
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의지를 회원
국들에게 촉구했을 뿐이다. 이 목표는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지 않은 단
환경부장관 하워드(Michael Howard)는 미국협상단과 막후에서 교섭하여, 국가들의 공동노력
과 흡수원을 인정하고,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시키는 조건으
로 부시(41)의 참석을 확답받았다. Schreurs, 2002. p. 153.
303) Glen Sussman, "The USA and Global Environmental Policy: Domestic Constraints on
Effective Leadership,"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5, No. 4 (October
2004), pp. 362-363.
304) Keith Schneider, "The Earth Summit; White House Snubs U .S. Envoy's Plea to Sign
Rio Treaty," The New York Times (June 5, 1992).
http://www.nytimes.com/1992/06/05/world/the-earth-summit-white-house-snubs-us-envoy
-s-plea-to-sign-rio-treaty.html (검색일: 2015년 10월 29일)
305) 미국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면
미국의 제약업계와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요 근거였다. Schreurs,
2002. p. 175.

- 153 -

순한 포부일 뿐이었고, 협약에는 이를 강제할 어떤 수단도 규정되지 않
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 전반에 걸쳐 자국의 의사를 관철하는
데 성공한 미국은 1992년 6월에 UNFCCC에 가입했고, 같은 해 10월
미국 상원은 이를 비준했다.
3) 클린턴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1) 에너지부문 개혁의 추진과 좌절
클린턴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은 공화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들과 확연
히 다른 것이었다. 부시(41) 행정부는 IPCC 보고서에 담긴 주장의 정확
성과 급박성을 모두 무시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기후변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동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아왔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와 시한
을 정해야 할 필요성을 주창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
터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대내적으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몇몇 온건한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 클
린턴 행정부의 의지는 번번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좌
절되곤 했다. 대외적으로는 전지구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클린턴 행정부
를 향해 쏟아져 나왔다. 기후변화 문제 관련하여 선진국의 우선적인 책
임감과 행동을 기대하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이 인정된
국제사회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을 촉구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으로 ET와 JI로 대표되는 시장 기반적 방식을 강력히 주장했는
데, 이는 대부분의 개도국들과 많은 선진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과 1991년은 미국 경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시기였고,
이로 인해 부시(41)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민
주당의 클린턴에게 199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클린턴은 선거유세를 통
해

자동차의

종류별

평균연료소비효율을

정한

기업평균연비기준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의 인상 , 대량공공수송기
관(mass transit) 프로그램의 촉진,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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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 새로운
고형폐기물(solid waste) 감축 프로그램 창출,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표준에 따른 새로운 수질오염방지
법(Clean Water Act) 제정, 공해방지를 위한 대형자금인 수퍼펀드
(Superfund) 프로그램 개혁, 강력한 유독성폐기물(toxic waste)법의 시
행, 오래된 삼림 및 늪지의 보호,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National
Wildlife Refuge)의 보존, 생물다양성협약 서명, UN 인구프로그램 자금
지원 회복 등을 약속했기에,306) 클린턴의 집권은 환경론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클린턴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된 고어는 클린턴 행정부 환
경정책의 총책임을 맡아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만들고 조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실상 UNFCCC의 설계자로서 미
국이 국제기후변화레짐의 초기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고어의
존재와 역할로 인한 것이었다.307) 고어는 UNFCCC 초기부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정서를 제정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국내적으로 의회 및 산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교토의
정서에서 자신의 모국이 탈퇴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ET, JI, 그리고 CDM으로 대표되는 교토의정서의 신축성 체제는 고
어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세계 각 국 기후변화계획의 중추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
다.
클린턴과 고어는 전임자들과 같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상투적인 수사만 반복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자리 대 환
경’ 논쟁의 중지를 촉구하며, 환경보호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늘 것이
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경쟁력 역시 환경면에서 깨끗하고 에너지 효
율이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308) 이에 클린
턴과 고어는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와 인프라 사업
306) Bill Clinton and Al Gore, Putting People First: How We can Change All America
(New Yok: Times Books, 1992), pp. 89-99.
307) Carlarne, 2010, pp. 243-244.
308) Vig in Vig and Kraft (eds.), 2010,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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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했는데, 이 기조는 민주당 기후변화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 직후 국무부의 자문관이자 기후변화
협약 미국 대표인 워쓰는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을 세계의 환경 지도국으
로 재정립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다시금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을 재개할 것입니
다... 지구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로 여겨졌
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장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 다시금 지도력
을 발휘할 것입니다.309)

이는 이전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이 취했던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
하고,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공
언이었다. 부통령 고어 역시 1993년 6월에 있었던 UN지속가능한발전위
원회에서 미국이 전지구적인 환경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
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구가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책
임이 크다는 것을 강한 논조로 지적했다.
미국과 기타 선진국들은 지구 환경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세계 인구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는 세계 원자재의 3/4을 사용하고 있고, 세계 고형오물의 3/4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평생에 걸쳐
인도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30배 이상의 영향을 지구 환경에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국들은 그 부적절한 영향력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310)

309) Timothy Wirth and John Shattuck,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Press
Briefing by Counselor Timothy Wirth and Assistant Secretary fo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ffairs John Shattuck, Washington D.C., June 2, 1993,"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June 7, 1993).
310) Al Gore, "US Support for Global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Address
to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City (14
Jun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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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
임’(각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공약해야 한다.)과 ‘북
-남 파트너십’(전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이 협력한다.)이라는 두 가지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요컨대 클린턴
행정부는 그 전 공화당 정부와 달리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것이 고어 연설의 골자였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써,
①미국은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했다는 점, ②구체적인 감축 목표
를 거부했던 부시(41)와 달리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까지 1990년 수
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공약한 점,
③클린턴 정부는 관계, 산업계, 그리고 환경 관련 비정부단체에서 나온
25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발전 대통령 자문회의‘를 설립했
다는 점을 제시했다.
클린턴은 취임 직후부터 기후변화 사안에 관하여 미국이 대내외적
으로 주도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한 국내
정책은 에너지세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1993년 2월, 클린턴은 의회에서
의 연설을 통해 에너지 효율, 공공 운송,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영국열량
단위(British thermal unit, Btu)로 측정되는 거의 모든 화석연료의 에너
지 부문에 광범위한 세금, 일명 ‘Btu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클
린턴은 선거운동 당시 에너지세의 신설에 대하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
한 바 있는데, 고어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탄소세를 제정할 것을 주장
했으나 클린턴은 이를 거부했다. 동부의 석탄 생산 주들은 탄소세가 부
과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동부를 잃는다면 클린턴은 대선에서 승
리하지 못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클린턴은 Btu세와 화석연
료의 소매가에 부과하는 과세를 놓고 고민한 끝에 Btu세를 선택했다.
Btu가 미국 국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및 석탄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8월에 개최된 INC8에 미국의 친환경 싱크탱크인 세계자원재단
(World Resources Institute)의 회장 포메란츠(Rafe Pomerantz)를 협상
대표로 파견하여, 미국은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공약하고 이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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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국내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선언하기도 했
다.311)
하지만 Btu세의 신설은 강력한 국내적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
국상공회의소, 미국석유재단, 미국제조업협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무역
협회 소속 기관들은 치열한 반대운동을 벌였고, 공화당 의원들 뿐 아니
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마저 Btu세 신설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에 클린
턴 행정부는 타협안을 고려하여, 석탄 생산업, 정유업, 천연가스산업, 에
탄올 생산업, 알루미늄 용해업, 화학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Btu세를 적용
시키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휘발유 1갤런 당 4.3센트만 인상시킬 것을 요구한 끝에 법안을 부결시
키고 말았다.312) 당시 행정부를 비롯하여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인 반대에 직면한 클린턴 행정부는
Btu세 신설에 실패했던 것이다. 에너지세의 재편에 성공하지 못한 클린
턴은 결과적으로 이후의 기후변화정책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313)
(2) 기후변화 행동계획의 수립과 의회의 정치적 반대
취임 직후 강력한 국내적 반대에 직면하여 Btu세의 신설에 실패했음에
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서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다. 1993년 10월 19일, 클린턴은 ‘기후변화
행동계획(The Climate Change Action Plan, CCAP)’314)을 발표했다.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에 대한 부가세 등 47개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포함된 전국적인 행동계획이었다. CCAP는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 이전 공약 사항이었던 ‘2000년까지 1990년 수준
으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표를 명시했으며, 산업계 및 기
타 대규모의 에너지 사용 주체들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감축을
311) Cass, 2006, pp. 95-97.
312) 클린턴 행정부의 원안은 휘발유 1갤런 당 1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원
안이 채택되었다면 향후 5년간 720억 달러의 Btu세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었지만, 수정안을 채
택한다면 세수는 23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313) Cass, 2006, pp. 97-98.
314) William J. Clinton and Albert Gore, Jr., "The Climate Change Action Plan," (October,
1993). http://www.gcrio.org/USCCAP/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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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권고하고, 주거 및 상업 지구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CO₂를 제거하고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
한 대규모의 식목과 삼림보존이 장려되었으며, CO₂이외의 온실가스 완
화 노력 또한 주창되었다.315) 이는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밝힌 온실
가스 감축 방법과 시기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과세 혹
은 규제 등의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단지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
한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수사적 언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내용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COP2에서 미국은 자국의 중요한
정책변화를 천명했다. 미국의 수석대표 워쓰는 미국이 감축량과 감축시
간을 두는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에 관한 협상을 지지하며, 선진국들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전까지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제2차 IPCC 보고서의 결론, 즉 기후변화가 진행 중
에 있으며 그 원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산업과 인간 행동에 있다는
내용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회의 강력한 행정부 견제에 부딪혀 클린턴의 환경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 1994년 중간선거 이전 미 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1994년 중간선거 결과 공화
당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어 104대 의회
를 장악하고 행정적으로도 미국 주의 1/3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것은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공화당은 이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6석, 하원에서는 무려 54석을 추가하여 상원
은 총 100석 중 공화 대 민주 53 대 47, 하원은 총 435석 중 공화 대
민주 230 대 204(무소속 1)로 완전한 공화당 장악의 의회가 이루어졌
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이 내세운 구호는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이었다. 공화당에서 보수주의자와 친산업계 씽크탱크에

315) John R. Justus and Susan R. Fletcher, "Global Climate Change,"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IB89005 (Aug 13, 2001).
http://ncseonline.org/nle/crsreports/climate/clim-2.cfm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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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여 만든 ’미국과의 계약‘은 보수주의적인 정치 어젠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결국 공화당이 주장한 ’계약‘을 요약하자면 정부규제의 철폐와
연방정부 역할의 축소를 뜻했다.316) 이 구호를 내세우며 조지아주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하원의장을 맡게 된 깅그리치(Newt Gingrich)는
민주당 정부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산업계 로비스트들의 지지를 받아 환경친화적인 입법을 모두 재작성하는
반환경적 구상을 광범위하게 시도했다. 비록 클린턴은 깅그리치의 구상
대부분을 거부했지만 그 여파로 인해 클린턴이 구상한 많은 환경 프로그
램 역시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깅그리치 하원의장을 필두로 공
화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의회는 기존의 민주당 중심의 의회와는 상반되
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고, 특히 환경정책에서는 규제를 철폐하
는 쪽으로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제적으로도 UN과 EU 등은 미국의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와 정책을 촉구했지만 미국 의회는 국내 이익
보호를 근거로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클린턴은 전임 부시(41)가 서명하
지 않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을 하고 이를 지지했지만, 상원에서 비준
을 받는 데 실패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비준 거부에 대해서도 충
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클린턴은 깅그리치가 이끄는 하원의 방해를 피해, 정부의 수
장으로서 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 정책을 펼치
는 우회전략을 택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5년에 시작한 55개의 환경
규제재편(reinventing environmental regulation) 프로그램들이다. 또한
클린턴은 EPA 청장 브라우너로 하여금 기존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클린턴 행정부 1기말인 1997년에 EPA에서 시행한 오존층을
위한 공기청정정책은 그러한 강화조치의 산물이다. 이 때 EPA는 트럭과
버스의 디젤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식수 안에 들어있는 비
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기오염의 표준에 대한 새롭고도 더 높은
규제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클린턴 행정부는
여러 환경정책, 특히 당시 국제사회에 새롭게 떠오른 가장 중요한 환경
316) Michael E. Kraft, "Environmental Policy in Congress," in Vig and Kraft (eds.), 2010,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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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었던 기후변화정책 면에서는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 2기에 이르자
대통령의 의도와는 반대로,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더욱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3)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버드-해겔 결의안
1997년 12월에 교토에서 열릴 COP3를 앞둔 동년 6월, 105대 의회에서
상원의원인 웨스트 버지니아의 버드와 네브라스카의 해겔(Chuck Hagel,
공화당), 그리고 이들에 동조하는 44명의 의원들이 하나의 결의안을 상
원에 상정하여 95-0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결의안
98, 일명 ‘버드-해겔 결의안’317)이었다. 이는 미국은 1997년 12월에 교
토에서 개최될 협상에서 1992년 UNFCCC,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조약
에도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뜻('the sense of the
Senate')임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또한 그 후에도 동일한 의무 기간 내
에 개도국 회원국들이 제한하거나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새로운 특별 공약이 마련되지 않거나,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초래한
다면,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어떤 기후변화협
약의 의정서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문에서 이는 ‘상원의 뜻’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구속력은 갖지 못하고, 다만 의회 결의안으로서의 권고의 효력만 지닌
다. 하지만 미국 헌법 제2조 2항에서는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by the Senate)‘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원의 권고안
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UNFCCC와 같은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버드-해겔 결의안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는 선진국들과 동일한 기
간 내에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317) 정보 및 전문은 다음의 미국의회 도서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ll Summary &
Status 105th Congress (1997 - 1998) S.RES.98.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05:S.RES.98: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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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기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클린턴 행정
부 역시 ‘베를린 위임사항’을 존중하는 편이었는데, ‘베를린 위임사항’에
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의 주체를 부속서 I에 속한 선진국들에
만 한정하고 있었다. 즉, 최초의 준수기간 내에는 의도적으로 개도국들
의 감축 의무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피해가겠다
는 고려를 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베를린 위임사항’과 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버드-해겔 결의안’은 양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베를린 위임사항’에 동의했던 클린턴 행정부는 상원의 권고에 따라 결
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1997년 10월 6일, 백악관 주재로 열린 기후변화 컨퍼런스에서 클
린턴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관통하는 네 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첫
째, 기후변화 관련 과학적 증거가 타당하게 여겨져야 하며, 심각한 기후
재앙의 가능성은 실재한다. 둘째, 국가들은 그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
한하는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목표’를 공약해야 한다. 클린턴은 그동
안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적절하게 공헌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타국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리
더십을 보일 것을 선언했다. 셋째, 미국은 ‘전지구적인 책임감을 명예롭
게 질 것’이지만, 신축성 있는 시장 기반의 접근법 및 기술 향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다. 넷째, 개도국들은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
으로’ 선진국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의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
도국들은 그들의 경제성장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의미있는, 하지만
공평한 공약(meaningful, but equitable commitments)’을 통해 참여해
야만 한다는 것이다.318)
클린턴이 밝힌 네 번째 원칙은 버드-해겔 결의안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해 상원의 이 결의안을 무시해서
는 안됐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네 번째 원칙에서 ‘의미있는’ 이라는
표현을 개도국 행동의 핵심원칙으로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같이 막대한
318) William J. Clinton, "Remarks at the President at White House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 C. (October, 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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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도국이나, 한국과 같이 ‘부속서 I'에는 들어
가지 않았지만 부유한 개도국들에게는 ’의미있는‘ 공약을 더욱 많이 요
구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는 개도국은 없었
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을 갖는다
는,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선진국들의 책임이 막중하며, 개
도국들에게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선진국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원
칙이 국제사회에서는 더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의 대외적 입장에 대한 클린턴의 발표에 더하여 국내적인 기후
변화정책도 확정되었다. 미국은 5년간 50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세제혜
택 및 연구개발을 시행할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며, 2008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의 CO₂감축이라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기한도 확정했다. 이
에 더하여 국내적인 ET 체제를 설립․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2008년까지
목표치의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319)
(4) 대내적 저항과 대외적 난항
1997년 12월 COP3가 일본의 교토에서 열리기 직전, 미국 국민들은 기
후변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행동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뉴욕타임
즈와 뉴스위크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의 국민들
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건 간에,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것에 찬성했고, 단지 15%만이 여타
국가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기다렸다가 협력하여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또한 57%는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면, 이러
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달성하게 하여 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더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
다.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미국 경제에 타격이 올 것
이라 대답한 이들은 단지 17%에 불과했다.320)
319) Gary Bryner,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in Harris (ed.), 2000,
p. 117.
320) John Cushman, "Public Backs Tough Steps For a Treaty On Warming,"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8, 1997).
http://www.nytimes.com/1997/11/28/us/public-backs-tough-steps-for-a-treaty-on-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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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적 반대에 부딪혀 정치적 추진력을 잃은 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교토의 COP3에서 서
명할 그 어떤 국제조약도 국내로 가져와 상원의 비준을 얻어야 하지
만,321) 당시 상원은 미국의 주권과 국내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였다. 상원의 다수당이자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었던 공화당은 모든 기후변화 관련 의정서에 회의적인 자세로 일
관했고, 민주당마저 그 혜택 여부를 두고 분열되어 있던 실정이었다. 특
히 당의 결정에 강하게 구속받지 않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미국의회의 정치문화에 따라,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상원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322) 따라서 교토에서 어떤 결정
이 이루어져도 미국 상원이 이를 비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
으며, 이에 따라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도 클린턴 행정부가 그 전의
공약과는 달리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
심이 팽배하게 되었다. COP3의 미국 수석대표였던 에이젠스탯(Stuart
E. Eizenstat)은 총회를 앞두고 “우리는 합의를 원하나,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합의하기 위해 교토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명함으
로써323)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둘째, 클린턴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큰 손해를 입게
될 국내 산업계의 저항에 직면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
었다. 무역협회 소속의 미국석유재단, 미국상공회의소, 미국제조업협회와
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21) 미국의 정치제도는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 대원칙에 의해 운영되며, 이 중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조약이 입법화되
기 위해서는 각각 독립권을 지닌 두 개의 의회(상원과 하원)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미국 헌법은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조약 비준의 경우에 대통령은 상원의 2/3의 지지를 얻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2) 예컨대 공화당에서는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텍사스와 알래스카,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웨스
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의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반대를 표명했고, 민주당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이 이런 성향을 보였다. Harrison, in Harrison and Sundstrom (eds.), 2010,
p. 77.
323) Gale E. Christianson, Greenhouse: The 200-Year Story of Global Warming (New
York: Penguin Books, 1999), p.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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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등 미국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감축은 경제적으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으며, 무역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화석연료 비용은 솟구칠 것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자리
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토의정서 비준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
했다. 이들의 주장은 미국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324) 게다가
처음에는 석유․석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주로
반대로비에 나섰지만 점차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는 자동차제
조업, 농업, 노동집단, 화학회사, 전기산업, 철도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
도 화석연료 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교토의정서 비준 반대 로비에 합류했
다.325) 산업계의 재정지원 하에 있던 연구기관들도 기후변화의 과학적
확실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교토의정서 비준 반대를 정당화하
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으며, GCC는 성명을 내어 교토의정서가 490
만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추산했다. 산업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실업을 우려하는 민주당 노동계 인사들도 이러한 로
비에 영향을 받아 교토의정서 비준에 반대했다.326)
이러한 국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COP3에 부통
령 고어를 보내어 교토의정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했고, COP3에 참석한
고어는 이하의 5개 사항을 서약했다. 첫째, 미국은 자국이 전체 배출량
감축의 7%를 차지하게 되는 6개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다
른 산업화 된 국가들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에 참여한다. 둘째, 미국은
2008-2012년부터 시작되는 5년마다의 ‘의무감축기간’의 감축목표를 달
성한다. 셋째,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는 ET 레짐에 참여한다. 넷째, 미국은 국가들이 공동의 사업을 통
해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한 공동이행
제를 승인한다. 다섯째, 미국은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ET 프로그램에 참
324) Jeffrey S. Lantis, "The Life and Death of International Treaties: Double-Edged
Diplomacy and the Politics of Ratific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s, Vol. 43, No. 1 (February 2006), p. 41.
325) Chad Carpenter, "Businesses, Green Groups and The Media: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Climate Change Debate," International Affairs,
Vol. 77, Issue 2 (April 2001), pp. 314-315.
326) Harrison, in Harrison and Sundstrom (eds.), 2010,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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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의정서의 다른 부분을 통해 개도국들이 자신만의
감축시한 및 감축목표를 정하여 의미 있는 공약을 하도록 보호한다.327)
결과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의지로 인해 총회의 마지막까지 난
항을 거듭하던 교토의정서가 극적으로 타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행정부 차원에 그쳤지만 미국이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조 의
지를 강력히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미국 의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의회는 이
것이 버드-해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기 전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인도, 그 밖의 개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 상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있는
상태(dead on arrival)’였다고 발표했다.328) 게다가 상원은 교토의정서가
버드-해겔 결의안의 조항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추가
결의안329)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클린턴은 이 협약을 상원으로 보내기 전에 주요 개도국들로부
터 ‘의미있는’ 공약을 받아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발표330)함과 동시에, 한
편으로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반대하는 공화당 다수의 의회
를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론자들과 민주당에게 더 많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7% 이하로 미

327)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Kyoto Protocol on Climate
Change," Fact Sheet Releas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January 15, 1998).
328) Timothy Wirth, “Hot Air over Kyoto: The United States and the Politics of Global
Warming,"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23, Issue 4 (Winter 2002), p. 72.
329)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oncurrent Resolution. 86, Report No.
105-170, Sec. 315, "Sense of the Senate on Objection to 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prior to Senate Ratification," 105th Congress, 2nd Session, Calendar
No. 330 (March 20, 1998).
http://www.gpo.gov/fdsys/pkg/BILLS-105sconres86pcs/pdf/BILLS-105sconres86pcs.pdf (검
색일: 2012년 10월 25일)
330) Michael Lisowski, "Playing the Two-Level Game: US President Bush's Decision to
Repudiate the Kyoto Protocol," Environmental Politics, Vol. 11, Issue 4 (Winter 2002),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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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는 미 의회
로서 결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교토의정서에서는 개
발도상국에게 감축의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결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
시 되었음에도, 1998년 11월 12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COP4
에서 고어는 미국 대표로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다.
서명 당시 클린턴과 고어는 교토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위한 조건,
즉 상원의원 100명 중 67명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버드-해겔 결의안이 이루어져 의회 비준이 불가능해진 상
황임에도 교토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행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 해
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교
토에서 협상에 임한 고어는 미국의 기존 입장인 ‘2008-2012년 기간 동
안 1990년 수준으로의 안정’331)에서 대폭 양보하여 7% 감축을 공약함
으로써 의회의 비준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에 의회는 예상
대로 비준을 거부했고,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처음부터 존
립이 위태롭게 되었다.
(5) 의회의 거부 심화와 정권교체
국제사회의 COP3 개최 및 교토의정서의 채택 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기
후변화 관련하여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종합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었다.

'기후변화기술계획(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

CCTI)'이라 명명한 정책에 따라,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5년간 63
억달러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332) 의회는 이에 대해 반대를 표
명했지만, CCTI는 여러 곳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갔다. CCTI에
더하여 클린턴은 행정명령을 공포하여, 미국 연방정부 소유 자동차들의
석유 사용을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 이하로 감축하고, 2010년
331) Oberthür and Ott, 1999, p. 70.
332) Michael M. Simpson, "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CCTI): Research,
Technology, and Related Programs," CRS Report for Congress, RL30452 (January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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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방정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의 30%까지
감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333)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연방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기후변화 관련 행
동들을 제한하는 여러 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대통령이 상원의 비준없이
정책적으로 교토의정서의 요구를 몰래 시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결과
였다. 이러한 법안들 중 두드러진 것은 1999 회계년도 ‘VA, HUD, 독립
기관 세출예산법’에 삽입된 요구조항이었다. 미시간의 놀렌버그(Joseph
Knollenberg, 공화당) 의원은 EPA가 교토의정서의 요구를 시행하는 어
떠한 규칙, 규제, 법령, 혹은 명령도 제안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통과되었다. 놀렌버그 조항이 야기
한 파장으로 인해 EPA 뿐만 아니라, 국무부, 에너지부, 농무부, 국제개
발청(USAID)의 행정에도 이를 적용하는 법들이 생겨났다. 또한 연방 행
정부가 기후변화 사안을 다루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H.R. 2221이 인디
애나의 매킨토시(David McIntosh, 공화당) 의원 및 놀렌버그334)를 포함
한 32명의 하원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2000년 2월, 놀렌버그 의원은 EPA와 에너지부에 대한 감사를 요
청했다. 두 기관의 행정이 교토의정서의 불법적인 시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감사 결과 두 기관의 행정은
적절한 수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정받았지만, 이 요청으로 인해 연방
부처들이 시행하고 있던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은 모두 소강상태에 놓이
게 되었다. 놀렌버그 조항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었다.
2000년 6월, 하원에서 EPA의 2001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열리고
있을 때, 매사추세츠의 올버(John Olver, 민주당) 의원이 놀렌버그 조항
333) Judith A. Layzer, The Environmental Case: Translating Values into Policy
(Washington D. C.: CQ Press, 2006), pp. 295-296.
334) 영국의 언론인 먹가(Paul Mcgarr)는 미국 상․하원의 의원들이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 화
석연료 회사들로부터 풍족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폭로했다. 먹가에 따르면, 매킨토시와
놀렌버그는 교토 기후변화 회의가 시작되던 1997년에만 화석연료 기업들로부터 각각
159,557달러, 75,390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에 버드와 해겔은 화석연료 기
업들로부터 각각 199,700달러, 148,000달러를 받았다. 폴 먹가, 『녹색은 적색이다』 조성만
역, (서울: 북막스, 200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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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다. 교토의정서 이전의 기후변화 관련

법에 대

해서는 EPA의 행정이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이었다. 다시 말해서, 리우 회의와 같은 교토의정서 이전의 기후
변화 관련 국제회의나, 청정대기법과 같은 교토의정서 이전의 국내법과
관련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올버 수정안
은 314-108로 통과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국제개발청에도 적용
시키는 수정안 역시 217-181로 의회를 통과했다.335) 결국 미 의회가
보여준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은 명확했다. 의회가 이미 통과시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책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의
회가 비준하지 않은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었다.
이후 2000년 11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COP6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입장의 간극을 좁혀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
다. 미국은 여기에서 자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는
데, 첫째, 강력한 감시 체제를 만들 것, 둘째, 기후변화에 대해 불만을
지닌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한 주요 신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창조적
인 계획을 발전시킬 것, 셋째, 탄소 순환에서 삼림과 농경지가 하는 중
요한 역할을 포함시킨 새로운 규정을 발전시킬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
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삼림이 흡수하는 CO₂의 양을 들면서 부담해야
할 감축량을 25%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미국 측 수석대표 로이(Frank E. Roy)는 EU가 근본
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상을 중단했다.
“협상에서 우리의 파트너들은 환경 및 경제의 현실을 무시했다. 그들은
몇몇 조항들을 고집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우리의 야심찬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는 최선의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바로 그
방법들을 봉쇄했다. 이곳에서 수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면, 혹자는 방
출에 대한 거래가 여기서 처음으로 제시된 새롭고도 안전한 개념이라
335) Eileen Claussen, Vicki Arroyo Cochran, and Debra P. Davis (eds.), Climate Change:
Science, Strategies, & Solutions (Virginia, Arlington: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2001),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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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할 것이다. 혹자는 교토의정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우리 모
두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
는 것임을 잊은 것 같이 보인다. 거래는 모든 통용될 수 있는 유로, 달
러, 혹은 엔으로 최대의 환경적 이득을 달성할 수 있는 입증된 방식이
다. 그리고 몇몇이 주장하듯이 인위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하
게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협상 파트너들 중 일부는 기후 체계의 물리적인 현
실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농장과 삼림에서 탄소를 가두는 부분을 무
시함으로써 협상 당사국에게서 중요한 도구를 앗아갔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치적 현실을 무시했다. 국가는 내부에서 비
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만을 외부에서 협상할 수 있는 법이다. 미
국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상태
가 아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336)

이에 협상 당사국들은 총회를 폐막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을 택했
고, 총회의 두 번째 세션인 COP6-2는 이듬해에 재개되었다.
문제는 총회가 중단된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정권이 변화했다는 사
실이었다. 2001년에 대통령이 된 부시(43)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었고, 이제 미국 연방정부는 더 이상
의회에서의 비준이나 의정서의 실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
던 것이다. 부시(43) 대통령 집권 이후, UNFCCC와 교토의정서를 설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337) 두 행위자(미국과 EU) 중 하
나였던 미국은, 영국과 독일 주도의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자이자
336) Frank E. Loy, "Statement to the Six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 6)," The Hague, Netherlands,
(November 25, 2000).
http://www.state.gov/www/policy_remarks/2000/001125_loy_cop6.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37) 안드레센(Steinar Andresen)과 아그라왈라(Shardul Agrawala)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의
수립 과정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이었다고 단언한다. 비록 EU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사안의 지도자적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2001년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이 있기 전까지 EU보다는 미국이 기후변화의 의제화 및 제도의 탄생과 형성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Steinar Andresen and Shardul Agrawala, "Leaders,
Pushers and Laggards in the Making of the Climate Regim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 12, Issue 1 (Apri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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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자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가는 동안 이에 대한 가장 강경한 거부
자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4) 부시(43)의 반(反)기후변화 정책
2000년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렸고, 선거캠페인에서 기후변
화정책과 관련하여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공화
당에서는 교토의정서의 거부와 미국의 독자적인 기후변화정책 추진을 공
약으로 내세웠던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제기후변화규범에의 참여와 미국
의 즉각적인 기후변화대응 행동을 주장한 것이다. 양당의 기후변화정책
은 선거용 정강정책(platform)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 공화당의 정
강정책에서는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교토
회의의 접근법보다는 더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 심의는
최선의 과학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안된 협정문
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는 적용되지도 않으므로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행정부는 어떤 법적 권한도
없이 여전히 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
인 및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것
이 바로 편향된 양당의 상원의결에서 교토의정서가 거부된 까닭입
니다. 공화당의 대통령은 미국의 주권 혹은 경쟁력을 절충시키지
않고, 또한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 걸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신기술들을 통해 해로운 배출을 감축시키려는 기업계 및
여타의 국가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338)

반면,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를 붕괴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을 이 나라에서
극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 노력에 동
338) "Republican Party Platform of 2000" (July 31, 2000).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25849#axzz1mu3DSohy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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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그리고
누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
각에 바탕을 두고 생산 및 일자리 경쟁을 하는 국가들이 끝까지
파괴적인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환경기준을 높
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료제, 새로운 관청, 새로운 조직은 없
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과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는 진실로
균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조화의 수호자입니다.
가장 더웠던 열 번의 해 중 여덟 번이 지난 10년간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아 지구온난화로부터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의 많은 부분이 침수되고 있습
니다. 홍수, 가뭄, 혹서, 야생산불 등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
다. 질병과 페스트가 새로운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흉작과
기근이 생겨납니다. 빙하가 녹고, 폭풍이 강해지며, 해수면이 상승
합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
간 행동에 따른 예측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일련의 새로운
인간 행동, 즉 큰 결심과 새로운 사고를 통해서만 방지할 수 있습
니다.”339)

요컨대 미국의 교토의정서 참여를 둘러싸고 공화당의 강경한 거부
와 민주당의 (조건부) 찬성이 2000년 선거에서 뚜렷한 정책적 차이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차는 민주당 후보인 고어가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기후변화 사안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에 나타났다.
2000년 11월 7일에 대선 투표는 끝났지만 너무나 근소한 차이로
인해 재검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선거인단 25명을 보유
한 플로리다 주는 투표 후에도 한달간이나 검표 및 재검표를 거치며 정
치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는 COP6가 개최되어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
다. 미국 내에서 점차 부시(43)의 승리가능성이 더 높게 예측되면서,
COP6에 참석한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미해결로 남아있던 여러
339) "Democratic Party Platform of 2000" (August 14, 2000).
http://www.presidency.ucsb.edu/ws/index.php?pid=29612#axzz1mu3DSohy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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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최후의 전력을 다했다. 그들에게는 이번 COP야말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이었다. 의회의 비준은 요
원한 일이었지만,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COP6에서 확정된 결과에 의해
후임 대통령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340)
하지만 영국을 제외한 EU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COP6에서 대화를 중단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량을 총 5억톤에서
25% 줄여 감축 공약을 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EU는 미
국과 타협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341) 클린턴은 다른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협상 내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COP였던 COP6는 성과없이 중단되었고, 이윽
고 대법원의 최종결정으로 공화당 후보인 부시(43)가 대통령에 당선됨으
로써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은 크게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부시(43)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미시간 앤아버에서 있었던 연
설을 통해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전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회와 환경단체 및 산업체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기
간 내에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수은, CO₂의 방출량을 줄임으로써, 우
리는 모든 발전소가 청정공기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가 필요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방출량 거
래와 같은 시장기반적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342)

미국 전력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것은 석탄발전소였고, 바로 이
것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부시(43)의 이 발언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공약으로 보였다.
하지만 부시(43) 행정부가 출범하자 전의 민주당 행정부가 지니고 있던
기후변화 대응의 의지는 결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340) Joshua W. Busby, Moral Movements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104.
341) Wirth, 2002, p. 73.
342) "Gov. Geroge W. Bush Unveils Energy Policy," CNN (September 29, 2000).
http://edition.cnn.com/TRANSCRIPTS/0009/29/se.01.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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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 기대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면, 부시(43) 행정부는 그 약간의 성과마저도 무위로 돌리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의 임기를 거친 부시(43)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대표적인 반기후변화협약 국가의 이미지를 굳혀 갔다.
부시(43)의 반환경적인 성향은 취임 직후의 인선에서도 여실히 드
러났다. 친환경론자이자 전 뉴저지 주지사인 위트먼(Christine Todd
Whitman)을 환경청장으로 임명하고, 알루미늄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
하지만 비교적 친환경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오닐(Paul O'Neill)을 재무
장관으로, 역시 친환경적 성향의 톰슨(Tommy Thompson)을 보건복지
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환경 및 천연자원 관련 부처에
기업가 출신이나 보수적인 이익단체, 법률회사, 싱크탱크 출신의 인사를
요직에 앉혔다. 특히 상무부 장관인 에반스(Donald Evans)는 석유회사
인 탐 브라운(Tom Brown Inc.)의 최고경영자를 지냈고, 에너지부 장관
에이브라함(Spencer

Abraham)은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

다.343) 또한 내무부 장관으로는 유명한 개발론자인 노튼(Gale Norton)
을, 내무부 차관으로는 석탄·석유업계를 위해 오래동안 로비스트로 일해
온 그라일스(J. Steven Griles)를, 미국의 물고기 및 야생동물 관련 정책
을

책임지는

내무부

부차관보로는

반환경론자인

맥도널드(Julie

MacDonald)를, 농무부의 자연자원 및 환경 담당 국장으로는 목재 회사
의 로비스트인 레이(Mark Rey)를 임명함으로써 부시(43)의 반환경적 인
선은 절정에 달했다. 게다가 백악관 참모들 역시 산업계 출신 인사로 채
웠는데, 안보보좌관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석유회사인 셰브론
(Chevron)의 이사를 지냈으며, 비서실장 카드 주니어(Andrew H. Card,
Jr.), CEQ의 위원장 코너톤(James Connaughton), CEQ 위원장 비서실
장

쿠니(Philip

Cooney),

정보·규제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청장 그레이엄(John D. Graham)이 모두 기
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산업계 출신이었다.344) 무엇보다 부시(43) 본인
이 텍사스에서 거대 석유회사를 11년간 운영한 바 있었고, 그의 부통령
343) Lisowski, 2002, p. 116
344) Vig in Vig and Kraft (eds.), 2010,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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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니(Dick

Cheney)는 세계 최대의 유전서비스회사인

핼리버튼

(Halliburton)의 최고경영자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선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345)
인사와 더불어 예산면에서도 부시(43)의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의
도가 드러난다. 부시(43) 행정부는 취임 첫 해에 이듬해인 2002년을 위
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내용 재량예산을 4% 증가시키고자 했다. 하
지만 자연자원 및 환경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8%를 삭감했는데, 이는
전 항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삭감된 부문이었다. EPA 예산은 6.4%인
500만 달러가 삭감되었으며, 내무부 예산은 3.5%가 깎였다.346) 기후변
화정책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연구비 부문을 보면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연구비는 9,270만 달러에서 4,290만 달러로, 풍력 에너
지 연구비는 3,960만 달러에서 2,050만 달러로 거의 절반이 삭감되었
다. 정탄(clean coal) 기술에 대한 예산만 유일하게 7,1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환경 관리‘에 대한 예산은 무려 59억 1천만
달러를 남겨둔 채 3억 5,410달러로 대폭 삭감되었다.347) 하지만 의회는
이 예산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EPA의 예산을 증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부시(43) 행정부의 초기 에너지정책 역시 부시(43)의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2001년 3월, 부통령 체니의 주도
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은 부시(43) 행정부의 국가에너지정
책에 대한 구상을 담은 보고서 ‘미국의 미래를 위한 믿을 수 있고, 감당
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Reliable, Afford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for America's Future)'348)를 작성하

345) Kathryn Harrison, "The Road not Taken: Climate Change Policy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Vol. 7, Issue 4 (November 2007), p. 104
346) "Bush's Budget: The Losers," The Washington Post (April 10, 2001).
347) Matthew L. Wald, "The President's Budget: The Breakdown; Who Gets What Slice of
the President's First Federal Budget Pie," The New York Times (April 10, 2001).
http://www.nytimes.com/2001/04/10/us/president-s-budget-breakdown-who-gets-what-slic
e-president-s-first-federal-795445.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348)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 Reliable, Afford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for America's Future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1). http://www.netl.doe.gov/publications/press/2001/nep/nep.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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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무부에 제출했다.349) 문제는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에서 자문을
맡긴 외부전문가들이 전부 에너지 생산자거나 에너지업계에 있는 이들이
었으며, 보고서에서 권고한 106개의 사안들이 모두 에너지업계의 이익
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350) 이 보고서는 석유, 천연
가스, 원자력, 정탄을 개발하여 미래의 에너지 공급을 늘릴 것과 새로운
에너지 생산을 가속화하기위해 환경규제를 간소화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
었다.
부시(43)는 이 보고서에 기초한 부시-체니 계획을 마련하여 2001
년 하원의 승인을 받아냈다. 이 계획은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의 권고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추가 세금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감면된
세금액을 합치면 320억 달러에 달했다. 부시-체니 계획은 상원에서 보
류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법은 2005년에야 통과되었지만, 그 때까지 행정부 차원에서는 실질적으
로 이 계획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시(43) 행정부에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업이 미국 서부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정해놓은 자원보존 규정들은 대부분 무시당하거나 수정을 거치
게 되었다.

3.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결과
1) 교토의정서 탈퇴
부시(43) 행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집
권 이후 바로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사실일 것이다. COP6-1의 휴회 이
349) Joseph Kahn, "Cheney Promotes Increasing Supply as Energy Policy," The New York
Times (May 1, 2001).
http://www.nytimes.com/2001/05/01/us/cheney-promotes-increasing-supply-as-energy-poli
cy.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350) Joseph Kahn, "Bush Advisers on Energy Report Ties to Industry," The New York
Times (June 3, 2001).
http://www.nytimes.com/2001/06/03/us/bush-advisers-on-energy-report-ties-to-industry.ht
ml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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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부시(43)는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COP6-2의 개회를 연기하고 각
료 차원에서 기후변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 이러한 검토 중에
도 부시(43)는 이미 교토의정서 거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기 네 명의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교토의정서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명백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
다. ①교토의정서가 중국, 인도와 같이 세계 인구의 중심이 되는 국가들
을 포함하여 무려 세계의 80%를 의무이행에서 제외시켰다는 점, ②미국
이 전력발전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교토의정서가 미
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③전지구적 기
후변화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
다는 점이 그것이다. 부시(43)는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발전소의 CO₂배출을 제한한다면 막대한 에너지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정부에서는 결코 CO₂배출 감축을 추진하지 않을 것
이라고 약속했다.351)
선진국만의 의무이행, 미국의 경제적 이익,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이 세 가지 사항은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며 줄곧 주장해온 근거들
인데, 그 중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2001년 1월에 IPCC의 3차 평
가보고서가 발표되어 기후변화의 과학적 확실성이 한층 강화된 상황임에
도 부시(43) 행정부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후인 2001년 5월 11일 백악관은 미국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확실성과 IPCC 3차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공식적으로 의뢰했고, 미국학술원은 같은 해 6월말에 발간
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확실성에 대한 IPCC의 견해에 동
의함을 밝혔다.352) 이후에 부시(43)의 언술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
351) George W. Bush, "Text of a Letter from the President to Senators Hagel, Helms,
Craig, and Roberts," (March 13, 2001).
http://www.gcrio.org/OnLnDoc/pdf/bush_letter010313.pdf (검색일: 2012년 10월 25일)
352) National Research Council Committee on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Science: An Analysis of Some Key Question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2001). 이 보고서에 관한 상원 청문회 기록은 다음의 사이트에 나와 있다.
http://www7.nationalacademies.org/ocga/testimony/Climate_Change_Science_Key_Questions.a
sp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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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급이 줄어들고, 교토의정서에 개도국을 참여시킬 것과 현행 방식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점이 주로 강조되었다.
2001년 3월 27일, EPA 청장 위트먼의 발표를 통해 부시(43) 행정
부는 더 이상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음(We have no
interest in implementing that treaty.)'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353) 교
토의정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해가 될 것이며, 개도국으로부터는 오
염 제한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선진국에 대한 부담을 불공평할 정도로
많이 지우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354) 탈퇴 선언으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9일 독일의 슈뢰더(Gerhard Schroeder)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도 부시(43)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분명
한 어조로 거부의사를 밝히며, 독일을 비롯한 EU의 국가들에게도 동일
하게 말할 것임을 선언했다.
“선거 이후 상황이 변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CO₂감축 할당량을
갖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할당량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는
당장 많은 천연가스를 이 체제에 흐르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
능합니다. 우리는 천연가스를 움직이게 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탐사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의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혹은 앞으로 이루어질 가장 큰 토론 사안 중 하나가 우
리가 알라스카, 예를 들자면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천연가스
탐사를 해야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저는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가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
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스는 깨끗하지만 아직 충분한 양을 보유하
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파이프라인 문제도 있습니
다. 우리는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런 결정
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독일의 지도자에게 설명
353) Alex Kirby, "US Blow to Kyoto Hopes," BBC News (March 28, 2001).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1247518.stm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54) “Anger at US Climate Retreat," BBC News (March 29, 2001).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1248278.stm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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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고대합니다.
...CO₂ 문제에 관하여, 오늘, 그리고 제가 접하는 모든 기회를 통
해 저는 가능한 한 명확히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해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선시해
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 걱정합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의 부재에 대해 걱정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정전에 대해 걱정합니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환경정책과 더불어
강한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355)

이에 따라 유럽 환경부 장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 노력했던 EPA 청장 위트먼의 노력은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다. 결국 위트먼은 부시(43) 행정부 하에서 교토의정서
는 죽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 발표는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야기했다.356) EU와 일본 등은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 기조
에 대해 ‘무책임하고’, ‘오만하며’, 심지어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깊은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357)
2001년 6월, 부시(43) 대통령은 다시금 미국이 기후변화정책에서
교토의정서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자신은 자발적 행동, 더
많은 과학적 연구,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선호한다고 밝혔다.358) 그는
교토의정서에 개도국의 참여가 부족하고, 이것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355) George W. Bush, "The President's News Conference," (March 29, 2001).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1/03/20010329.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56) Julian Borger, "Bush Kills Global Warming Treaty," The Guardian (March 29, 2001).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01/mar/29/globalwarming.usnews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57) Edmund L. Andrews, "Bush Angers Europe by Eroding Pact on Warming," The New
York Times (April 1, 2001).
http://www.nytimes.com/2001/04/01/world/bush-angers-europe-by-eroding-pact-on-warmi
ng.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58) White House, "President Bush Discusses Global Climate Change," (June 11, 2001).
http://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1/06/20010611-2.html (검색
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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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했으며, 교토의정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fatally flawed)’을 선언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접근법을 찾는 일은 계속할 것임을 말하며, 시장기반적
인센티브 및 자발적 방식 등과 같은 대안적 접근법 혹은 협력적 노력을
추구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부시(43)는 ‘기후변화연구계
획(Climate Change Research Initiative, CCRI)'과 ’국가기후변화기술계
획(National Climate Change Technology Initiative, NCCTI)'이라는 두
개의 기후변화관련 연구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는 각각 기후변화과학과
기후변화기술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단기적이고, 정책관련적으로만 담고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결정에 EU는 고위직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여 교
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고려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다시금 이를 거부했다.359)
이 연설 직후 부시(43)는 유럽을 방문하여 EU의 정상들과 기후변
화 관련 회담을 했고, 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결국 미국은
EU와 상이한 기후변화정책을 취할 것이 분명해졌으며, 회담 후 EU는
필요하다면 미국 없이 교토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
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시(43)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들에는 참석
하겠지만, 교토의정서에 관련된 협상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
언했다. 2001년 7월 16일에 COP6가 베를린에서 재개되었을 때, 미국은
그 선언이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미국 대표는 대부분의 교토의정서
관련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단지 참관인(observer)으로서만 행동했다.
결국 재개된 COP6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 사이에 교토의
정서 준수를 약속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탄소 흡수원이 감축
방안으로 포함된 채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 수석협상대표인 도브리안스
키(Paula J. Dobriansky) 국무부 차관은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
다.
“비록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를 더
359) Susan R. Fletcher, "Global Climate Change: The Kyoto Protocol," CRS Report for
Congress, RL30692 (February 16, 2005).

- 180 -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규칙들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정당한 이익이 지켜지는 한 다른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단시
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비록 교토의정서 규칙의 수용이 합의되는 것
을 방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교토의정서가 건전한 정책이 아니라
는 미국의 견해를 바꿀 생각도 없음을 강조해야만 하겠다. 다른 무엇보
다도 감축의 주 대상이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환경에 효과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의 전지구적인 성격, 배출제한요
구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배제, 그리고 매연 및 대류권 오존층 문제
처리에서의 실패가 그 이유이다. 이에 덧붙여, 교토의정서와 관련하여
현재 정해진 결정들은 이 조약이 미국에서 시행가능하지 않다는 우리
의 결론을 강화시키고 있다.“360)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 이후 부시(43) 행정부는 국제적인 온실가
스 감축 배출 감축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
고, 그 결과 이후의 COP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폐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2) 독자적인 국내정책 추진
2002년 2월 14일, 부시(43)는 교토의정서의 대안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기후변화정책안361)을 제시했다. 부시(43)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없지만 당장 미국은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겨냥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에 따라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국식 프로그램

360) Paula J. Dobriansky, “Statement on Global Climate Change," Statement to the
Resumed Session of the Six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6)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onn, Germany, (July 19, 2001).
http://2001-2009.state.gov/g/rls/rm/2001/4152.htm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61) George W. Bush, "President Announces Clear Skies &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Silver Spring, Maryland,
(February 14, 2002). http://www.climatevision.gov/statements/statements_021402.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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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8% 줄이는 것이었다.362) 즉,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핵
심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경제성장이나 경제활동과 연동시켜 배출가
스 허용량을 결정하는 온실가스 집약도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363) 이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규정한 UNFCCC와
교토의정서의 접근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었다.
부시(43) 행정부는 2002년 당시 GDP 1백만 달러 당 183메트릭톤
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51메트릭톤으로 줄여서 효율향상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 반도체 및 알루미늄 산업계 등과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 온실가스 감
축을 측정하고 등록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이며, 감축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크레딧을 부여할 예정임을 선언했다.364) 또한 신재생에너
지 개발, 청정석탄사용기술, 원자력발전에 투자할 것과, 자동차의 연비개
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며, 2012년에도 미국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
고 과학적 증거에 따라 미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지
면 ‘시장에 기반을 두고’ 추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2012년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임
을 알게 된다면, 건전한 과학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행동이 정당화
될 것이며, 미국은 광범위하고, 시장기반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한...
추가적인 방식을 갖고 대응할 것입니다."

이 연설에서 부시(43)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교토의정서는 미국에게 자의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362) David G. Victor, "Climate Change: Debating America's Policy Options," The Sixth in
a Series of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olicy Initiatives (2004), p. 43.
363) 당시 미국에서 온실가스 집약도는 감소 추세였다.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Analysis of President Bush's Climate Change Plan"
http://www.c2es.org/policy_center/analyses/response_bushpolicy.cfm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64) "Bush Proposes Programs to Limit Global Warming, Power Plant Emissions," The
Washington Post (Feb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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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자면 미국에서는 약 4천억달러의 비용과
490만명의 실업이 유발될 것이 우려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부시(43)는
또한 개도국에게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함으로써 개발을 늦
추게 하고 정지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지만, 이미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의 개도국들을 공통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하
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따라서 미국은 교토의정서
를 비준하려는 국가들의 계획에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독자적으로 온실
가스 집약도 접근법을 시행하여, 경제개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기후변
화에 관한 진전을 평가하겠으며, 환경보전과 더불어 미래의 번영을 구축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개도국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
후변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제3차 국가보고서365)를 UNFCCC에 제출하여 이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을 논의
의 장으로 다시 끌어오고자 설득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
고, 결국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강국이자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의 참여 없이 시행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인 2005년 7월, 영국에서 열린 G8 정상회담
에서 부시(43)는 기후변화에 대해 “인간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는 원인이
되었다.”는 발언을 하여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지구의 표면은 더워지고
있고,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366) 하지만 부시(43)는 기후변화가 실재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도 그 해결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G8 정상
회담 직후 바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고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다

36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U. S. Climate Action Report 2002," Third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May 2002).
366) "Bush Heads for G8 with Malaria Relief, Nod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 News
Service (July 1, 2005). http://www.ens-newswire.com/ens/jul2005/2005-07-01-01.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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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 선언한 것이다.367) 심지어 2005년 8월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
국 남동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허리케인
의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43)
행정부는 어떤 기후변화 관련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와 시기를 같이
하여 부시(43) 행정부는 미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태평양 연
안 6개국이 참여하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을 제
안하여, UNFCCC에서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개도국이지만 세계 온
실가스 배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개도국들을 포함시켜 협상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렇듯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전
지구적인 협력에 의한 규제 정책보다는 철저히 개별 국가적인 차원, 혹
은 미국 중심의 소규모 협의체 차원에서의 해결에만 의지하고자 하
는368) 부시(43)의 관점은 임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되었다.
3) 내부로부터의 변화의 시작
부시(43)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독자노선 추진으로 인해 미국은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거부자로서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하
지만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문제 자체에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전후로 하여 대통령 개인과 연방차원에서는 기
후변화 사안에 대해 강력한 저항의 면모를 보였으나, 연방 하부의 수준
에서는 서서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면모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주, 시 및 카운티, 기업의 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토의정서 발효를 전후로 하여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의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EU 국
가들의 예를 따라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특히 캘리포
니아는 가장 주도적인 행동계획을 보여줬는데, 2002년 주지사 데이비스
367) “Bush Wants Action Against Global Warming At G8 But Kyoto Still No-Go,”
Terradaily (July 4, 2005). http://www.terradaily.com/news/climate-05zzzm.html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68) 정서용, 2008, pp. 18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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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Davis)는 캘리포니아기후법안(California Climate Bill)을 발의하
여 운송 부문에서 ‘최대한 실현가능한 CO₂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
차제조업자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를 것을 법제화했다. 또한 같은 해에
2017년까지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기로 목표를 설
정하기도 했다.369) 뉴욕 역시 캘리포니아를 따라 2017년까지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기로 목표를 설정했고, 위스컨신은
2011년까지 전력의 2.2%를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얻겠다는 의지를 표
명했다.

오레곤과

워싱턴은

서부해안이니셔티브(The

West

Coast

Initiative)를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공표했으며, 매사추세츠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1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텍사스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표방하며 공기정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삼겠다는 주 차원에서의
노력은 공적 기금 조성, 소비자 선택 장려, 그리고 기술표준의 개발로
요약된다. 교토의정서 발효 직후 20개가 넘는 주에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공적 기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 돈은 주로 소
비자들의 에너지 사용료에서 충당되었다. 36개 주에서는 소비자에게 재
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요금제(green pricing)를 실시하
였고, 그 중 5개 주에서는 녹색요금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41개 주
에서는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요금상계제(net metering)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생산된 발전전력의 잉여전력
을 차후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하는 방식으로 요금 상계를 받게 했다. 이
사업자는 전체 요금 기간 동안 발전된 전력의 순사용량에 대해서만 가격
을 지불하면 되는 체제다.370) 2005년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의 전망에 따르면, 주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장려 프로그램은 재생에너
지의 사용을 2006년 12,000MW에서 2017년 기준 34,000MW로 증진시
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371)
369) Selin and VanDeveer, in Vig and Kraft (eds.), 2010, pp. 276-277.
370) 「新성장동력 E-클러스터: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매일신문』 (2007. 8. 3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8312&yy=2007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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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들로 인해 점차 초당파적이고
대의적인 성격을 지닌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예
를 들어 2005년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원인 슈월츠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 주지사의 노력으로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로부터 얻
는 에너지를 기존 20%에서 33%로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2010년에는
2000년 수준, 2020년에는 1990년 수준, 그리고 2050년에는 1990년의
80% 이하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2005년 6월 9일에 뉴멕시코 주지사이자 민주당원인
리처드슨(Bill Richardson)은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세웠고, 그 이듬해인 2006년 초에는 7개 주(뉴저지, 메인, 매사추세
츠, 코네티컷, 뉴욕, 워싱턴, 오레곤)가 추가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372)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일부 주에서는 탄소 공제(offset)와 탄
소 제어에 관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했다. 워싱턴과 오레곤은 CO₂배출
감축․완화․공제 계획을 수립하여 배출된 CO₂를 중화시키는 새로운 발전
소들을 건립했으며,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에서는 현존하는 발전소들로
하여금 CO₂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미국 중부의 대표적인 농업 발
달 주들인 일리노이,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노스다코타, 와이오밍은
농장의 오염을 막기 위한 탄소 제어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1990년대부터
설치했다.
주들 간의 협력도 돋보였다. 2000년 뉴잉글랜드 주지사회의에서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의 주지사들
과 캐나다 동부주들(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앤드 래브라도, 프린스 에드
워드 아일랜드, 뉴브런즈윅, 퀘벡)의 주지사들이 모여, 환경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2001
년에는 이 결의안에 근거한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371)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Smart Energy Solutions: Increase Renewable Energy"
http://www.ucsusa.org/clean_energy/solutions/renewable_energy_solutions/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72) Cathleen Fogel, "Constructing Progressive Climate Change Norms: The US in the
Early 2000s," in Pettenger (ed.), 2007,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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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수준, 그리고 2020년까지 1990년의 10% 이하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북동부에 위치한 10개 주(매릴랜드, 메인, 버몬
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
웨어)에서는 2003년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공동으로
계획하여, ET를 통해 소속 주의 전력 부문에서 나오는 CO₂를 안정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373)
둘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시 및 카운
티 차원에서도 확산되어 갔다.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시 정부 역시 그 관
할권을 넘어가는 권위를 가질 수는 없으며, 연방이나 주에 비해 시 차원
에서는 예산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이 확산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CLEI)’라
는 미국의 시 연합 환경보호단체다.374) 1990년에 출범한 ICLEI는 현재
66개 국가의 1,027개의 시, 마을, 카운티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의 519개 시 및 카운티가 포함되어 있다.375) ICLEI에서 시행
하는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위한 도시들(The Cities for Climate
Protection, CCP)'이라는 것인데, 이는 ①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②감축
목표 설정, ③계획, ④시행, ⑤감독 및 검사의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미국의 시들은 대부분 서부 및 동부의 해안가에
위치한, 환경오염이 심한 곳들이지만 유타의 솔트레이크나 일리노이의
시카고와 같은 비교적 환경오염이 덜한 곳들도 있다. 강령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쓰레기 감축, 재생에너지 장려, 에너지 효율성 추구, 건물 디
자인, 나무심기운동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ICLEI는 실제로 2004
년까지 2,300 만 톤의 CO₂관련 배출 감축을 이루어냈으며, 이것을 경
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억 2,500만 달러의 에너지 및 연료 절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3) Selin and VanDeveer, in Vig and Kraft (eds.), 2010, pp. 277-278.
374) 자세한 사항은 ICLEI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iclei.org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375) “ICLEI Members." http://www.iclei.org/index.php?id=772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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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수립된 'US Mayors Climate Protection Program'도 주
목할 만한 정책이다. 이는 시애틀의 시장인 니켈스(Greg Nickels)가 미
국시장회의(US Conference of Mayors)에서 제창했고, 당시 38개 주
200개의 시장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이루어낸 성과다. 여기에 호응한
200개의 시에는 약 4,100만 명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환경보호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켄터키, 조지아, 미
주리, 노쓰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미시간, 몬타나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
었다는 점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비슷한 차원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7% 이하 감축)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기관과 공동체 차원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교토의정서와 유사
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했
다.376)
셋째, 교토의정서 발효를 전후로 하여 많은 미국의 기업들은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받아들였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CCX와 같은 ETS 기관에 가입함으로써 온
실가스 배출 감축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교
환하고 있다. 환경 의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선구자적인 주인 캘
리포니아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
y”377)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기업의 친환경적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EPA에서 기
업을 대상으로 만든 'Climate Leader Program'일 것이다. 이 프로그램
에 가입한 시티그룹은 201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0% 줄일 것을 공
언했으며, 미국 내 46개의 거대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했으며, 여기에 가입한 80개의 회사가 힘을
합쳐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프리토 레이
(Frito

Lay),

(Starbucks),

갭(the

GAP),

지엠(General

쓰리엠(3M),
Motors),

존슨

듀퐁(Dupont),
앤

스타벅스

존슨(Johnson

&

376) Fogel, in Pettenger (ed.), 2007, p. 108.
377)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climateregistry.org (검색일: 2012년 10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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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파이저(Pfizer), 제네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휴렛
패커드(Hewlett Packard) 등 미국의 쟁쟁한 기업들이 모두 이 프로그램
에 참여했다.378) 이에 더하여 2004년에 설립된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에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인 기회 및 이득을 산정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379)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거부하는 기업에 반대하는 캠페인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

비정부기구인

'열대우림행동망(Rainforest

Action

Network, RAN)'은 주로 금융권을 상대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친환경적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화석 연료 추
출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시티그룹(Citigroup)에 대항하여 캠페
인을 벌인 결과 시티그룹이 그 요구를 수용한 바 있고, 2004년에는 유
에스뱅크(US Bank)를 상대로 같은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금까지 RAN
의 목표가 된 곳은 시티그룹과 유에스뱅크를 포함하여 뱅크 오브 아메리
카, 제이피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웰스 파고(Wells Fargo) 등
이 있다. 최근에는 활동 영역을 넓혀서 온타리오 지방에서 석유 추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캐나다 뱅크(Canadian Bank)에 대항하는 캠페인
도 시행한 바 있다.380) 또한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탄소 폭로 프로
젝트(The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포춘(Fortune) 지 선정 500
대 기업의 환경 정책 현황을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4년

이래

500대

기업의

환경지표(The

Climate

Disclosure

Leadership Index, CDLI)381)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378) Fogel, in Pettenger (ed.), 2007, p. 112.
379) 기후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theclimategroup.org (검색일: 2012
년 10월 29일)
380) RAN의 다각적인 친환경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ran.org/ (검색
일: 2012년 10월 29일)
381)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Leadership Indexes and the CDP Disclosure and
Performance Scores"
https://www.cdproject.net/en-US/Results/Pages/leadership-index.aspx (검색일: 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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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 차원의 의제는 국제사
회에서의 미국이라는 국가행위자에게는 거부당했지만, 미국 내부로의 확
산에까지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연방 하부의 차원에서 생겨나
기 시작한 변화의 움직임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보여주며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 차
원의 종합 기후변화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혁신
및 행동변화의 추동력으로 삼았다. 일단 국가의 정책이 작동하면 격렬히
저항하던 산업계도 규제에 따라야 했고, 국민들은 행동을 변화시켜야만
했다. 국가가 기후변화 의제의 확산주체로서 작동한, 전형적인 하향 방
식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최고결정자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연방의회
가 거부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연방의 하부 차원에서부터 서서히 변
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하부구조의 움직임이 세
력을 얻어 선거에 영향을 주면 연방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상향
방식이 미국적 특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
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소결: ‘거부형’ 대응 정책과 함의
1988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부시(41)는 기후변화라는 도전에 대
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시(41)
는 ‘온실(greenhouse) 효과’에 대해 미국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백악관(White House) 효과’를 잊고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되면 행동
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해까지 이러한 결심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부시(41)가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정책적 추진은 미국
의 경제 및 정치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1992년 리우회의에의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적인 갈등을 겪을 정도
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던 부시(41)는 미국 경제
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모든 행동에 반대함으로써 보수적이고도 자국중
심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며,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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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1993년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이 집권하자 전임
자인 부시(41)와는 현격히 다른 기후변화 정책의 추진이 기대되었다. 클
린턴은 대선후보 때부터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공약할 것과 기
후변화 사안에 대응하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다. 또한 그와 같이 당선된 부통령 고어는 저명한 기후변
화정책 전문가로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규모 정책을
시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10
월, 47개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 CCAP를 공표했으나
이는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심지어 이
때부터 클린턴의 임기가 끝난 2001년 1월까지의 7년 동안 미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1990년 수준에서 11.2%가 증가하였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받은 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
였지만, 그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한 의회의
거부와 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특별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고 평가되고 있다.
2001년 1월, 공화당의 부시(43)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행정부
와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부시(43)는 기후변화 사안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구속력 있는 공동 행동에 동참할 것은
거부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선제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할 것
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에 동참할 경우 미국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
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발개도국들의
참여 없이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미국의 큰 불만 요소였
다. 이에 더하여 미국 사회 내에서도 환경론자, 기업가, 노동계 등 각 이
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정책적 합의점을 찾기가 어
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부시(43)는 교토의정서의 방식이 아닌 온실가스 집약도를 기
준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미국 온실가스 집약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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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8% 줄이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미국, 호주, 중
국, 인도, 일본,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들
만으로 이루어진 국제회의를 구성하여 UNFCCC와 무관하게 독자적이고
도 자발적인 감축행동을 수립․추진하는 행보를 밟았다. 주나 시 등 연방
하부의 단위에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궤도를
같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계획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부시(43) 정권 내
내 미국은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거부형 대응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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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의 ‘수동형’ 기후변화 대응정책
한국은 국제기후변화 협상장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의무를 면
했지만, 선진국 클럽인 OECD의 가입국이자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
는 산업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강하게
요구받아 왔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국은 자발적인 방안으로 제도 및 정책 부문에서 협약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 외교적으로도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제
적 사안에 대응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발효 전까지 한국의 전체적인 대응 행태는 국가이익에 손해
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방어적 노력에만 그치는 수동적인 면모를
보여 왔다. 한국의 ‘수동형’ 대응을 형성시킨 국내적 요인들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른 관료정치적 갈등, 진보적 성향의 최고지도자,
감축의무를 면제받은 개도국 신분이면서도 OECD 가입국인 중견국으로
서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1. 한국의 국내 조건
1) 경제적 이익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직후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
실가스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 15
위, OECD 9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은
570.3 백만톤 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총 온
실가스 배출량 중 CO₂의 양은 494.6 백만톤 CO₂eq.으로 무려 87%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193 -

<표 5-1> 한국의 온실가스별 배출 현황382)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CO₂
CH₄
N₂O
HFCs
PFCs
SF₆
합계

1990
254.4
30.5
10.5
1.0
296.4

1995
389.0
29.1
14.9
5.6
2.4
7.1
448.1

2000
444.3
29.1
18.3
8.4
2.2
11.3
513.7

2001
458.7
29.5
18.2
5.9
2.0
18.1
532.5

2002
477.3
29.8
17.6
8.7
2.0
15.2
550.5

2003
485.7
29.8
21.0
6.4
2.3
16.5
561.7

2004
491.8
29.2
23.6
6.6
2.8
14.9
568.8

2005
494.6
28.8
22.2
6.7
2.8
14.9
570.3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두 배로
증가했는데, 증가분의 83%가 2000년에 발생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
량을 보면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71.6%가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2.1%를 크게 능가하는 양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GDP/인
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원단위(에너지/GDP)는
2.3%가 줄어들었지만 OECD 평균(15.3% 감소)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
다. 이 때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는 원자력발전 등으로 인해 12.7%가
감소한 까닭에 OECD 평균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지
만 이렇게 빠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온실
가스 배출량/인구가 OECD 평균에 비해 약 1/5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
이는 GDP/인구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아서 생긴 결과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단위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아졌다.383)

382)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온실가스별 배출 통계’ (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383) Randall S. Jones and Byungseo Yoo,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Mitigat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ing New Growth Engin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8 (2011),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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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384)
구분

온실가스

에너지/GDP

71.6

101.1

-2.3

-12.7

2.1

28.9

-15.3

-6.5

11.6
14.4

20.1
25.8

0.149
0.127

3.1
4.4

배출량/인구

1990~2005년
변화율
OECD 변화율
평균
2005년 수준
OECD 평균 수준

온실가스

GDP/인구

배출량/에너지

*주1: ‘온실가스 배출량/인구’ 단위는 1인당 톤 CO₂eq.
*주2: ‘GDP/인구’ 단위는 2000년 PPP 환율을 이용한 천달러
*주3: ‘에너지/GDP’ 단위는 2000년 PPP 환율을 이용한 ktoe/10억달러
*주4: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단위는 백만톤 CO₂eq./ktoe

위의 표를 토대로 할 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서는 결국 경제에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축소시켜 에너지원단
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부
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부
문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05년의 온실
가스 배출현황에서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2%, 산업공정
부문이 11%를 차지하여 두 부문이 무려 9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
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의 면에서도 가파른 증가세가 나
타났는데, 1970년대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이 시작되어 1997년에 외환위
기에 처함으로써 성장에 제동이 걸리기까지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
속적으로 증가해왔다.

384) Jones and Yoo, 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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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385)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총배출량
LULUCF
순배출량

1990
243.1
20.2
22.7
10.4
296.4
-23.1
273.3

1995
357.7
51.3
23.5
15.5
448.1
-22.4
425.6

2000
414.4
58.4
22.4
18.5
513.7
-36.5
477.2

2001
427.7
63.6
21.7
19.4
532.5
-34.3
498.2

2002
446.6
64.5
21.1
18.3
550.5
-33.9
516.7

2003
454.7
67.8
20.8
18.4
561.7
-34.0
527.7

2004
462.8
68.0
20.8
17.2
568.8
-32.3
536.5

2005
469.6
64.1
20.3
16.3
570.3
-32.4
537.9

<표 5-4>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 추세386)

구분
산업
운송
주거
상업
기타
합계

연평균증가율(%)
1971- 1998- 19711997
8.9
10.6
3.2
15.1
14.8
8.8

2007
4.0
2.2
6.9
0.9
-1.9
3.3

2007
7.3
7.7
3.8
10.2
9.3
6.8

요소별 구성비(%)
1971

1997

2007

43.9
15.6
35.3
4.1
1.2
100.0

45.0
23.7
9.0
17.6
4.7
100.0

51.7
20.6
12.6
12.5
2.7
100.0

19972007
변화율(%)
6.7
-3.1
3.5
-5.1
-2.0
0.0

1971-1997년의 에너지 사용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상업(15.1%)
및 운송(10.6%) 부문의 주도로 8.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에너지 사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어 이
후 10년간인 1998-2007년에는 에너지 사용 연평균증가율이 3.3%로 급
감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거 부문이 가장 큰 연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삶의 표준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며,
두 번째로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산업 부문은 구성비에서 부동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의존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385)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가율’ (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386) Jones and Yoo, 2011,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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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5대 수입품목 중 원유는 1998년과 1999년 두 해만 2위를 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천연가스도 지
속적으로 5위 안에 포함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다.
2005년 기준 전체에너지원의 비중 중 석유가 44.4%, 석탄이 24.0%, 천
연가스가 13.3%, 원자력 16.1%,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가 1.7%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 해의 에너지수입의존도는 무려 96.6%를 기록하고 있
다.387) 즉,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표 5-5> 대한민국 5대 수입품목388)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위
원유
원유
반도체
반도체
원유
원유
원유
원유
원유
원유

2위
반도체
반도체
원유
원유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3위
금은및백금
금은및백금
금은및백금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제품
천연가스

4위
석유제품
컴퓨터
석유제품
금은및백금
석유제품
석유제품
석유제품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5위
컴퓨터
석유제품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
석유제품

결론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경제발전의 가장 큰 추동력이며
가장 해외의존도가 큰 부문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
되어왔다. 이는 곧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부문의 개선임을 의미한다. 환노위의 2000년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부
분이 정확히 분석․지적된 바 있다.
“2000년의 출량 전망치(BAU)와 대비해서 5%를 저감했을 경우 약
1%의 GDP 손실, 10% 저감했을 경우에는 2%, 15%를 저감했을
경우에는 약 3%의 GDP 손실이 예상됨. 산업부문별로 미치는 영

387)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pp. 12-13.
388)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10대 수입품목’ (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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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망치(BAU) 대비 15% 감축했을 경우,
석탄 및 석유산업의 부가가치 손실은 약 30%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음. 에너지 이외의 산업에서는 기초화학산업과 운송업, 철강산
업, 건설업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음. 기초화학의 경우 6% 부가가치
손실, 운송업은 4.8%, 철강 4.1%, 건설업 4.0%의 부가가치 손실
이 예상되고 섬유산업, 비철금속산업, 제조업과 펄프 및 지류산업
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음 (섬유산업은 0.4%의 부가가치 증
가). 에너지저소비형의 산업구조로 전환, 각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을 높이는 것이 시급함.”389)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을 때 산업계에 영향을 미쳐 GDP의
손실이 예상되며, 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에너지 산업으로
서 약 30%라는 막대한 부가가치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기후변
화 대응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UNFCCC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교토의정서 상의 의
무부담을 지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
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의무부담의 면제로 인해 교토의정서 비준은 무리없이 이루어져 기
후변화 대응의 당위를 수용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대내적으로는 큰 실효
가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책 기획이 이루어졌고,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인 저감목표없이 자발적․비구속적인 감축노력을 막
연히 표명하는 선에서 소극적인 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2) 정치 제도
한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을 다룬 연구들이 지적하듯이390), 한국의 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과 ‘관료’라는 두 가지
389)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0년도 국정감사자료집(ⅩⅢ)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00.
9.), p. 59.
390) 배종윤,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관료정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함성득, 김옥진, 「한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료정치현상
과의 연관성 분석: 1․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0권, 제2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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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힘은 그리
막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커져 왔다. 이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
령이라는 최고결정자는 의회나 법원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절대적 영
향력을 행사해왔으며, 민주화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정책을 둘러싸고 대
통령과 관료의 갈등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역대 대통령
들은 행정부처보다는 청와대 비서실의 권한을 강화하여 자신의 영향력과
힘을 공고히 해왔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관료보다는 대통령 비서실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은 작은 내각이라
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각료 조직과 비슷한 조직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에, 그 기능 역시 각료 조직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요컨대
역대 대통령들은 관료조직에 국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을 통
해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이다.391) 따라서 한국의
정책결정은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식 대통령제와 달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을 분할해
놓은 다소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392) 특히 헌법 제86조
와 제87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무총리제’라는 제도는 가장 두드러진 의
원내각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헌헌법 당시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헌법이 대통령제로 급히 변경되면서 잔류하게 된 흔
적이나,393)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
제가 유지되는 본 취지는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책임지는 국
무총리의 기능을 분리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겠지
만, 한국의 정치사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은 유명무실해왔다. 헌법은 국무
총리의 지위에 대해 ‘대통령의 보좌기관’394)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가 지닌 행정각부 통할권은 대통령의 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391) 함성득, 김옥진, 2005, pp. 38-40.
392)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는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기는 하나 기본
적으로는 대통령제(또는 대통령중심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1994. 4. 28. 89헌마86.
393)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서울: 일조각, 1980), pp. 73-91.
394)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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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을 발하려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395) 국무총리의 행정감
독권 역시 대통령의 명령이나 승인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396) 게다가
대통령은 원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지위상으로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존재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집중해서 추진하지 않는 행정부 일을 조정하는 유명무실한 기
관으로 존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각 행정부처를 역할에 따라 배치했지만, 대통령 직속
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하의 위원회로서는 정책의 추진 및 조정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987년 이후 한국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정책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했다. 민주화에 따라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한 의견조
율이 중요해지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세
계화에 따라 복잡해진 사안들을 대통령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행정체제가 발달하게 되어
관료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
적인 행위자가 대통령과 그 측근으로 이루어진 비서실이었다면, 민주화․
세계화 이후에는 관료집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397) 즉
정책결정에 미치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를 수
행하는 관료조직의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더 강력해졌다. 이에 따라 사
안에 대한 권한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료조직들 간의 갈등
을 조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대통령
의 선호와 의지에 따른 정책수립, 그리고 사안 관련 이해관계를 둘러싼
관료집단 간 갈등과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조정 미흡이다. 먼저 대통

395) 대한민국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
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96)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16조 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항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97) 함성득, 김옥진, 2005, pp. 43-44.

- 200 -

령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와 권한에 의해 정책 및 제도가 설립․발전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3
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기 UNFCCC에 가입한 이후 문민정부 내내 기
후변화협약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김대중의 집권과 함께 정책적․제도적인 대응체제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1998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1999년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2001년 동안 8개 부문 36개 과제를 도출했다. 2001년 3월
에는 국회에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1년 9월에
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위원회’로 격상시켜 국무조정실 산
하에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상설했으며, 2002년 6월에는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만들어 5개 부문 84개 과제를 추진했다.
대외적으로는 COP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교섭단체인 EIG를 주도적
으로 구성했고, 교토의정서의 발효 전에 국내적인 비준을 가결시켰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이후인 2004년에는 에너지 관련 종합법
의 성격을 지니는 에너지기본법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고, 2005년 2월
에는 3개 부문 90개 과제를 담은 제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후인 2006년 3월에는 제3차 종합대책의 수정․보완
판이 나왔다.
비록 결과적으로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는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졌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관련 과제들의 백화점식 나열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 차원
에서 전담위원회 및 종합정책을 수립한 것은 기후변화협약에 적절히 대
응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선호와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대
통령도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을 부여받지 않은 개도국으로서 자발
적․비구속적인 감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정도의 의지와 능력은 갖고 있
지 않았으며, 경제발전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삼는 개발주의에서도 탈
피하지 못한 까닭에 수동적인 대응에 그치고 만 측면이 많았다. 결국 한
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2008년 이후를 기다려야 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한국 정치 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관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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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의 갈등, 즉 관료정치였다. 기후변화에 이해관계를 지니는 부처는
종합적인 조정을 맡은 국무조정실, 협상을 담당하는 외통부, 에너지와
산업을 담당하는 산자부,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 농림문제를 담당
하는 농림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기부의 6개였다. 이 중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으며 산업계의 논리를 대
표하는 산자부가 정반대의 이해관계에 놓인 환경부와 갈등하는 형국이
나타났다. 총괄조정의 임무를 맡은 국무조정실은 권한 및 능력 부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농림부와 과기부는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힘
을 지니지 못했다. 외통부는 산자부, 환경부와 더불어 주도적인 행위자
라고 볼 수 있지만 대외적인 협상을 담당하는 기능 상 기후변화 대응정
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398)
이러한 관료정치의 구조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환경부 대
산자부의 주도권 대결은 기후변화 사안이 대두된 초창기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왔다.
“이제는 비밀도 아니지만 사실 기후변화대응의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의 갈등은 내력이 깊다.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볼
것이냐 에너지 소비의 결과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다툼의 시작
이었다. 환경부는 지구온난화는 명백한 환경오염 현상이고, 따라서
환경부가 주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경부는 온실가
스 배출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가적 현상이므로 에너지를 담당
하고 있는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다. 이 정도로만
보면 참 아름다운 현상이다. 인류가 직면한 최대 난제라고 불리는
지구온난화를 서로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형국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속내까지 그럴까? 지경부로서는 환경부로 대응의 주
도권이 넘어가면 지경부 업무의 한축인 에너지 업무에 대한 영향
력을 잃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마이너리티였던
자신들의 위상을 단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399)
398) 외통부는 대외 협상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환경부와 산자부의 이해관계에 가급적 끼어들지
않고자 하는 중립적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시기를 둘러싼 쟁점으로 인
해 산자부와 의견충돌을 벌인 일도 많았다. 변종립, 2010, pp. 125-126.
399) 이진우, 「부처 싸움에 등터진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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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 과정에서 두 부처 간의 마찰이 여실히
나타났다. 예컨대 기후변화 대응 제1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산자부와 환경부가 서로 주도권을 쥐고자 갈등을 겪었으며, 이후 환경부
가 추진한 기후변화종합법의 제정은 산업계의 논리를 대표하는 산자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무위로 돌아갔다. 제2차 종합대책 수립 시에는
환경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자부 주도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기후변화 대응 제3차 종합대책에서는 산자부의 과제수가
33개로 환경부 21개를 크게 초월했으며, 과제에 편성된 예산 역시 산자
부가 61%로 환경부의 26%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산
자부 위주의 대응책이 수립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산자부의 주도 속에서
환경부가 상대적으로 힘을 갖지 못하는 역학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발효까지의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산업논리가 환경논
리를 능가하는 불균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3) 외부압력 인식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하여 한국이 받은 국제적 압력은 UNFCCC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정부에서 1993년 6월에 출판한
1992년판 『환경백서』에서는 리우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을 선진국과 개
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파악하여, 개도국인 한국이 국제적인 환경기준 생
성에 따른 규제강화에 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준비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지구차원의 공동노력 등 원칙적인 사안
에 대하여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선진국은 환경보호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역
사적이고 누적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보상형식의 특
혜적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선진국은 자
『에너진 칼럼』(2010. 3. 5.).
http://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16&wr_id=65&page=4 (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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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높은 환경기준과 환경보호론자의 영향 등을 고려, 환경규제의
확대를 주장하고 대개도국 재원공유 확대의 댓가로 개도국에 대한
지구환경보호 노력에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에 반하여
개도국은 소요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요구를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선진국의 환경보호 조치에 대하여 공세적인 입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서명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현재로서는 별 영향이 없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하여 부속의정서에 규제내용과

수단이

구체화 될 것이다. 이처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가 구체화
될 경우 경제 및 산업구조의 대외 의존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
서는 대외교역에 있어 새로운 규제요인이 될 환경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며, 소득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없을 것이다.”400)

리우 회의 이후 UNFCCC 정식 가입과 교토의정서의 채택이 이루
어지면서, 한국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의제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
다. 한국 정부는 1998년 6월 관계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제3차 공약기
간(2018년-2022년)에 의무부담에 참여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자발적이
고도 비구속적으로 감축을 이행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있었
다. 하지만 미국, EU 등의 선진국이 개도국, 특히 선발개도국의 참여 없
이는 UNFCCC와 교토의정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회원국임과 동시에 세계 10위 수
준의 CO₂를 배출하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는 힘
든 일이었다.401)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처음 열린 COP인 COP4
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참석 직후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방침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하고 기후변화협약상의 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신중을 기하여 온

400) 환경처, 『환경백서 1992년판』 (서울: 환경처, 1993), pp. 377-380.
401) 환경부, 『2003 환경백서』 (과천: 환경부, 2003a),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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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이다. 가스의 감축은 경제전반에 큰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아직은 이에 적응할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언제까지나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안
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에 가스감축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부
담할 것이라는 원칙적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의무부담을 하기
이전이라도 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자율적이고도 실질적인 노력은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자율적 노력은 멀리 보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탄탄히 하고 또 우
리 자신의 환경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는 ‘떠밀려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떳떳한 선택’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402)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국제적 압
력을 받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압력에 밀려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보
다 자율적인 자세로 감축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COP5에서
는 자발적․비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국
제사회에 선포했고, 내부적으로도 2013년 이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구체적인 정책적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
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일정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되,
국내적으로는 큰 구조적 변화 없이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다. 그것은 ‘수동’, 혹은 ‘침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태였다.
4) 정책결정자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네
명의 대통령이 집권했다. 이 중 노태우와 김영삼은 보수 계열의 정당 소
속으로 정권을 잡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진보 계열을 대표하는 대통령
들로 평가된다.
402) 최재욱, 「기후협약과 우리의 자세,」 『한겨레』 (1998.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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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한국의 대통령 및 집권 시기
대통령

집권 시기

노태우(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

1988. 2. 25. ~ 1993. 2. 24.

김영삼(민주자유당)

1993. 2. 25. ~ 1998. 2. 24.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1998. 2. 25. ~ 2003. 2. 24.

노무현(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2003. 2. 25. ~ 2008. 2. 24.

노태우, 김영삼의 보수 계열 대통령 시기에는 기후변화 사안이 국
가의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한국의 UNFCCC 가입이 이루어졌고, 그 대응으로 지구환경관계장관대
책회의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에서는 한국의 OECD 가입이 이루어졌지
만 여타 회원국들로부터 개도국 지위 유지를 보장받게 되어 향후 한국이
개도국으로서 UNFCCC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
기 국제사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사안을 한국에서 정치화
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문민정부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
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영삼의 가장 기본적인 국
정운영 철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활성화였기에, 기후변화 대응에 따
른 국가정책의 변화는 그 때까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과 병존할 수 없었다. 1960년대 군사정부 이후 한국에
서 가장 지배적인 담론이었던 ‘개발주의’ 및 ‘근대화론’이 군사정부의 종
언과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1998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
여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적․정책적인 구비가 시작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와 제1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모두 김대중의
집권 직후 수립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 한국의 교토의정서 가입
(1998년 9월 25일)과 비준(2002년 11월 8일)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
도 특기할만한 일이다. 국민의 정부를 분기점으로 하여 기후변화 사안에
중요성이 부여되고,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김대중 정부는 시작부터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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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한 국정운영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사안은 경제위기 해결의 하부에 위치한 부차적
인 문제에 불과했고, 국가위기 속에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감축의무의 부담을
지지 않는 개도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선발개도국으로서 김대중 정부 역
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지만,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이 -6.9%로 떨어졌던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능력과 의지는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책기구가 마련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
책이 수립되었지만, 대책기구는 제대로 기능을 못한 채 관료정치의 갈등
의 장으로 남았고, 수차에 걸친 종합대책 역시 새로운 기후변화정책이
아닌 기존 환경정책 및 에너지정책의 포장으로 끝나는 결과로 귀결되었
다.
참여정부 때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에
너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몇몇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기후변
화 사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으
로 여겨진다. 제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기존의 종합대책들이
지녔던 문제점을 답습한 측면이 많았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어 의회 차
원에서 입법을 시도했던 기후변화종합법은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 부족
과 관료정치적 갈등 속에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 시
기에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
는 국내 차원의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하는 법․정책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국내적 진전이 있기까지는 다음 정책
결정자의 의지를 기다려야 했다.

2.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
1) 기후변화 논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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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우 회의와 기후변화 사안의 대두
한국에서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92년 이후
이다.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의 ‘리우 선언’과 ‘의제21’을
거쳐 UNFCCC라는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의 조직적 기반이 설립되
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전형적인 개도국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UNFCCC의 설립에 반응하여 ‘공통적이지
만 차별화되는’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 책임론에 동조했고,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해야 한
다고 주장하여 리우 선언의 제7원칙403)의 탄생에 일조했다.
리우 회의 이후 노태우 정부는 범국가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정부
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했고, 이에 노태우 대통령 임기말이던
1992년 7월 10일에 정원식 국무총리 명의로 국무총리훈령 제261호에
의거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규정’을 공포하여 정기적인 장관회의를
만들어 여러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 규정에 따라 관계장관대
책회의, 실무대책회의, 기획단이 설치되었는데, 이 회의의 기능은 ①지구
환경문제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리우선언’ 및 ‘의제 21’ 등과 관련된
대책, ②지구 환경문제와 관련한 UN, 국제기구 및 외국 등과의 협력방
안, ③지구환경문제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404) 결국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는 1992년 7월
설립 이후 1996년 6월 폐지될 때까지 관계장관대책회의 2회, 실무대책
회의 5회, 기획단회의 23회로 총 30회의 회의가 열렸고, 총 30개 과제,
12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403) “각 국가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 보호 및 회복시키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구의 환경 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을 가진다.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
제적 노력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asp?documentid=78&articleid=1163 (검색
일: 2012년 10월 25일)
404)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규정중 개정규정” 중 제2조 기능, 국무총리 훈령 제298호, 1992.
7. 10. 제정(국무총리훈령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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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
관계장관대책회의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경제기획원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외무부 등 16개 부처)
실무대책회의
위원장:경제기획원차관
부위원장:환경처차관
위원:7
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기획단
위원장:경제기획원차관보
부위원장:환경처 환경정책실장
위원:관계부처 국장급(
2
~3급)공무원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의 구성을 살펴보면, 규정 3조에 따라 관계장
관대책회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장
관, 위원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
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
사회부장관, 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 정무
제2장관, 법제처장의 16개 부처 장관들로 이루어졌다. 동 규정의 7조는
관계장관회의를 보좌할 실무대책회의에 대해 정하고 있다. 실무대책회의
는 관계장관대책회의에 부의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및 분야별 세
부대책에 대한 조정, 기타 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차관, 부위원장은 환경처차관, 실무위
원은 외무부차관, 내무부차관, 농심수산부차관, 상공자원부차관, 과학기
술처차관, 공보처차관, 국무총리 제3행정조정관의 7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맡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규정 8조에서는 실무회의에 부의할
의안의 사전협의와 분야별 세부대책의 입안 및 관계장관대책회의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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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획단을 둘 것을 정하고 있는데, 기획단의 단장은 경제
기획원 차관보, 부단장은 환경처 환경정책실장이 맡으며, 협상, 산업, 환
경의 세 분야로 나누어 관계부처의 국장급인 2~3급 공무원들을 단원으
로 할 것을 규정했다.
제1차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는 “리우 선언 후속조치를 차
질없이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 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대책, 환경대책, 협상대책의 3개 분야 44개
세부대책 과제를 선정한 ‘지구환경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다.405) 여
기에는 산업대책으로서 에너지 수급구조 전환,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환경기술개발 및 이용확대 등 9개 과제, 환경대책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내실화, 환경규제기준 합리화, 폐기물재활용 강화 등 10개 과제,
협상대책으로 환경과 무역,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자
원보전 등 2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406)
1991년 기준으로 한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80%, 에너지 사용증
가율은 11.6%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
가 이루어지면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의 필
요성이 반영된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당시 대부분 계획
수준에서 그쳤고, 이 시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역시 미미
한 수준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문민정부의 출범과 기후변화 사안의 정치화
1993년 2월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
시키고, 1996년 3월 21일에는 ‘지구환경시대에 모범이 되는 환경공동체
의 건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전
제하에 환경보전의 5대 기본원칙과 7대 실천과제를 담은 ‘환경복지구상’
을 발표하여407) 스스로 ‘환경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405) 1993년 8월에는 기획단 회의를 통해 국내외 여건변화와 세부과제별 시급성을 반영하여 44
개의 세부대책을 35개로 줄였으며, 1994년 6월에 이를 다시 27개 과제로 재조정했다. 환경부,
『환경백서 1995년판』 (과천: 환경부, 1995), p. 487.
406) 환경처, 1993, pp. 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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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인 환경기준의 선진화 및 환경관리기능의 효율화나 대외적인 환경
외교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기
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고려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예컨
대 전 정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최고 권위의 기구
인 지구환경관계대책회의마저 1995년 6월에 그 기능이 중단되었으며,
1996년 6월에는 정부의 위원회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다
수 발생했다. 첫째, 한국의 UNFCCC 정식 가입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1993년 12월 14일에 UNFCCC 가입을 비준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이 때다. 제165회
국회가 열리고 있던 1993년 11월 26일, 제8차 외무통일위원회408)에서
외무부차관 홍순영은 ‘기후변화에 과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외통위 위원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했다. 질문은 한 개가 나왔
는데, ‘협약가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박실 의원이 물었고 홍순영 차관은 ‘협약상
개도국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409) 이로부터 4일 뒤인 11월 30일에 있었던 제
17차 본회의에서 외통위 소속 강신조 의원의 보고로 ‘기후변화에관한국
제연합기본협약비준동의안‘의 상정이 이루어졌다.410) 이 때 외통위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이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첫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의정서 교섭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배출규

407) 환경부, 『환경백서』 (과천: 환경부, 1997), pp. 138-140. 환경보전의 5대 기본원칙은 다
음과 같다. ①정부수범, ②환경과 경제의 통합, ③공동책임과 생활속의 실천, ④사전예방 및 오
염자 부담, ⑤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노력. 이에 대한 7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②환경자치제의 확대, ③환경교육의 강화, ④환경기준의 선진화, ⑤환
경기초시설의 완비, ⑥환경관리기능의 강화 및 효율화, ⑦환경외교의 강화.
408) 국회사무처, 「제165회국회 외무통일위원회회의록」 제8호, (1993b. 11. 26.), p. 38.
409) 국회사무처, 「제165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7호 (1993a. 11. 30.), p. 367.
410) 국회사무처, 1993a,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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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설정, 기술이전, 화석연료 과다의존국에 대한 특별고려 등
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협약에
가입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억제 및 대체에너지 개발, 생산기반에 걸
친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 개편 등을 달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며, 셋째, 우리나라는 협약상 개도국으로서, 화석연료
과다의존국의 지위를 갖게 되어 특별고려를 받게 되므로 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등임. 특히 중국의 공업화가 급
속히 진전됨에 따라 지형상 기류가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우리나
라는 중국 대륙에서 날려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기가스 규제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의 가입 필요
성은 매우 크다고 여겨짐.”411)

요컨대, 당시에는 협약 참여를 통합 입장 반영,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로의 개편, 개도국 지위의 이용으로 인한 부담 최소화라는 개략적이
고 일반적인 이유를 통해 별다른 논의 없이 협약 비준동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 한국은 OECD에 가입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함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여타 OECD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
어냈다. 1996년 10월 11일 OECD로부터 한국의 가입이 승인되었고, 11
월에는 국회 비준이 이루어졌으며, 12월에 정식으로 가입국이 되었다.
또한 그 직후인 1997년 4월에는 그동안 속해있었던 77그룹에서 탈퇴함
으로써, 한국은 경제적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선언한 셈
이 되었다. 하지만 국제환경협약의 분야에서 한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의 지위를 오
가며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발간된 『환경외교편람』은 UNFCCC에 대응하는 김영삼 정
부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412) 편람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은 국가보고서 작성 이외의 구체적 배출규제 의무는 없으나, 궁극
적으로 부속의정서 채택을 통한 의무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411) 국회사무처, 1993a, p. 367.
412) 외무부 국제경제국, 『환경외교편람』 (서울: 외무부 국제경제국, 1996),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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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개도국을 일률적으로 취급하여 의무를 부담시키려 하기보다는
일부 개도국, 특히 ‘선발개도국의 책임부담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의한 ‘선진국 의
무 부담’ 가능성을 두고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 명부에 모든 OECD 국
가(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 수준인 ‘터키’ 포함)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OECD 가입시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
청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락거부 방침“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적인 기후변화 의제의 영향 하에 놓인 것은 1992년 리
우정상회의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1996년 OECD 가입 이전
까지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개도국 지위를 분명히 인정받고 있었다.
이는 1993년 12월 14일 UNFCCC 가입 당시 한국은 개도국이라고 인
정되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OECD 가입시에도 유보사항으로 개도국 지
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타 OECD 국가들로부터 양해를 받았기 때문
에413) 선진국들의 압력으로부터도 비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었
다. 한국 정부 스스로도 갑작스러운 환경 정책의 변화는 경제적인 부담
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환경협약 분야에서는 개
도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정책기
조를 마련해 놓고 있던 상태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 세계 10위의 배출국
이자,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 시에
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셋째,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12월 11일 COP3에서 교토의정서
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특별한 정책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선진국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 및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의무
면제라는 수동적 입장 표명만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게다가 같은
시기인 1997년 12월 3일에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에 처해 IMF 구제금
융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한국 정부는 국제환경협약에
신경을 쓸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한국의 경제 및 산업계에 큰 타격을 줘서 '제2의 IMF'와 같은 사태가 일
413) 임정빈, 이재옥,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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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조성되어 있었다.
김영삼 시기 새로이 승격된 환경부에서는 교토의정서 채택에 발맞
추어 기후변화 관련 기본정책방향의 입안, 포괄적 정책조정기구의 설치,
전문연구팀 구성, 부처간 협의체 구성 등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의 미약한 위상과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가려 특별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414) 환경부는
명목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위 승격을 이루었지만 실질적인 힘
은 약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모는 대외적으로도 드러났다. 예컨
대, 한국 정부는 COP3에 윤여준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7명의
대표단을 보냈으며,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은 총회였다. 그 전까지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외무부가 대외적
인 정부 창구를 맡아왔고, 통산산업부가 국내 에너지 수급정책을 담당했
으며, 환경부는 단지 협의 부서에 한정되어왔다. COP1에서는 홍순영 주
독일대사가, COP2에서는 선준영 주제네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는 등 기
후변화협약의 대표는 항상 외무부에서 담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의 국가에서 기후변화협약 주무부처가 환경부고, 수석대표 역시 환경부
장관이 맡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COP3부터는 한국에서도 환경부장관이
수석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비록 수석대표를 맡았어도 외
무부의 훈령을 일일이 받아야 했고,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문제
에 대해 통상산업부와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실질적인 힘은 미약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인 대응을 주장하는 환경부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은 ①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②(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참여 불가였기에 환경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
다.415)
2) 기후변화협약 대책기구 및 종합대책의 수립

414) 이규영, 「한국 환경외교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외
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p. 40.
415) 「기후변화협약 교토총회준비로 부산,」 『연합뉴스』 (199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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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협약 대책기구의 설립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고, 한국은
같은 해 9월 25일에 교토의정서에 서명했다.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온
실가스 배출량의 자발적인 감축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자 이
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마련할 것에 대한 국가적 요구
가 생겨났다. 이에 새로 출범하게 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월 19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주관으로 회의를 열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연구
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관
계부처의 조율을 거쳐 1998년 4월에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기후변화협
약 범정부대책기구’가 설치되었다. 설치의 근거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마
련함으로써, 공식적인 제도를 출범시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범부처
적인 적극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는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 관계
차관회의, 실무대책회의 세단계로 이루어졌다. 가장 상위조직인 관계장
관회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8개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이 된다. 다음의 상위조직인 관계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
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차관 등 11개 부처의 차관 및 청장들이
위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실무대책회의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을 위원
장으로 하여 11개 부처 국장 및 3개 정부출연연구원의 원장들이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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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416)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
필요시 수시)
위원장 :국무총리
위 원 :재경부․산자부․외통부․환경부․농림부․
건교부․과기부․해양부장관
기후변화협약 관계차관회의(
필요시 수시)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 원 :재경부․산자부․외통부․환경부․농림부․건교부․
해양부․과기부 차관,산림청․농진청․기상청청장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
월1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
위 원 :재경부․산자부․외통부․환경부․농림부․건교부․
해양부․과기부․산림청․농진청․기상청 관계 국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분야별 실무작업반
(
간사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협상대책반
(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자부
COP협상대책
해외주요동향
파악,전파

에너지․산업
대책반
(
산업자원부)
재경부,
건교부,과기부

(
환경부)
산자부,건교부,
해양부

에너지절약
PFCs
,HFCs, SF6
대체방안
연료대체,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

대기부문 대책
폐기물 대책
수자원 등 자원
부문 대책
해양부문 대책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대책반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
과기부)
산자부,기상청

영농기술
산림보호
흡수원 확대
가축분뇨처리

지구온난화영향평
가
온실가스저감기술
개발
기후변화관련
과학적정보지원

전문가 pool
(
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임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기상연구소,
산업연구원,축산기술연구소,민간연구소 등)

CDM.
J
I
연구팀

배출권 거래제
연구팀

온실가스배출
통계체제구축
연구 팀

탄소세 연구팀

Compl
i
anc
e
연구 팀

416) 국무조정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1999. 2.),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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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대책회의 하에는 5개의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뒀으며, 국무조정
실에서 나온 산업심의관이 간사를 맡아 각 실무작업반의 조정을 담당했
다. 5개의 대책반은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들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협상대책반은 외통부 주관으로 환
경부와 산자부가 관계부처가 되고, COP협상대책, 해외 주요 동향 파악,
국내 전파 등의 역할을 맡았다. 에너지․산업대책반은 산자부 주관으로 재
경부, 건교부, 과기부가 관계부처가 되고, 에너지 절약, 산업부문 대책방
안, 연료대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 등의 역할을 맡았다. 환경
대책반은 환경부 주관으로 산자부, 건교부, 해양부가 관계부처가 되고,
대기 및 폐기물 대책, 수자원 등 자원․해양부문 대책수립 등의 역할을 맡
았다. 농림대책반은 농림부 주관으로 농진청과 산림청이 관계부처가 되
어 영농 기술개선, 산림보호 및 흡수원의 확대, 가축 분뇨처리 등 농축
산 부문 메탄가스 배출 억제대책 등을 맡았다. 연구대책반은 과기부 주
관으로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이 관계부처가 되어 지구온난화 영향평가,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기후변화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후 2001년 9월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무조정실 산하에 ‘기후
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상설했다. 관계장관 ‘회의’였던 범정부 대책기구
를 ‘위원회’로 격상시킨 개편이었다.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정부 12개 부처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체계도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개최되었다. 그 이하 국
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11개 부처의 차관(급) 및 4개 청의 청장
을 위원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실무위원회‘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
워의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었다. 매월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실무조정
회의‘는 대책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된 6개 실무작업반의 성과를 종
합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6개의 실무작업반은 주관부처의 책임
하에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총괄대책반
은 국무총리실, 협상대책반은 외통부, 에너지․산업대책반은 산자부, 환경
대책반은 환경부, 농림대책반은 농림부, 연구개발반은 과기부가 담당했
고, 주로 정부출연(연)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5개의 기후
변화 연구팀을 운영할 것이 규정되었다. 후술하겠지만 동 위원회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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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자의 의지 부재와 관료정치 상의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종합 조정기능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5-3>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체계도417)
기후변화협약대책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원: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 차관, 국정홍보처차장, 통계청장,
산림청장, 농진청장, 기상청장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위원: 6개 대책반장 및 관계부처 국장, 에관공 이사장,
에경연, 에기연, 환경정책평가연 원장

총괄대책반

협상대책반

에너지·산업
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개발반

외교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환경부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과기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홍보처,
통계청
전략적 기획,

COP 협상대책,

에너지절약,

대기·폐기물대책,

영농기술,

대책의 종합조정,

해외주요동향파악,

연료대체,

수자원 등

산림보호,

추진실적 점검평가,

전파

저소비형

자원·해양부문

흡수원 확대,

산업구조 구축

대책

가축분뇨 처리

통계기반 구축지원,
대국민 홍보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 평가,
온실저감기술
개발,
기후변화정보
지원

전문가 Pool
에너지경제연, 에너지기술연, 환경정책평가연,
임업연, 건설기술연, 교통개발연, 한국개발연,
기상연, 산업연, 축산기술연, 해양연, 민간의 연구소 등

CDM/JI
연구팀

배출권 거래제
연구팀

탄소세
연구팀

온실가스 배출
통계체제 구축
연구팀

Compliance
연구팀

(2)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1999년

2월,

김대중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

417)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2005. 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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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1)418)을 수립하여 3년 동안 8개 부문 36개 과제를 추진했다.
그

세부추진계획은

①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419) 체결420), 경차 및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시책 대폭 강화, ②온실가스 저감 영농기술
개발, 흡수원 보전 및 확대 추진, 축산분뇨 메탄 연료화 등 농림‧축산부
문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충, ③대체연료 자동차 보급, 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감안, 폐기물 감량, 처리 및 재활용 촉진, 하수처리
율 제고, ④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온실가스 처리,
기후변화 감시 예측‧평가 등 4개 분야 기술을 집중 개발, ⑤지구온난화
방지법 제정, 에너지 관련법 개정, 온실가스 통계 구축, 에너지 가격 합
리화, 대내외 홍보 및 국제동향 전파의 5개로 이루어져 있다.

418) 국무조정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 1999.
419) 제1차 종합대책에서 특별히 도입한 제도는 자발적 협약이었다. 이는 1992년 네덜란드를 필
두로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에너지다소비형 민간기업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일정과 실행방법을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는
그 노력을 산정하여 기술 및 자금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420) 산자부는 1999년 7월 28일 코오롱, LG화학 등 17개 업체(31개 사업장)와 제1차 자발적 협
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산업자원부, 「자발적협약
(VA) 99년 제1차 협약 체결」 (1999. 7. 29.).
http://www.mke.go.kr/iframe/bodo/bodoView.jsp?seq=1570&srchType=1&srchWord=&pCtx=1
&pageNo=1211&menu=1 (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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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기후변화협약대응 제1차 종합대책421)
주체

과제

과제 구분

번호

주관

협조

1-1-1 자발적 협약제도 추진

산자부

환경부

1-1-2 고효율에너지설비 보급확대

산자부

환경부

1
1-1

1-2

온실가스 저감대책
산업부문

수송부문
환경부

1-2-1 연비개선 자동차 보급확대

산자부

1-2-2 경차 보급확대 시책 강화

산자부

1-2-3 연료대체자동차 개발촉진

환경부

1-2-4 물류 합리화

건교부

산자부

1-2-5 대중교통수단 이용 증진

건교부

산자부

1-2-6 교통수요관리등 도입 추진

건교부

1-2-7 환경보전형 교통정책

건교부

환경부

1-3-1 고효율에너지기기 보급확대

산자부

건교부

1-3-2 에너지절약형 건물설계 및 관리기준 강화

건교부

산자부

1-3-3 지역난방 및 소형 열병합발전 확대

산자부

환경부

1-4-1 원자력 및 LNG발전 확대

산자부

환경부

1-4-2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

산자부

환경부

1-4-3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확대

산자부

환경부

1-3

1-4

1-5

건교부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가장․상업부문

연료대체부문

농립․축산부문
과기부

1-5-1 온실가스저감 영농기술 개발 확대

농림부

1-5-2 CO₂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 정책 추진

산림청

건교부

1-5-3 메탄가스 저감을 위한 축산정책 추진

농림부

과기부

1-6-1 폐기물 소각 처리비율제고

환경부

산자부

1-6-2 폐기물 매립 처리대책

환경부

산자부

1-6-3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대책

환경부

산자부

1-6-4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처리율 제고

환경부

산자부

1-6

농진청

폐기물부문

421) 국무조정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 1999,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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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과제

과제 구분

번호
1-7

주관

협조

기술개발부문

1-7-1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기술 확대

산자부
과기부
산자부

1-7-2 대체에너지기술 개발확대

과기부

환경부

과기부

1-7-3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촉진

산자부
과기부

1-7-4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개발

환경부

1-7-5 기술개발 하부구조 확충

과기부
산자부

기상청
산자부

2

신축성체제(Flexible Mechanism) 활용대책

3

PFC, HFC, SF6 저감대책

산자부

과기부

4

환경부

산림청

온실가스저감 기반조성 대책

산자부

과기부

4-1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근거법령제정

환경부

관계부처

4-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 제정추진

산자부

관게부처

4-3

온실가스배출 통계작성체제 구축

산자부

4-4

에너지가격규제의 합리화

산자부

관계부처

4-5

에너지관련 금융․세제지원

산자부

재경부

산자부

4-6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대책

4-7

온실가스저감 대내외 홍보 및 국제동향 전파

과기부
환경부

환경부
농림부

관계부처
관계부처

2001년 10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종합대책의 성과를 토대
로 제2차 종합대책 수립지침을 내리고, 2002년 1월 29일 관계부처 실
무조정회의, 2002년 2월 7일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 2002년 2월 8일
환경․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6월 기후변화협약대응 제2
차 종합대책(2002-2004)을 마련하였다. 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①의무
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 강화, ②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
너지 개발 촉진, ③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④교토메카니즘 및 통계
기반 구축, ⑤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의 5개 부문
총 84개의 과제를 수립하여 제1차 종합대책에 비해 더 체계화된 대책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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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기후변화협약대응 제2차 종합대책422)
과제
번호
1

과제 구분

적정의무부담 방안 및 협상대응논리 개발

1-2
1-3
1-4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
의무부담협상 대비 국제공조 강화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전문인력 양성

1-5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가 진출 지원강화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및 교육연수제도 도입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연구개발 추진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추진
CO₂ 분리 상용화기술 등 개발

국조실
외교부
외교부
외교부
국조실
국조실
외교부
공통

산자부
과기부
산자부

2-1-4 CO₂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과기부

2-1-5 고연비 저공해 자동차(ISCV) 개발 추진

산자부

2-1-6
2-2
2-2-1
2-2-2
2-2-3
2-2-4
2-2-5

산자부

HFC, PFC, SF6 감축기술 개발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분야 중점개발
고효율수소 제조기술 개발 및 초전도 핵융합연구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대체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

산자부
과기부
해수부
산자부
산자부

2-2-6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

산자부

2-2-7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확보

산자부
산자부

2-2-8 원자력의 공급비중 유지
2-3
2-3-1
2-3-2
2-3-3
2-3-4
2-3-5
2-3-6

협조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 강화

1-1

1-6
2
2-1
2-1-1
2-1-2
2-1-3

시행 부처
주관

관계부처
관계부처
관계부처
관계부처
관계부처
외교부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환경부
과기부
과기부
산자부

해수부
행자부
환경부

과기부

환경․기상․해양부문 등의 연구사업 추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프로그램 마련
한반도 배경대기 감시기술 개발
해저 메탄수화물 자원 개발
온실가스 심해저장기술 연구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및 해수면변동 연구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대응전
략 수립

환경부
과기부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기상청
기상청

해수부

422) 국무조정실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 (2002. 6.),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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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과제 구분

번호
3
3-1
3-1-1
3-1-2
3-1-3
3-1-4
3-1-5
3-2
3-2-1
3-2-2
3-3
3-3-1
3-3-2
3-3-3
3-3-4
3-3-5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정책 추진
에너지진단 3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피진단업체의 에너지절약사업 실시
조기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 인증제도 도입
ESCO 확대 및 기후변화협약 전문기업으로 육성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협약(VA)의 지속적 확대
지역 냉․난방 등 지역에너지 공급 확대
국가기간 교통망 및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수송분담구조의 개선
교통혼잡구간의 정비
지하철, 경전철 등 도시철도망 확충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의 강력한 시행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 규제 도입

3-3-6

승용차 자율운행제도 실시 검토

3-4

시행 부처
주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협조

환경부

산자부
산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해수부
행자부
산자부
행자부
건교부
행자부

CNG 차량 및 경차 보급 촉진

3-4-1

CNG 버스 운행확대

환경부

3-4-2

경차 보급 확대

산자부

3-4-3
3-5
3-5-1
3-5-2
3-6
3-6-1
3-6-2
3-6-3
3-6-4
3-6-5

디젤승용차의 개발 지원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물류장비 표준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물류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건축물 등 가정․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건축물 단열시공 의무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의무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건물에너지이용효율 인증제도 확대

산자부

3-6-6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3-7
3-7-1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
수도권 매립지 발전사업 추진

환경부

3-7-2

광역지자체 매립지 발전사업 추진

환경부

3-8
3-8-1
3-8-2
3-8-3
3-8-4
3-8-5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분리배출지역 확대
소각처리장 확충
하수처리장 확충
폐수종말처리장 확충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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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건교부
건교부
행자부
환경부
해수부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산자부
행자부

산자부

과제

과제 구분

시행 부처
주관

협조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진청
농진청
농진청
농진청

번호
3-9
3-9-1
3-9-2
3-9-3
3-9-4
3-10
3-10-1
3-10-2
3-10-3
3-10-4
3-10-5
4
4-1
4-1-1

영농축산방식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메탄 배출량 감축
밭의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산림 흡수원 확충
어린 숲 가꾸기 사업 실시
병해충 집중방제
산불피해 방지 적극추진
도시림가꾸기 사업 추진
해외조림사업 확대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도입

4-1-2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방안 마련

국조실

4-1-3
4-1-4
4-2

청정개발사업(CDM)의 적극적 활용
공동이행제도(JI)에의 참여 모색
온실가스 국가통계기반 구축

산자부
산자부

4-2-1

국가인벤토리시스템 구축

산자부

4-2-2
4-2-3
4-2-4
5
5-1
5-1-1
5-1-2

온실가스통계 부문별 개선
업종별․기기별 배출통계 DB 구축
DB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구축 및 교류협력 증진
업종별 대책반 자체계획 수립 지원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자부
산자부
환경부
환경부
관계부처
통계청
관계부처
관계부처
관계부처

공통
산자부

5-1-3 「지역의제 21」을 통한 교육홍보 추진

환경부

5-1-4
5-1-5
5-2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실시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확대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 실시

공통
공통

5-2-1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추진

5-2-2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관련내용 반영

교육부

5-2-3

학교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관련내용 교육

교육부

5-2-4
5-2-5

에너지절약 시범학교를 정책연구학교로 강화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관련내용 포함

산자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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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산자부
환경부

산자부
행자부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산자부
환경부
교육부
교육부

제2차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소비 현실
을 온실가스 감축 부담 협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협상
역량 확충,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 촉진, 온실가스 감축 시책 강
화, 교토 메커니즘 대응 기반 구축 및 활용, 국민적 참여와 협력 유도의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제2차 종합대책의 큰 틀
이었다.
<그림 5-4> 제2차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423)

이어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2005년
2월에 제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이,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인 2006년 3월에는 제3차 종합대책의 수정․보완판이 나왔다.

423) 국무조정실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200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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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424)
과제
번호
1
1-1
1-1-1
1-1-2
1-1-3
1-2
1-2-1
1-2-2
1-2-3
1-2-4
1-3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3-10
1-3-11
1-3-12
1-3-13
1-4

과제 구분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협상기반 구축
적정 의무부담 참여방식 및 협상 대응논리 개발
의무부담협상에 대비 국제 공조 강화
기후변화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가 진출 지원 강화
온실가스 관련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체계(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업종별․기기별 배출통계 DB 구축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 분석 평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개발
중대형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조력,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고연비 저공해 자동차 개발
제4세대 원자력 개발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CO₂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축산분뇨 자원화 연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
기후변화대응 차세데 환경기술 개발
CO₂해양처리기술 개발사업
온실가스 분리이용 상용화기술 등 개발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교육․홍보

시행 부처
주관

협조

외통부
외통부
외통부
관계부처
통계청
관계부처
산자부
산자부
과기부
산자부
해수부
산자부
과기부
과기부
과기부
농진청
농진청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홍보처

1-4-1 일반국민 및 산업계 대상 교육․홍보강화

산자부
환경부

1-4-2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련내용 반영 및 교육강화
1-4-3 기후변화협약 특성화 대학원 지원

교육부

환경부

산자부

1-4-4 업종별 대책반 운영 및 자체 감축계획 수립․추진 지원
1-4-5 산업계 조기감축활동 인정

환경부
산자부
산자부

1-4-6 지자체 기후변화대책 추진 지원

환경부

1-5

산자부

행자부
산자부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1-5-1 청정개발사업 적극적 활용 및 기후변화협약 전문기업 육성
1-5-2 흡수원 활용기반구축
1-5-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 수립

424)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5, pp.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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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산자부
환경부

관계부처

관계부처

과제
번호
2
2-1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2
2-2-1
2-2-2
2-2-3
2-2-4
2-2-5
2-3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4

과제 구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통합형 에너지 수요 관리
자발적 협약의 지속적 확대
에너지관리 진단․지도 강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지원 확대
E-Top 프로그램 추진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
산업공정상 온실가스 감축 지원
에너지 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
집단 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청정연료(천연가스 등) 보급 확대
원자력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공급자의 절약계획 수립 추진 의무화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제도(AFE) 시행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최저효율기준 상향 및 대상품목 확대
절전형 사무․가전기기 보급
고효율제품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확대
건물에너지관리

2-4-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강화
2-4-2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규제 도입
2-4-3 건축물 에너지 이용 효율등급 인증
2-4-4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 제도 도입
2-4-5
2-5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6
2-6-1
2-6-2
2-6-3
2-6-4
2-6-5
2-6-6

자원절약형 신도시 개발
수송․교통부문 에너지 관리
공차율 저감시스템 구축(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도)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ETCS) 구축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자동차공회전 규제 강화
하이브리드 등 무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경차보급 확대
환경․폐기물 부문
공단폐수처리장 확충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확충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폐기물 매립지 자원화사업 추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바이오디젤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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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부처
주관

협조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산자부
건교부
산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환경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환경부
환경부
산자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농진청

과제
번호
2-7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3
3-1

농축산․임업 부문
농경지 온실가스배출 감축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축산분뇨처리 개선
숲가꾸기 사업 확대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적극 추진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추진
해외조림사업 확대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확충

3-1-1 지구대기 감시기술 개발

주관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기술 개발
산지 이탄습지의 CO₂흡수량 조사 및 모니터링
조위 관측소 증설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추진
생태계 및 건강 영향평가 관련 연구개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 마련

협조

농진청
농진청
농진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기상청

3-1-2 한반도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측정
3-1-3
3-1-4
3-1-5
3-1-6
3-2
3-2-1

시행 부처

과제 구분

기상청
환경부
기상청
환경부
해수부
소방청

과기부
농진청
농진청
농진청

농진청

환경부

관계부처
농림부

3-2-2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림청

기상청

3-2-3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수부

3-2-4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사업

환경부

3-2-5
3-2-6
3-2-7
3-2-8
3-2-9

환경부
농진청
농진청
농진청
농진청
복지부

농진청
산림청
농진청
해수부
한반도
농경지
강수량
황사에
작물의

기후변화 진단지표 생물종 조사
이용에 따른 탄소고정능력 연구
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따른 농업환경 영향 평가
생육 및 생산성 영향 평가

3-2-10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평가

산림청

환경부

제3차 종합대책은 2004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외통부, 산자
부, 환경부 등 총 19개 부처 및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의 정
부출연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2005년 2월 3일에 수립되었다. 제3차 종
합대책은 3대 분야 90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3대 분야는 ①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②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③기후변화 적응
기반 구축사업과 각 분야에 해당되는 과제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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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①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국제적 노력 향상, ②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③기후변화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의 3개
였다. ①은 외교에 관련된 것이고, ②와 ③은 내정에 관련된 것인데, 이
중에서 ②는 적응(adaptation), ③은 완화(mitigation) 사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1차 및 2차 종합대책이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협약 대응
에 한정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3차 종합대책의 구상은 그때까지
나온 종합계획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3
차까지 수립된 종합대책들 대부분이 실질적인 국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
그램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그림 5-5> 제3차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425)

425)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2005. 2. 3.), p. 9, pp.
2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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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법 제정을 둘러싼 관료정치
2000년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한층 증가했다. 종합대책과 대책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은 기후변화법의
제정이었다. 2001년 2월 15일 제21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박인상 의원은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이한동 국무총리에
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사회는 92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개별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이고 배출
량이 세계 10위권이라는 이유로 올해부터 감축의무를 이행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감축 부담이
지워지면 경제발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온실가스
를 40% 정도 감축할 경우 GDP의 2.4%인 40여조원의 손실이 발
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보고서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기후변화협약대책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차제에 에너지 다소비형인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426)

이에 대해 이한동 국무총리는 1998년 4월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
하고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한 후, 우리나라가 아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부담이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기후변화협약대책 단일법을 제정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단일법 제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종합법 제정이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427) 하지만 기후변화
대책법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2001년 12월, 두 개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2월 21일에는 무소속 이정일 의원을 포함한 20명428)의 국회의원들이
426) 국회사무처, 「제218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2001a. 2. 15.), p. 35.
427) 국회사무처, 2001a,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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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새천
년민주당 이호웅 의원을 포함한 23명429)의 의원들이 ‘지구온난화가스저
감대책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기후변
화 대응 관련 종합법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거의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11가지로 정리된다. ①지구온난화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흡수 증진
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한다(3, 4,
5, 6조). ②지구온난화방지 기본계획 및 그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에 제출한다(7조). ③3년 단위로 ‘지구온난화방지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
도록 의무화 한다(8조). ④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 수립․조정․시행을 위한
지구온난화방지대책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한다(9, 11조),
⑤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억제
조치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12조), ⑥대기 중의 온실가
스 농도 변화의 상시측정 및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한다(13조), ⑦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이행방법 등을 자
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15조), ⑧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배출권의 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온실가
스 억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18조), ⑨지구온난화방지대책 실시에
필요한 법제․재정․행정상의 필요조치, 재정지원, 행정조직의 정비 등을 규
정한다(20, 22조), ⑩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 대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의 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23, 24조), ⑪지구온난화와 관련한 기술
과 기설 등의 연구․개발․보급․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25, 27조).

428) 이정일, 김원길, 박양수, 김영진, 정장선, 강숙자, 박인상, 전갑길, 박주선, 천정배, 송석찬, 김
부겸, 강운태, 장영달, 조재환, 정동채, 김화중, 김영배, 이강래, 김효석
429) 이호웅, 곽치영, 권기술, 권오을, 김문수, 김부겸, 김용학, 김원웅, 김홍신, 남경필, 서상섭, 손
태인, 손학규, 신현태, 안영근, 오세훈, 윤여준, 이부영, 이주영, 이창복, 조정무, 정동영, 정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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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기후변화 관련 법안들의 비교
구
분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이호웅의원 대표발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안
(이정일의원 대표발의)

○지구온난화 종합대책
기 ○지구온난화방지 기본계획
-환경부 장관은 3년마다 종합정책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
본
을 수립․시행
행
계
획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 -정부는 종합대책 및 시행에 관한
황 매년 국회보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등
지 ○지구온난화방지대책위원회
구 -대통령소속 25인 이내
온 -위원장: 국무총리
난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화
방
○관계행정기관의 자료제출의무
지
○실무기획단 설치(환경부 장관 소속)
대
책
위
○국가보고서 작성: 환경부 장관
원
회
등

○지구온난화대책위원회
-대통령소속 25인 이내
-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한 자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온 -온실가스 농도측정(환경부 장관)
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환경부 장관)
가 -자발적 협약 체결․실시(정부)
스 -온실가스배출 부과금 부과(환경부 장관)
배 -온실가스 공동저감사업 실시(정부)
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환경부 장관)
억 -청정개발체제 사업(관계중앙행정기관)

-온실가스 농도측정(환경부 장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환경부 장관)
-자발적 협약 체결․실시(정부)
-온실가스저감 비용 부담금(정부)
-온실가스 공동저감사업 실시(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환경부 장관)
-청정개발체제 사업(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의 자료제출의무
○실무기획단 설치(환경부 장관 소속)
-사무국 20~25인의 상근전문위원
○국가보고서 작성: 환경부 장관

제
조
치
실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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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구온난화가스저감대책법안
(이호웅의원 대표발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관한법률안
(이정일의원 대표발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추진기금

○지구온난화대책추진기금

○재원
○재원
-온실가스저감비용부담금
-온실가스저감비용부담금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
특별회계 출연금
특별회계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 ○기금용도
○기금용도
금 -지구온난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지구온난화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의 -지구온난화방지 대책 연구개발 비 -지구온난화 대책 연구개발비 지원
설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 개발․보급
지원
치 -온실가스배출 저감기술 개발․보급
-지구온난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개
등 -지구온난화 영향평가 및 방지대책 개 발비 지원
-국민교육 및 홍보비 지원
발비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원
-국민교육 및 홍보비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비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 환경부 장관
○기금의 관리․운용: 환경부 장관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
무규정
무규정
법 ○지구온난화방지대책실시시 필요한 법제 ○지구온난화방지대책실시시 필요한 법제
상의 조치(국가․지자체)
제․ 상의 조치(국가․지자체)
재 ○재정지원
○재정지원
정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사업경비의 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사업경비의 지
상
원(국가․지방자치단체)
원(국가․지방자치단체)
조
○행정조직의 정비(정부)
○행정조직의 정비(정부)
치
기 ○지구온난화방지 교육 및 홍보(환경부 ○지구온난화방지 교육 및 홍보(환경부 장
관)
타 장관)
○국제협력의 증진(정부)
○국제협력의 증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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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모든 정책적․제도적 사안들을 아우르는 기본법적인 내용으로 이
루어져 있었다. 당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기본법적인 법률을 제
정한 국가는 일본(지구온난화 대책법률, 1998)과 스위스(CO₂배출억제
에 관한 연방법, 2000) 뿐이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대응체
제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던 상황이었기에, 이 법안은 획기적인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기본법조차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에 담
긴 내용은 당시 가장 급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
다.
문제는 이 두 개의 법안이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본 따
서 환경부가 1999년에 정부입법을 추진했던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의
안과 거의 똑같은 골격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두 법안 자
체도 별다른 차이가 없이 환경부안과 유사한 골격과 내용을 지니고 있었
다. 당시 환경부는 온실가스 의무부담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기후변화협
약 대응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대외협상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산자부, 외교부 등 관련부처들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해 이 법안의 추진을 보류했던 경험이 있었다. 국무조정실 및
산자부에서는 두 법안이 사실상 ‘의원 발의의 형식을 빌린 환경부 입법
안’430)이라고 간주했다. 환경부 안이 타 부처들의 반발에 직면해 무산되
자, 환경부가 민주당 계열의 ‘국회환경포럼’과 한나라당 계열의 ‘환경경
제연구회’ 의원들을 설득하여 발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는 주
장이었다.
분명히 이 두 법안은 모두 기후변화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
여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에서는 기
후변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를 환경부로 명시했고, 국무총리를
위원장, 환경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지구온난화방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환경부 장관 소속의 실무기획단 및 환경부
430) 이상훈,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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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관리하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기금’을 신설할 것을 규정했다. 게
다가 이호웅 법안은 기후변화종합대책의 수립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에 기후변화대응의 주도권을 두고 환경부와 대립
관계에 있던 산자부가 특히 반발했고, 여타 관련부처들 역시 법안의 대
의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했지만, 관련부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환경부 중심의 대응체계 수립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두 법안
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4년 11월 5일, 이호웅 의원 등 27명431)의 국회의원 명의로 다
시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
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으로 그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
라는 인식 속에서,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의 유리한 입
지를 확보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
한 추진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 참여 이전이라
도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추진 기반마련 등 교토의정서 이행준비, 자
발적 온실가스 저감 조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효율성 등을 도모”432)
하는 것을 제안의 이유로 삼고 있었다. 이는 사실상 2001년의 이호웅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기후변화정책의 수립․추진 주
체를 ‘환경부 장관’이 아닌 ‘주무부 장관’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처간 갈등
의 소지를 피했다.
이를 검토한 산자위는 몇 가지의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11조
와 21, 22, 23조, 그리고 24조에 대해 가장 크게 반대의견을 냈다. 첫
번째 문제는 부처간 업무 분담에 관련된 것이었다. 법안 제11조는 환경
부 장관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431) 이호웅, 최인기, 김원웅, 노영민, 정성호, 염동연, 원혜영, 안상수, 이원영, 신학용, 이재오, 김
태홍, 임종석, 주승용, 김덕규, 유시민, 이시종, 우제창, 백원우, 황우여, 정청래, 오제세, 심재
덕, 엄호성, 신중식, 김교홍, 유선호
432) 국회사무처,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이호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29 (2004. 11.
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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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통계법 제8조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통계를 담당하
고 있던 산자부는 자신들의 주요한 임무를 환경부에 넘기도록 만드는 제
11조에 대해 국가통계체제의 일관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1%가 에너지 연소 및 제조공정에 의하여 발생하
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산자부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성이 높다는 의견을 고수
했다.433)
두 번째 문제는 재정적인 것이었다. 법안 제21조 1항에서는 정부
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 분석,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대책의 개발 및 관련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구온난화대책을 종합적․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대책추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고, 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비용부담금(또는 화석연료 사용 부담금), 에너지및자원사
업특별회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금, 기타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지구온난화대책추진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산자위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비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온실
가스 배출의 실질적 감축을 가져오는 순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준조세로
작용하여 기업활동에 역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434)는 근거를 통
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2항에 규정된 바대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
별회계의 출연금을 수입원으로 삼는 것에도 반대했는데, 산자위는 그 이
유로 석유 소비의 정체로 인해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증가하
고 있지 않으나 세출수요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급증하고 있어 에너지자
원특별회계의 고유 목적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사용할 자금도 부족한 형편이라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 문제는 개별법과의 중복이었다. 법안 제24조에서는 정부가

433)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의견서」 (2005a. 4.),
p. 5.
434)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2005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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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억제목표와 그 이
행방법 등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
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러한 자발
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설 등에 투자
할 경우 정부가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규정하고 있
었다. 산자위에서는 이것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에 이미 규정
되어 실시되고 있는 사안임을 근거로 들어,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435)
산자위의 의견서를 검토한 환노위에서는 결국 2008년 2월에 이 법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의결했다.436) 각 부처 간의 이
해관계가 전혀 조율되지 않고 있고,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본법적인 법률의 제정은 시
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종합법의 설립을 위해
서는 다음 정권을 기약해야 했다.
4) 한국의 기후변화 외교
UNFCCC에서 한국의 의도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는 쪽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2012년까지는 감축의무를 면제받았
으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2차 공약기간에도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98년 6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린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차 공약기간인 2018-2022년부터 구속적 의무를 검토
하되, 그 이전에는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437)
주지하다시피 COP4에서는 개도국의 자발적인 의무부담 문제가 가
장 큰 관건이었으며, 재정체계, 기술개발 및 이전, 개도국 보상, JI 등 민
435)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2005a, p. 7-8.
43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 심사보고서」 (2008. 2.), p. 20.
437) 한국은 OECD회원국으로서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참여
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었다. 미국은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EU는 제2차 공약기간
(2013-2017)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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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사안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 결론이 나지 않고
폐회되었다. 이 때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 참여 압력이 증
대될 것과, 주요 쟁점들이 2000년말까지 결정에 이르게 될 것,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했지만438) 아
직까지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1999년 COP5는 한국 정부가 기존에 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사안에 대응하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하는 자세를 최초
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COP5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
던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당사국의 수석대표 100여명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 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새로운 참여방식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
루어지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할 것이라
는 의사를 표명439)함으로써, 한국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수용 문제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외교적 수사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당사국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
면서 온실가스 증가율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참여방식이 마련되어
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440) 의지표명의 외교적 수사 수준을 넘
어서는 특별한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수동적 입장을 고수했다. COP5에
서 가진 한미 실무회의에서도 미국측은 한국이 1차 공약기간 동안 구속
력 있는 의무를 부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데 반해, 한국측은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에게는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의 의무부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한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3차 공약기간에 의
무를 부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441)
하지만 COP5 이후 개도국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
이 거세지자, 한국 정부로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
438) 환경부 지구환경과,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 결과,」 제36차 금요환경포럼 참고자
료 (1998. 12. 4.), pp. 9-10.
439)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관련 업무보고,」 제220회 국회(임시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
회 보고문 (2001. 4. 26.), p. 9.
440)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 참가보고서」 (1999. 12.), p.
19.
441)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1999,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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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는데, 2000년 7월 14일 제213회 국회 제8차 본회
의에서 한나라당의 오세훈 의원은 기후변화협약 관련하여 상세한 질문을
던졌다.
“92년에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
스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채택되었지만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
러나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개도국들의 의무부담 방안
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우리에게도 감축연도를 앞당겨 달라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는 등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러나 수출지향형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
지로서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환경부에
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조만간 설치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연계하여 기후변
화협약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인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언제 완결
될 것인지, 새로 설치하려는 전담기구의 역할과 위상은 기존의 범
정부대책기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의 연계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금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선진국들의 의무분담 요구가 거세지
는 등 협약과 관련한 중요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442)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추진상황과 ‘기후
변화협약 전담기구’ 설치 진행상황을 묻고, COP6에 대비한 대책을 질문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서면을 통해, 첫째, 지구온
442) 국회사무처, 「제213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2000a. 7. 14.),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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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화방지대책법 초안은 마련되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을 고려하
여 제정시기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둘째, 2000년 9월에 출범
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기구가 기후변화협약 관련업무를 범
부처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셋째, COP6를 대비하
여 우리가 의무부담 국가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저감노력에 적극 참여해
야 하고,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상 수용 가능한 최적의 의무부담 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443) COP5 이후 한층 배가된 국제
사회의 압력과 이에 따른 한국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
실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어 2000년 11월 18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COP6가 개최되
었다. 이 회의에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국회의 이부영
(한나라당), 이호웅(새천년민주당) 의원, 정부 관계부처 실무대표, 정부출
연연구소 대표 및 연구진 등 총23명이 참석했다. COP6는 UNFCCC 차
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 회의였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외교 차원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남긴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
겠다.
첫째, COP6에서 보여준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방적
CDM’을 구상하여, 교토의정서 상 의무부담을 지지 않는 개도국 입장에
서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COP3의 결과 교토의정서 제12조
를 통해 규정된 CDM은, 당시 COP6에 와서야 비로소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교토의정서 상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에만 선진국 기업
에 CER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체제의 운용방식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향후 국
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외교통상부 환경과학심의관으로
COP6에서 한국측 교체수석대표이자 실무협상의 총책임을 맡았던 정래
권은 CDM이 선진국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개도국 기업에는 불리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개도국 기업이 자국 및 여타 개도국에 투
443) 국회사무처, 2000a,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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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에도 감축 실적 및 CER을 얻을 수 있어
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한국이 기후변화협약 외교를 통해 달성한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일방적 CDM'444)의 구상이었다.445)
ET, JI, CDM의 교토 메커니즘 중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
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CDM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446) 교토의정서대로라면 선진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CER을 획득하게 되지만, 우
리나라 기업이 국내, 혹은 여타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CER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선진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는 개도국 내의 투자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개도국 내부, 혹은 개도국 간의
CDM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에 투자
를 해도 CER을 인정받지 못하여 개도국 역차별이 발생하며, 그 결과 개
도국의 인센티브가 사라져서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이 선진국 투자를 받아
들이지 않게 되고, 또한 자국에도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CDM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한국의 주장이었다.447)
하지만 당시 개도국들에게는 교토의정서가 의무부담국인 선진국들
만의 문제며, 개도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에,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과 인도 등은 개도국끼리의 CDM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448) EU 역시 한국의 개도국 지
위 유지를 비판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 개도국 투자를 통해 CER

444) 정래권에 따르면, 개도국이 스스로 투자하여 CDM을 한다면 사업이 개도국 일방만으로 진행
되므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쌍방적(Bilateral) CDM’과 달리 개도국 일방만으로 사업
이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일방적 CDM’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정래권과의 인터뷰(2012.
4. 6.)
445) 정래권, 2009a, pp. 202-203.
446) 정래권, 2000, p. 6.
447) 정래권, 2009a, p. 205.
448) 일방적 CDM을 지지한 것은 일본과 더불어 콜롬비아 등 중남미 12개국에 불과했다.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200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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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할 것을 요구했다. EU가 보기에 한국이 선진국의 의무는 부담하
지 않으면서도 CER은 획득하고자 정치적 술수를 꾀하는 것으로 여겨졌
던 것이다.449)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한국의 ‘일방적 CDM’
제안을 거부했으며, 이 제안의 타당성 및 중요성이 인정되어 기후변화협
약에서 채택되기까지는 5년여를 더 기다려야 했다.450)
둘째, COP6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EU 및 우산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개도국 교섭단체인 77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대신, 스위스, 멕시코
와 함께451) 독자적인 교섭단체인 EIG를 구성하여 그룹 간 협상에 참여
하고 우리의 관심사를 개진했다. EIG가 COP6에서 협상그룹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의장단의 협상그룹 간 협의와 비공식 협상그
룹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452) UNFCCC에서 대부분의 논의가
협상그룹회의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453) EIG는 스위
스의 대표발언을 통해 협상그룹 결성을 선언한 후 COP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JI 이행국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 등 준비
에 따른 차등 취급, ET시 불량 배출권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입증
후 거래방식’, 흡수원에서 자연적인 흡수의 경우 제외, 엄격하고 예측가
능한 의무준수체제, 대 개도국 지원요구 충족, 지구환경기금에 대한 새
로운 지침 제공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454)
셋째, COP6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가 이루
어졌으며, 이후 국회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방안을 촉구한 계기가 되었다. COP6에는 국회환경
경제연구회 소속 이부영 의원과 이호웅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
449) 정래권과의 인터뷰(2012. 4. 6.)
450) 2005년 4월 23일 CDM 이사회가 온두라스의 쿠야마파 수력 발전 사업을 최초의 일방적
CDM 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일방적 CDM이 승인되었다. 이후 2009년 기준
CDM의 70% 정도가 일방적 CDM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래권, 2009a, p. 206.
451) 이후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이 EIG에 합류했다.
452)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참가보고서,」 (2000. 12.), p. 76.
453) 정래권과의 인터뷰(2012. 4. 6.)
454)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2000,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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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COP에 참석하여, EU 및 EIG 각료회의에 참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프랑스 기후
변화법 제정 동향 등을 청취하는 등 의원외교를 펼쳤다.455) 멕시코, 스
위스 등 EIG 대표들은 COP에 국회의원이 참가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456)
국내에 돌아간 후 이호웅 의원은 12월 1일 제14차 국회본회의에서
COP6에 참가결과에 대해 보고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철
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의 표명을 통한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촉
구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업무를 맡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 인사
및 조직운영상의 배려가 적극 모색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457)함으로써
국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COP6
에 참여하여 경각심을 느끼게 된 이부영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
위원회를 2000년 12월 20일 구성하기로 결의458)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했고,459) 동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460)
이렇듯 한국이 나름의 외교력을 펼친 COP6이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회는 우산그룹과 EU, 그리고 개도국들의 대립으로 인해 특
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의장 결정으로 휴회된
COP6는 이듬해인 2001년 5월경에 독일의 본에서 속개회의가 개최되기
로 예정되었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대외적으로는 EIG 회원
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CDM의 논리를 추가로 개발하며, 국내적으로는 교토의정서의 발
효에 대비하여 국내이행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461)이 요구되는 상
455)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2000, pp. 76-77.
456)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2000, p. 23.
457) 국회사무처, 「제215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4호 (2000b. 12. 1.), pp. 12-13.
458) 이는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내에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6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02년 5월 29일까지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
안이었다. 국회사무처, 「제216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2000c. 12. 20.), p. 12.
459) 정래권과의 인터뷰(2012. 4. 6.).
460) 국회사무처, 「제219회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2001b. 3. 6.), p.
2.
461)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2000, pp. 82-83;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200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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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다.
COP6의 휴회 직후 벌어진 미국 부시(43)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
퇴는 한국 정치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에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책에 대해 묻는
질문이 국회에서도 생겨났는데, 2001년 4월 17일 제2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두 명의 의원이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
퇴와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질문을 했다. 먼저 새천년민주당
의 박상천 의원은 ①미국이 교토의정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는데
외통부는 그 진의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②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CO
₂배출국이면서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
스 감축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제는 점점 의무감축의 압력
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책은 무엇인가? ③중장기적으로 환경문제가
통상문제와 연계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가?462)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
졌다. 이를 바로 이어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 역시 ①미국의 교토의
정서 탈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
과하는 새로운 환경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외통부의 대책
은 무엇인가? ②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CO₂배출량을 감축할 계획인
데, 과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463)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
했다.
이에 외교통상부장관 한승주는 미국이 국내 에너지 부족사태에 따
른 정치적․경제적 고려와 함께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준수
및 상원비준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서 교토의정서를 탈퇴
했으며, 세계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개도국이 의무부담을 지지 않는다
는 것도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주
요 선진국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완강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 뒤, 우리나라는 지금 온실가스 감
축의무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동
참할 필요가 있으며, 2018년부터 선진국과는 차별적인 방식의 온실가스
462) 국회사무처, 「제220회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제3호 (2001c. 4. 17.), p. 17.
463) 국회사무처, 2001c,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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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의무 부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464)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는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다. 2001년 4월
23일 제220회 국회 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김문
수 의원은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파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며,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다시 준수할 것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465) 이에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로
서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산자부, 외통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고, 업계의 사
정도 있으니 의견을 조율해서 국가의 대표로서의 견해를 밝힐 것을 주장
했다. 또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의 지위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도국
참여의 미흡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는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을 개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466) 즉, 한국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에 대해 특별한 외교적 대응을 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
황이었다.
이윽고 COP6-1의 휴회 이후 2001년 7월 16일 독일의 본에서 속
개된 COP6-2에서는 교토 메커니즘 세부운영방안, 교토의정서 의무준수
체제, LULUCF, 개도국 기술개발, 대 개도국 기술이전 등 COP6-1에서
타결되지 못한 주요 쟁점사항들이 다시금 논의되었다. COP6-2 이전 미
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로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지만, 우산
그룹의 일원인 일본과 캐나다가 EU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미국을 배제한
채 회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467)
한국 정부는 정동수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정부 관계자
16명을 대표단에 파견했고,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인
신현태 의원(한나라당)과 정장선(새천년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간관계
464) 국회사무처, 2001c, pp. 52-53.
465) 국회사무처, 「제220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4호 (2001d. 4. 23.), p. 46.
466) 국회사무처, 2001d, p. 46.
467)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환경경영팀,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결
과와 향후 대응방안,」 (2001. 8. 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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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0명을 자문단으로 삼았다.468) COP6-2에서 한국 정부가 집중적으
로 추진한 것은 일방적 CDM의 채택이었는데, 이를 위해 대표단은 EU
의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콜롬비아 대표단 등과 면담을 갖고 일방
적 CDM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측은 실무협상에서 일방적 CDM
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허용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일방적 CDM과 다자적 CDM(Multilateral CDM)을
허용하는 문안을 제3의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일방적 CDM 제안은
비록 다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브라질과 남아공
의 지지를 얻어내고 EU의 반대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일방적 CDM 사안은 특별한 결론 없이 COP7로 이
첩되었다.469)
이후 COP7부터 교토의정서 발효 이전 마지막 COP인 COP10까지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외교적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COP7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방적 CMD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및 결론 도출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EIG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
며, 총회 결과 기술이전전문가그룹에 우리나라 전문가 한 명을 진출시키
기로 결정되어 당시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경제자문이자 에너지관리
공단 팀장으로 있던 우석훈 박사가 위원으로 선출되었다.470)
COP7 직후 여기에 참석했던 이호웅 의원은 2001년 11월 13일 제
225회 국회 제18차 국회본회의에서 참석 보고를 하며, 국제사회는
2002년 COP8에서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린
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자세로 참여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새로운 의무부담 방식을 개발하여 온실
가스 배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회 차원에서 다
시금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그는

468) 외교통상부, 2001, pp. 3-4.
469) 외교통상부, 2001, pp. 55-56.
470)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 참가 보고서」 (2002a. 1.),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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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정책도 친환경적인 기조로 체질개선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국
제사회의 동향을 소상히 알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471)
이부영 의원 또한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 제234회 국회 제4차 국회본회의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의 비
준과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다. 이부영 의원은 당시 세계 77개국에서
교토의정서을 비준한 상태며, 우리나라 역시 2002년 3월 5일에 기후변
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에서 비준추진을 결정하고, 7월 2일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7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후, 세
계적 추세로 볼 때 기후변화협약 비준은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환경질서에 적응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472)
이어 COP8에서는 EIG와의 공조 및 미국, 호주 등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주력했고,473) COP9에서는 수석대표인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EIG를 대표하여 한 발언을 통해, 공공기술 이전에
관한 기술이전전문가그룹의 활동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을 촉진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를 두고 선진국에 대한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하여 반대를 표명
했다.474) COP10에서도 특별한 활동 없이 수석대표 곽결호 환경부장관
의 EIG를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회원국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
하면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새로운 온실가
스 감축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전․확
산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
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멕시코, 일본 등과 양자회담을 가졌다.475)
<표 5-11> 교토의정서 발효 이전 COP에서의 한국의 활동 및 입장
471) 국회사무처, 「제225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8호 (2001h. 11. 13.), pp. 4-6.
472) 국회사무처, 「제234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2002a. 9. 13.), pp. 3-4.
473)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참가 보고서」 (2002b. 10.), pp. 35-37.
474) 환경부, 「제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COP9) 참가결과자료집」 (2003b.
12.), p. 22, pp. 32-34.
475) 환경부,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COP10) 참가결과 자료집」 (2004.
12.), pp. 6-10, pp.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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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1

2

참석
입장
홍순영 주독대사(수석대표) 등 선진국 대상의 공약 강화 및 대개도국 기술이전의
정부 및 민간 관계자 22명
중요성 강조
선준영 주제네바 대사(수석
대표) 등 정부 및 민간 관계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필요성 강조
자 20명
윤여준
환경부장관(수석대 우리나라의 어려운 입장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3

표) 등 정부 및 민간 관계자 의 전환 추진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발
17명
최재욱

4

표) 등 정부 및 민간 관계자 책임 원칙’과 감축의무 참여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
9명
김명자

5

적 노력에 대하여 연설
환경부장관(수석대 개도국의 의무부담 관련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한 일정한 유예기간 필요성 강조
환경부장관(수석대

표) 등 정부 및 민간 관계자
18명
김명자

환경부장관(수석대

6-1 표) 등 정부 및 민간 관계자
23명
정동수

자발적․비구속 조건하에 온실가스감축 참여 가능 의
사 최초 표명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환경건전성그룹(EIG) 결성, 일
방적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 구상 제안, 국
제사회의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노력에 대한 동

참 의사를 표명
환경부차관(수석대 CDM, 대 개도국 기술이전 등 교토의정서 이행의

6-2 표) 등 정부 및 민간 관계자 주요사안들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며, 일방적
27명
김명자
7

CDM에 대한 지지 교섭
환경부장관(수석대 국가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아시아그룹회의가

표) 등 정부 및 민간 관계자 처음 개최되어 우리나라도
40명
조원호 외교통상부 환경과학

8

심의관(수석대표)

등

정부

및 민간관계자 45명
한명숙
환경부장관(수석대
9

표) 등 정부 및 민간관계자
70명
곽결호

10

협조관계 조성, 브라질․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과 구체적인 협조관계 유지
EIG 협의 참여, 멕시코와 긴밀하게 공조, 우리나라
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발표
공공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개도국 공동
연구개발을 EIG를 대표하여 제안

환경부장관(수석대 EIG를 대표하여 개도국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온실

표) 등 정부 및 민간관계자 가스 감축 방식의 개발 촉구 및 선진국의 대개도국
76명

기술 이전 노력 요청

한국은 2002년 10월 30일 국회본회의의 비준동의안 가결476)을 거

476) 국회사무처, 「제234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2002b. 10. 3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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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11월 8일에 교토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477) 교토의정서 비준동의안
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규탄결의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
합토지관리계획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투
자의 자유화․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더불어 아무런 이
의 없이 국회의 비준을 얻었다. 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서는 인도 뉴델리
에서 2002년 10월 23일부터 열리게 될 COP8을 앞두고 친환경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둘러 비준 절차를 밟았던 것이
다.478) 당시 이 비준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상정했는데, 위원
회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강장석 수석전문위원은 종합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6월 ‘기후변화관계장관회의’에서 3차 공약기
간(2018년~2022년)부터 감축의무를 부담할 것을 검토한다는 결정
을 한 바 있으나, EU나 일본 등 부속서 I의 부국가들은 우리나라
에 대해 2차 공양기간(2013년~2017년) 중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들의
모임인 OECD회원국이면서 CO₂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점을 감안
하면 2005년부터 시작될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당장 우리
나라의 CO₂의 감축과 같은 직접적인 부담은 당장지지 않는다는
점과,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성장전략으로 인하여 이미 온실가스 배
출량이 세계 10위에 이르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동시에 선진
국가의 모임인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비준을 계속 미룰 경
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무엇보다
도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계가 미리 사
전에 충반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477) 이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191개국 중 97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이 기후변화 의제의
수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78) “2002년 10월 16일 이 특별위원회(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교토의정서비준동의
안을 200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자총회 기간 전에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시해 온 바 있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대한교토의정서비준동의안심사보고
서」 (2002. 10. 3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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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는 조속히 이 의정
서에 비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479)

3.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결과
1)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평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최초의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서 등장한 제1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대책’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다. 구체적
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한과 세부적인 감축 계획이 그것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타국의 대응정책에 대한 정리는 잘 되어 있지만,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한에 대한 설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보니 계획이 단지 나열만 되어 있고 부분별․세
부과제별 시행계획은 제시되지 있지 않고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도 에너지다소비산업 구조를 조정하
기 위한 전략이 없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 수요관리에 대해
언급만 하고 있는 수준일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정
책이 지속될 것이 예측되었던 것이다.480)
둘째, 내용에서 국가전략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 들어가지 않은 채,
단지 온실가스 저감 부분의 대책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컨대 국가의
지속발전 틀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
할 것인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한 요소인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
전반의 영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기후변화의 다
양한 불확실성 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기
존 정책과의 조화 및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이다.481)
479)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2, pp.15-17.
480) 이상훈, 2000,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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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제1차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은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산자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36개 과제
의 주관기관을 살펴보면 산자부가 19개, 환경부가 9개, 건교부 5개, 과
기부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절반 이상이 산자부 주관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양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4.1.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근거법
령제정‘ 과제가 환경부 주관인 것을 제외하면 중요한 과제는 모두 산자
부 주관으로 되어 있다.
제2차 종합대책을 거쳐 제3차 종합대책 및 그 수정판에 이르기까
지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의 90개 과제에 대한 예산계획을 살펴보면 기존의 문제점들이
다시금 여실히 드러난다. 제3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2005~2007년 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표 5-12> 제3차 정부종합대책 부문별 소요예산 계획(2005~2007)482)
(단위: 억원)

기후변화

구분
협상 기반 구축
온실가스 관련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개발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교육․홍보
교토 메커니즘 활용기반 구축
통합형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공급 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건물 에너지 관리
수송․교통 부문 에너지 관리
환경․폐기물 부문
농축산․임업 부문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구축

적응기반

생태계 및 건강영향평가 관련 연구개

구축사업

발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

2005

2006

2007

1
14
3,069
57
9
10,123
26,583
46
10
321
14,421
4,064
19

2
20
5,362
85
17
13,251
34,401
46
1
1,078
14,580
4,607
49

2
20
6,497
92
25
14,130
38,574
47
33
691
14,905
4,636
36

23

46

51

58,760

73,545

79,739

계

15,272

196,548

224
214,807

먼저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부문에서는, 5개의 항목 중 온실가스

481)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 (2002. 4.), p. 119.
482)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200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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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관련 연구개발에 예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즉,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개발, 자원 개발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 ‘하드웨어’적 측면
을 크게 중시한 것이다. 반면, 외통부가 전담하고 있는 협상 기반 구축
을 위해서는 단지 1~2억원만 할당되어 있으며,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온실가스 관련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에는 9~25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교육․홍보와 교토 메커니즘 활용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은 예산이 할당되어 있다. ‘하드웨
어’적 측면에 비해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정책을 도외시한 예산 편성 구
조인 것이다.
다음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부문에서는, 7개 부문 중 조
단위의 예산을 받는 통합형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공급 부문 온실가
스 감축, 환경․폐기물 부분의 3개 항목에 예산 편성이 집중되어 있고, 나
머지 4개는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건물․에너지 관리
에는 1~33억원 정도가, 수송․교통부문 에너지 관리에는 321~1,078억원
이 할당되어 있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적은데, 그 내용조차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강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규제 도입,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ETCS)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자동차공회전 규
제 강화 등이 망라되어 있어 뚜렷한 목적없이 ‘백화점식 나열’로 이루어
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483) 게다가 환경․폐기물
부문에 매년 1조 4천억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
면 공단폐수처리장 확충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확충사업, 하수처리
장 확충, 폐기물 매립지 자원화사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 바이오디젤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라는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런 상황을 두고 환경학자인 홍욱희는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비
판을 가한 바 있다.
“이처럼 폐수 처리시절 관련 사업이나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 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설치 사업이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483) 이상훈과의 인터뷰(201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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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대책이 사실은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사업들 중에서 에너지 절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한데 모아놓은, 그야말로 백화점식 구색 맞추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 유감스러운 점은
이런 구색 맞추기가 정부 관련 부처들의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
기 위한 경쟁으로 비화되면서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484)

즉, 예전부터 시행해오던 정책들이거나, 정부의 업무 중 기후변화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모두 모아서 90개 과제로 열
거하여 편성한 까닭에, 통합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1조
4,80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나와
있지 않았던 것이다.485)
또한 예산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
부종합대책이 3차까지 나오는 동안 한 번도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목표가 설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국
가별 목표에는 특정기간까지 어느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
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교토의정서 비준 이후에
수립된 제3차 종합대책에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
다.486)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하여 시종일관 수동, 편승, 그리고 침묵
으로 일관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2) 기후변화협약 대책기구 평가
(1)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는 범정부 조직을 아우르는 방대한 기구였
으나 여러 면에서 유명무실한 면모를 드러내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첫
484) 홍욱희, 『위기의 환경주의 오류의 환경정책』 (서울: 지성사, 2008), pp. 453-454.
485) 박진섭, 명호,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제안』 (서울: 생태지평, 2008), p. 180.
486) 한국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1월 17일이
었다. 이 때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이라는,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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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범정부 기구로 출범한 이상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하
는 것이 기구의 핵심적인 역할인데, 부처 간 업무조정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조정 기능을 맡은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487)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488)였다는 점
과, 국내의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와 이 뒷
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기후변화협약 대응기구로서 출범된 기구
의 한계였다.
2000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조정
부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 기구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음.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간의 업무조정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이 약한 것
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기후변화협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
시로 바뀜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됨.”489)

기후변화 협상대책 및 조치를 둘러싸고 외통부, 산자부, 환경부의
의견이 모두 달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을 담당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COP에서의 협
상, 기후변화 관련 입법추진, ET 도입을 둘러싼 논쟁 등에서 산자부, 환
경부, 외통부는 거의 언제나 의견 충돌을 일으켰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를 조정할 능력이 없었다.490) 국회 기후변화협약특별위원회에서 새천
년민주당의 김택기 의원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는 국무
조정실의 조정 기능이 부족함을 말하며 환경부와 산자부 중 한 기관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487)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pp. 116-117.
488)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기후변화협약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둔다.“
489)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0, p. 60.
490) 이상훈과의 인터뷰(201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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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기 의원: ... 국무총리실이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후
변화업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기관이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겠느냐, 환경부와 산자부... 환경부는 정당성이 있고 산자부
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예산․인원․조직 등 업무가 많이 배정되어 있
기 때문에 산자부가 더 낫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국제협력관 김종천: ... 기후변화협약 대책업무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고, 당사국 총회 수석대표로 환경부장관이 나오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1․2차 당사국 총회 때 수석대표를 외교통상부에
서 갔습니다마는 모든 국가가 환경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오기 때문
에...
김택기 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환경부
가 그렇게 힘 있고 영향력 있는 부처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부처나 열한 개 부처가 모였을 대 과연 그것을 조
정할 수 있는지... 환경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서 총리실이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이 있
으십니까?
김종천 협력관: 환경부가 주관하느냐 국무조정실에 조정기능을 주
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책기구의 문제는 아무런 훈령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491)

둘째, 조직의 운영상황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수준이었다. 당시
기후변화협약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준 환경시민단체였
던 환경운동연합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상훈은 범정부 대책기구를 두
고 “껍데기만 있고 작동하지 않았던 형식적 기구”였다고 비판하면서, 조
직은 방대했지만 기후변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491) 국회사무처, 「제220회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2001e. 4. 26.),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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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실에는 산업심의관 아래 사무관 한 명이
국무조정실이 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 업무 통합과 조정의 실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 사무관은 다른 산업정책 업무와 병행해서 기
후변화 관련 업무를 맡는다. 예를 들어 당시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관련한 갈등이 부안에서 전국 차원으로 번진 사건이 있자 기후변
화 관련 업무 쪽은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실무조정회의와 대책
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자원부의 경우 자원정책과에
서 기후변화협약을 담당한다. 자원정책과에서도 담당 사무관은 여
러 업무 중 하나로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
부는 지구환경과 사무관이 여러 환경협약 중 하나로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 동향 파악과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외교통상부에
서는 환경협력과에서 18개의 국제 환경협약과 ‘무역과 환경에 관
한 규제’의 하나로 기후변화협약 협상 대책을 담당한다. 주요 부서
사무관들도 마찬가지로 교토의정서 논의가 정체되고 국내에서 기
후변화협약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거나 다른 업무가 많아지면 기후
변화협약 쪽은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다. 해당 부처 다른 국
이나 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세부과제의 중간과정을 살피고 진행을
관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492)

실무회의 이하의 조직뿐 아니라 그 이상의 조직 역시 운영면에서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관계부처장관회의와 관계부처차관회의는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국가방향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는, 실무대책회의에서 각 부처 실무진들 간에 이미 협의된 사항들을 단
순히 승인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다.493) 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이호웅 의원은 실무대책회의의 상위조직인 관계부처차관
회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호웅 의원: 각 부서의 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그 이상
492) 이상훈과의 인터뷰(2012. 3. 22.).
493)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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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계시는 분들의 회의체는 없습니까?
맹정주 조정관: 그 위에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하는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이호웅 의원: 그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맹정주 조정관: 필요한 경우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웅 의원: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몇 번 열렸는지 알고 있어
요?
맹정주 조정관: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지금까지 한 번 열렸습니다.
이호웅 의원: 제가 질책하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또 수출․통상 등 여
러 부문에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동감해 가지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각 부처 간에도 협조관계 부
분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
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차관급회의는 각 부처 간의 기본전략이나
방향을 의논할 수 있는 회의체인데 그것이 1년에 한 번 모였다면
그것은 회의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494)

셋째, 공무원 순환보직제에 따른 관련부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면에서 큰 결함을 노출했다. 기후변화협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과 오랜 경험에 따른 협상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부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494) 국회사무처, 「제222회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2001f. 6. 5.),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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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외통부에서는 인사에서 협상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듯
했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산자부에서 담당 사무관의
임기를 늘이기도 했지만, 결국 순환근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
했다. 주요 부서에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라인이 비슷한 시기에 다 바뀐 경우도 있었다.“495)

기후변화협약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호웅 의원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결국 대외
협상 현장에서까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이호웅 의원: 우리 나라의 경우는 담당 전문가의 잦은 교체와 부처
간이나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기능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 있지 못
함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대외협상시 대표성이나 전문성, 일관성 또
는 우리나라 대표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도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
았는가 하는 우려도 하게 되었습니다.496)

(2)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단지 명칭만 바꿨을 뿐이라는 비판
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무실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의 국정감사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지니는 문제점들을 정
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운
영하여 오다가 2001년 9월에 국무총리령 제정으로 동 기구는 기
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로 개편되었음. 그러나, 동 위원회는 명칭이
바뀌고, 국무총리훈령으로 명문화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495) 이상훈과의 인터뷰(2012. 3. 22.).
496) 국회사무처, 2001e,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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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대책기구와 운영방식이 달라진 점이 거의 없음. 대책 수립과
정을 보면, bottom-up과정을 보이고 있는 바, 관련 부처별로 해당
부처의 대책을 수립하여 협약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약대책위원
회에서는 관련 부처별로 제시된 대책안을 취합하여 전문가 pool에
의한 자문 및 협약대책실무위원회 안의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 및
조정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음.
위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응체제 자체가 기후변화 및 기
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체제라기보다
는 조정 및 협의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체제로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동 위원회는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조정
능력 결여, 기후변화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전담 인력의 부족
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비상설 회의체로 인한 책임주체 결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497)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역시 범정부 대책기구와 마찬가지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한 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둘러싸고 각 부처들의 이견과 갈등의 폭이 깊었지만, 기후변화협
약대책위원회는 각 부처를 단순히 위원회 아래에 병렬적으로 늘어놓기만
하여 시스템 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즉,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주관 부처
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498) 이에 대해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

서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주관 부처 및 부처 간 협력의 부재로 인해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창 의원: 지금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서 주관 부처를

497)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2년도 국정감사자료집(ⅩⅣ)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02.
9.), pp. 120-121.
498) 당시 해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살펴보면 영국, 호주와 같이 책임부처가 존재하는
경우와 한국, 일본, 멕시코와 같이 부처별 협의체로 운영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러나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각료 협의체지만 환경청이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과 협의하여 기후변
화 대응 국가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멕시코 역시 각료급 위원회의 의장을 환경부 장관
이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책임부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2002,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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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위원회 체제로
되어서 아래에다 분야별로 각 반으로 해서 부처를 정해 놓았는데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하나의 다이어그램
으로는 아주 좋은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
문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리우환경회의 후에 정부에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499)

이재창 의원: 지금 정부에서 기후변화협약대책을 추진하는 체계도
를 보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태스크포스팀으로 움직이는 체계
는 되어 있지만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중요한 과제를 하나하나 처
리해 나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부처 간의 네트워
크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500)

부처 간 이견을 총괄하여 조정해야 할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한 점도 큰 문제였다.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에서 총괄 임무를
맡았던 곳은 6개의 실무작업반을 종합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맡은 실무
조정회의였다. 실무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경제조정관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경제조정관실에서 기후변화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심
의관 직책은 산업자원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의 의견이 산업자원부
와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501) 또한 산업심의관실의 담당 부처가 산업자
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산업 관련 부처였기 때문에 환경부보
다는 산업자원부와 더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었던 것도 국무조정실의 조
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502)

499) 국회사무처, 「제253회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2005a. 4. 28.), p.
21.
500) 국회사무처, 「제254회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2005b. 6. 30.), p.
19.
501) 김주진, 2007, p. 19.
502) 변종립, 2010,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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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정책
교토의정서 발표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기후변화종합대책)
이나 제도적 측면(기후변화 대책기구)에서 특별한 의지와 성과를 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법의 추진이 시
도된 바도 있었지만, 관료정치상의 갈등 결과 법적 구비는 참여정부 때
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법적인 대응 측면에서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곧 에너지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2004년 12월 15일, 노무현 정부는 국회 산자위에 ‘에너지기본법안’을
제출했다. 이어 2005년 1월 11일 유사한 내용을 지닌,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을 포함한 25인503)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과, 2005년 4월 11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을 포함한 10인504)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정치권의 중요 사안으로 부각
되었다.
그 때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 정책은 28개의 개별법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에너지원별 7개의 법률, 기능별 9개 법률, 기
관설립에 관한 6개 법률 및 기타 6개 법률을 합해 총 28개 법률을 중심
으로 28개의 시행령(대통령령) 및 28개의 시행규칙(부령)과 그 밖에 다
수의 고시․공고․훈련․예규 등의 행정규칙으로 에너지 관련 법제가 이루어
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포괄하는 기본원칙에 토대를 둔 일반
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지적이 있던 상황이었
다. 이런 파편화 된 법제 하에서는 당해 개별법 및 사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고, 개별법에 근거를 둔 정책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개별법들이 산업 부문에 주로 치
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대상영역인 에너지를 장기적․통합적인 시각에
503) 강재섭, 김광원, 김성조, 김재원, 김태환, 맹형규, 박재완, 안상수, 안택수, 엄호성, 염동연, 우
원식, 유기준, 이경재, 이덕모, 이상득, 이상배, 이윤성, 이인기, 이혜훈, 임인배, 주성영, 허천,
허태열, 황우여
504)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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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필요가 있으며, 기본법 부재에 따라 국내외 에너지환경에 대한 즉
각적이고 통일적인 적응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505) 결국
상기 세 개의 에너지기본법안은 국가의 에너지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장
기적․통합적으로 수립․관리해야 할 높은 필요성 하에서 나오게 된 것이
다.
에너지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①에
너지기본법의 목적 및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한
규정(1, 5조), ②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및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규정들로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세 가
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절차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규정(6, 8조),
③범정부차원의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치
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9, 10조), ④에
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한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규정
(11, 15조), ⑤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민간활동
의 지원 및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에 관란 규정(16, 18조).
동 법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관계 부처의 장관인 당연직위원 및 민
간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등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인의 간사위원을 두어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상정될 안건의
검토․조사․연구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정했다. 이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랑,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랑 등 11개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성격을 지니게 될 터였다.
이토록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의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부처
간에 몇 가지 쟁점이 발생했다. 첫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사무국을 산
505)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기본법안 심사보고서」 (2005c. 12.),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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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 안에 둘 것인가, 혹은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립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다. 에너지 관련 실무를 총괄해 온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사무국을
산하에 두고자 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산자부 산하에 사
무국을 설치한다면 이것이 기존 산자부의 에너지 담당 부처와 별반 다를
바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부 등 여타 부처의 공무원들의 파견에
도 불편함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2006년 말 국가에너
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무국은 산자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둘째,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 뿐 아니라
환경부, 과기부, 행자부 등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성격을 지닌 기관이
되었는데, 산자부와 환경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다. 그
이전까지 환경부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결합시켜 생각하지 않아왔고,
에너지 정책 관련하여 산자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상을 지닌 상태였
다. 하지만 환경 사안이 에너지 문제와 연관되자 환경부도 점차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역할 확대
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에너지 정책 총괄부처인 산자부
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기에 두 부처 입장의 조율
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셋째, 2000년에 설치되어 줄곧 대통령의 에너지 대책 자문기구로
서의 역할을 해 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기능중복이 문제가 되었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
해 질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
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에너지 정책 관련하여 기존
에 있었던 여러 민․관위원회와 법적으로 부여받은 위상이 다른 조직이었
기에, 대통령 자문을 위해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는 기능이 다르
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논쟁 끝에 결국 2006년 3월 3일 국회에서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에너지기본법은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의 에너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일반법률의 성격을 지닌 채, 개별 에너지자원법률을 종합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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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며, 헌법과 개별 에너지자원법률들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했
다.506)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개정안을 제안하며
그 이유로 ‘1990년대에 들어 EU․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
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
본협약의 발효 및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등 에너지소비에 대
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등 환
경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
지절약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체제를 마련하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
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업무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수급 환경변화
와 정책수요에 대처하려는 것’507)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개정이 국가 차
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국민의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된
다.508) 첫째, 개정안 4, 5, 8, 9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 차원
에서 CO₂배출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대규모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및 시설의 설치시
에 CO₂저감방안을 반드시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감노력
이 미흡할 경우에는 산자부 장관이 그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12, 100조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관리투자계획
을 강화했다. 수요관리투자제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3개 대규모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부하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기존법에는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강화했

506)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1호 (2011), p. 244.
507) 대한민국 정부,「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1998. 11. 26.), p. 1.
508)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1998. 12.),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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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21조 2항에서는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산업체의 특성이나 에너지소비구조에 합
당한 절약방법을 발굴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업이 스스로 그 해결방
법을 모색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13조에서는 고효율에너지 사용기자재
보급을 의무화했다. 기존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효율기자재 사
용을 권고할 수 있었을 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다섯째, 17, 18조에서는 기존에 효율기준, 효율표시, 효율등급
제도로 3원화되어 있던 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제도를 효율관리기자재제
도로 통합․일원화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정기
간 없이 즉시 생산․판매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6조 및
77조 2항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대행하는 에
너지절약기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범위를 확대시켰다.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05724호로 일부개정되
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2월에 다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존에 정부 부문에만 한정되었던 에너지사용의 문제를 민간
부문에 확대시킨 개정안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
다.509) 첫째, 8조1항 및 9조 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던 에너지사
용계획의 협의제도를 대규모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둘째, 19조에서는 자
동차 등 에너지효율의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효율관리기자재
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를 도입했다. 셋째, 58조 5항 및 8항을 통해 시․도지사는 유효기간이 경
과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검사대
상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는 25조, 51조, 56조, 89조 등과
더불어 에너지 관련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이양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3월 25일 법률
509)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안법률 심사보고서」(2002. 2.),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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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671호로 일부개정되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나타났고, 2003년 10월 30일 노무현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
화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등에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것‘510)이었
다. 즉, 이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으로
서의 온실가스배출 감축대책 수립‘을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4,
5, 15조에서는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국가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등에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12조 2항에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
로 수립․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에
너지사용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자 역시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에 투
자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셋째, 14조 2항에
서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실적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넷째, 22조 2항에서는 등록기준에 미달하
는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그 등록취소일로부
터 2년 동안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등록취
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했다. 다섯째, 88조에서 에너지관리자로 신고된
자 및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채용
된 자에 대하여 산자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관리
의 효율적 수행과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도모했다. 이 개정안은 산
자위의 심사 및 수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3년 12월 30일 법
510)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3. 1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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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07018호로 일부개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교토의정서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고, 한
국은 UNFCCC에 1993년 12월 개도국 지위로 가입하여 구체적인 온실
가스 감축의무를 지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세계 9
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미리 대처하
고자 하는 정부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부처들 간 논의 없이 산자부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미경 의원은 기후
변화협약특별위원회에서 산자부 차관에게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미경 의원: ... 저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정책이야말로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조정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우선 산자부장관께 질의드리겠는데 그동안 산자부는 에너
지 이용과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
겠는가 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조기 참여 압력이 더 세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것 아닙
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을 정부입
법으로 예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
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산자부가 다시 이 법
안을 내면서 산자부의 주도성이 너무 뛰어나고 협력관계가 약해지
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2개나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자부가 유사한
법안을 다시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내놓기 전에
각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쳤는지 또 앞으로 환경부 등 관련 부
처와의 조율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차관 김칠두: ... 전체 CO₂배출량의 93%가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절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저희 부처로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하나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부분을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환경부가 개별관리하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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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미경 의원: 협의를 제대로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
까?
김칠두 차관: 물론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러
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경 의원: 환경부차관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관련 법률 두 가지
가 제출되어 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
는데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곽결호: 산자부의 에너지 관련 법이나 정책이 산업동력
원이나 일상생활의 동력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썼을 때 환경에 미
치는 영향, 말하자면 환경성이 앞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하고 현안이 걸려있는 대기오염총량제 등이 도입되면 당장 기업이
문 닫을 만큼 영향을 주는 쪽으로 제도가 가서는 안 되지만 어차
피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한다면 좀 더 빨리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고 그에 상응해서 국가의 재정지원도 병행해 나가
는 쪽으로...
이미경 의원: ...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을 때도 이것이 전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또 국무조정실이 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
부 내부 안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
다...511)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자, 노무현 정부는 이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
해512) 다시 한 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그 주
511) 국회사무처, 「제238회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2003. 4. 28.), pp.
11-12.
512)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안법률 심사보고서」(2005b. 1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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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3조 2항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둘째, 14조 2항과 3
항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하고 공
표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산자부 장관이 작성․공표하고, 온실가스 총배출
량 통계는 정부가 작성하도록 했다. 셋째, 24조 2항과 6항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에너지진단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
는 2005년 10월 24일에 제출되었고, 산자위의 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23일 법률 제07745호로 일부개정되었다.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개정
2001년 6월 12일 제222회 국회 제6차 국회본회의에서 오세훈 의원은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정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문제제기
를 한 바 있다.
오세훈 의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각
국의 에너지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CO₂배출의 주요요인으로 알려진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발입니다. 에너지 사용은 경제활동과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원의 확보는 그 나라의 안정
적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중요성에 걸맞은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에너지를 석유와
LNG에서 60%, 나머지 40%는 원자력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또
장기전략수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4% 내지 7%씩 에너지소
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안이하게도 이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로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있는 석유나 LNG는 40년 내지 60년, 원자력
의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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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불가능한 가정을 해도 앞으로 50년 정도의 매장량에 불과합
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2020년경부터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의 거
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의 에너지정책으
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의 모범국가였던 독일이나 에너지
의 국내자급이 가능한 덴마크가 원자력정책을 포기하고 대체에너
지 개발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
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은 기술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기술
이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만 경쟁력이 축적
될 수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입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비롯해서, 독일처럼 장기적인 비전하에
민간을 유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513)

이한동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는 88년부터 태양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
말 기준 4,129억원을 투자해서 기술개발과 상용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
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00년 기준 국내 에너지 수요의 1.1%에 해당
하는 대체에너지 비율을 2003년까지 2%로 제고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2001년 2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
으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지원예산도 2000년 500억
원에서 2001년 670억원으로 증가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
다.514) 즉, 정부는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점차 확대해가고자
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이를 구체화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안 및 세부정책의 구비 및 시행이 필수적이었지만, 한국은 2005년까

513) 국회사무처, 「제222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2001g. 6. 12.), p. 22.
514) 국회사무처, 2001g,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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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할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자 이를 비준한 선
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의 감축의무를 단계적으로 부담
하게 되었고, 한국 역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중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따라
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 신재
생에너지의 보급실적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으로 환산 가능하므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산출이 가능하다
는 면에서 개정안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
다.
이에 2005년 12월 29일에는 민주당 우제항 의원을 포함한 13
인515)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의 이유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환경보전에는 당연히 온실가
스 배출의 저감이 포함되는 바,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법
의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있어서 기후변
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었다.516)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기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1조에 추가했으며, 둘째, 신재생에너지
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 기
술개발․이용․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할 것을 5조 2항 3호
의 2에 신설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 9월 27일 법률
515) 우제항, 김교흥, 김명자, 백원우, 변재일, 신학용, 양형일, 우윤근, 이시종, 이호웅, 조경태, 최
재성, 한광원
516)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
서」(2006. 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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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998호로 일부개정되었다.

4. 소결: ‘수동형’ 대응 정책과 함의
한국이 전지구적 기후변화 의제의 영향 하에 놓인 계기가 된 것은 1992
년 UNCED의 리우 선언이었다. 리우 선언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
되는 책임’이 강조되어 선진국 책임론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한국은 개
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선진국의 대 개도국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
다는 주장에 동참하여 이를 권유하는 리우 선언 제7원칙의 탄생에 일조
했다. 리우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리우 선언 후속조치를 차질없
이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 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구성했으나, 4년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지되고 말았다.
김영삼의 문민정부 시기에 이르러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중
요 사항들이 이루어졌다. 1993년 12월 14일 한국은 UNFCCC 가입을
비준했고, 1996년 10월 11일에는 OECD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아 그해
12월에 정식으로 가입국이 되었으며, 1997년 12월 11일에는 교토의정
서의 채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
면서도 개도국 지위의 유지를 인정받은 한국은,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
받게 되었다. 교토의정서 채택을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선진국들은 선
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
도국들은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
력히 반발했으며 한국도 개도국 입장에 서서 이에 동조했다. 결국 교토
의정서는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되는 책임’ 원칙, 즉 선진국 책임론을 채
택하여 일정 기간 개도국의 의무부담을 면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
직까지 불완전한 합의였으며, 미국을 필두로 한 일부 선진국들은 개도국
의 구속력 있는 참여를 요구하면서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유예한 상태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 가입국이자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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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서는 국제적인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는 자발적
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국내적으로 시행할 것을 신중히 검토했다.
한국 정부 및 여론은 교토의정서의 역사적 의의와 이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대중
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수준으로 제도적․정책적 대
응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로 진보 계열 대통령이 된 김대
중은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협약 대책기구를 창설하고, 종합 기후변
화 프로그램인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
화 대응체계를 구축하려 했다.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자발적 감축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독특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교섭단체인
EIG를 구성했으며, 다자적 CDM을 독자적으로 제안하는 등 기후변화 외
교를 강화했다. 한국의 교토의정서 가입 및 비준이 이루어진 것도 국민
의 정부 시기의 일이다.
하지만 문민정부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에 직
면한 한국으로서는 기후변화 사안에 큰 정치적 신경을 쏟을 여력이 없었
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한
국의 산업구조를 총체적으로 재편하여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더욱 약화시
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경제회복과 신자유
주의가 국정기조인 상황 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
겨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교토의정
서 탈퇴로 인한 협약 자체의 유명무실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
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종합법 발안 과정에서의 산
자부와 환경부 간 관료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결국 기후변화 대응의 측
면에서 기존 정부들보다는 더 향상된 노력과 의지를 보였던 김대중 정부
로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소극적인 자세로 추이를 지켜
보게 되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기에 들어서도 한국의 소극적인 입장은 지속
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기존의 대책들보
다는 다소 진전된 면을 보였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부재, 친기업적
인 산자부 중심의 계획, 기존 환경․에너지 정책들의 포장이라는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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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시기에 이어
기후변화종합법의 제정에도 다시 한 번 실패하여,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기본법의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했다. 2005년 2월, 국제사
회에서는 미국의 탈퇴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였던 교토의정서가 러시아
의 비준 가결로 인해 극적으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때까
지도 구체적인 대응책 없이 추세를 소극적으로 관망하며 수동적인 입장
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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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기후변화와 국가 대응의 정치학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요구에 직면한 국가행위자들은 자신들
이 위치한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각각 상이한 형태로 대응 정책을 수립․
형성했다. 국가 대응의 정책적 유형을 결정한 조건들은 크게 경제적 이
익, 정치제도, 외부압력 인식, 정책결정자의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FCCC의 상이한 입장을 각기 대표하는 영국, 미국, 한국
이라는 세 나라가 이러한 네 개의 국가적 조건들에 따라 어떻게 각각 주
도형, 거부형, 수동형이라는 대응 유형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탐구했다.
1)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 영국, 미국, 한국은 모두 에너지 다소비
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2005년 기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에서 각각 세계 11위, 1위,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배출량을 보이
고 있었다. 이것은 곧 삼국이 공히 기후변화 대응 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프
로그램을 수립하여 국가구조 전체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
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온 반면,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이유
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여 국제사회의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에서 이탈함
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거부자로서
행동했다. 한국은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서 대응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을 최소
화하고자 의도한 채 추이를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행태를 보였다.
영국의 선도적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가스로의

돌진’으로

표현되는

우연

차원의

요소고,

다른

하나는

CCP2000으로 대표되는 의지 차원의 요소다. Ⅲ장에서 상세히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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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CO₂감축에 대한 수사적인 공약만 제시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던 영국이 공약을 달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가스로의 돌진’
때문이었다. 대처 내각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높은 비효율성
을 보이고 있던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면서, 전력산업 부문의 민영화도 이
루어지게 되었다. 민영화 이전에는 석탄이 전력발전의 가장 주된 에너지
였기 때문에, 당시 석탄산업계와 전력산업계는 굳건한 연계를 보이며 영
국의 전력발전을 독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처는 전력산업을 민영화하
고,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보호를 해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력발전을 위한 에
너지원을 점차 석탄 대신 천연가스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천연가스는
이미 가격경쟁에 뛰어들어 있던 상황이었지만, 석탄은 뒤늦게 경쟁에 노
출된만큼 가격경쟁에서 천연가스에 뒤쳐졌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초에 전력산업계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연료는
천연가스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석탄 대신 천연가스로
‘돌진’하게 되었으며,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CCGT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가스로의 돌진’ 현상이었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특별한 정책이나 개입이 없이도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부수
적 효과로 인해 방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스로의 돌진’이라는 부수효과가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일정한 몫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가능하게 했던 더 중요한 요인은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내각의 강력하
고도 구체적인 기후변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이었다. ‘가스로의 돌진’이 온
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비중은 25% 뿐이었으며, 그 외에 에너지 효율 개
선, CO₂외의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연료,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의 정책적 수단들이 감축 비중의 75%를 이루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
한 바 있다. 블레어 집권 이전 ‘가스로의 돌진’이 영국 CO₂배출량 감축
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나, 추가적인 연료 전환에 한계가 있었다는
면과 당시 에너지 공급과 산업계를 제외한 부문의 CO₂배출량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블레어 정부가 공약한 ‘20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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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기준으로 20% 수준의 CO₂감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국내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했던 것이다.
이에 블레어는 내각의 의뢰로 작성된 마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국가이익을 국제적 의제에 조화시켜 새롭고도 장기적인 방식으로 국가이
익을 재정의했다. 이는 국제규범적인 요인에 의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이
일정 부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셜 보고서에서는 영국 국내의 산
업계와 운송 부문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의 모든 부문들을 아우르는
전략의 수립을 강조했는데, 그 결과 CCL과 같은 경제적 방법을 비롯하
여 규제, 자발적 협정, 보조금, 그리고 기타 방식이 모두 활용되어 최대
한의 결합 효과를 낼 수 있는 ‘혼합적 접근’에 의한 기후변화프로그램인
CCP2000이 수립되게 되었다. 산업계에서는 그들이 입을 피해를 계산하
여 마셜 보고서를 비판했지만, 블레어 내각은 강경책과 유화책을 병행하
여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영국은 CCP2000에서 공약한 목표치(2010년까지 1990
년 수준의 20% 이하로 CO₂배출량 감축)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의 사례는 국가이익 개념이 국제사회의 규범적 의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를 거부하게 된 경우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
째,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및 CO₂배출량에서 모두 세계
최고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 다소비적 산업국가였다. 둘째, 온실가스 중
주로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 비롯되는 CO₂가 무려 85%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다. 셋째,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는 대국으로서 미국이 보유
한 삼림과 농지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 작용하는 면이 많았
다.
이 세 가지 특징은 기후변화 의제의 형성 과정에서 있어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해준다. 첫째,
미국은 세계 최고의 화석에너지 다소비적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기후변
화에 대응하여 감축정책을 시행할 경우 큰 비용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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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미국 산업계에서는 전방위적인 반대 로비를 펼쳤으며, 산업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도 국가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히 반대하게 되었다. 둘째,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CO₂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감
축목표로 하는 온실가스의 종류를 늘리고자 했다. EU에서는 주로 에너
지 및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며, 가장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인 CO₂로 목표를 한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외에도
CH₄, N₂O,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추가할 것을 국제
사회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이를 관철시켰다. 셋째, 미국은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 여타 대규모 영토국들에 비해 농업 및 임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삼림과 농지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 기능하는 면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협상의 장에서
LULUCF에 의한 흡수를 모두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에서는 자연
적으로 일어나는 온실가스 제거 현상까지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는 교토의정서의 정신을 훼손시
킨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탈퇴했
고, EU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해 LULUCF에 의한 크레딧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구조
는 미국의 이익에 부응하여 형성된 부분이 많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목
표로 삼는 온실가스의 종류를 6개로 늘렸고, 대응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광범위한 흡수원을 인정했다. 또한 국내정책만으로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 간 거래 및 공동행동을 통한 배출
권을 인정해주는 시장 기제를 핵심적인 실행방식으로 포함시키기도 했
다. 초강대국이자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미국의 협조가 없이는 기후
변화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국제사회의 판단 때문이
었다. 하지만 미국은 결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 훼손과 개도국들의 불참
을 이유로 들어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완전히 거부하는 결정을 내
렸다.
한편, 한국의 경우 경제적 이익 변수는 한국이 어떤 행동도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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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하지 않고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 속에서 수동적으로 추이를 지켜
보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 온실가스 배
출 세계 15위인 한국에서 대부분의 배출원인은 에너지 부문에서 나오는
CO₂였다. 2005년 배출된 총 온실가스 중 87%가 CO₂였으며, 배출 부
문 중 82%가 에너지 부문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부터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시작되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성장에 제동이 걸
리기까지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빠르게 증가해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과 경제성장이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매우 높은 화석에너지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었다. 2005년 기준 단일수
입품목 1위가 원유, 3위가 천연가스였으며, 전체에너지원 비중 중 석유
가 44.4%, 석탄이 24.0%를 차지할 정도로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높았다.
게다가 이 해의 에너지 해외수입의존도는 96.6%를 기록했다. 즉, 한국
의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은 에너지 부문이며, 이는 곧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부문의
개선임을 뜻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을 때 산업계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부문이
에너지 부문임을 국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의 부담을 지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효율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에너지 부문의 개선에 막
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의무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요구
에 부응하여 교토의정서 비준은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내적․대
외적으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인 자세
를 보였다. 대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큰 효과 없
이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는 차원에서만 대응방안 및 대응제도의 수립이
이루어졌고,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기한의 공약 없이 자발
적․비구속적인 노력을 국제사회에 막연히 표명하는 선에서 기후변화 자
체에 대한 대응이 아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만이 이루어졌던 것이
다. 한국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순응하는 모습을 표명하고자
소극적이나마 대응체계를 수립했지만, 규범적 성격을 지닌 국제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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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국가이익 개념 자체의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정치제도
영국, 한국, 미국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의 정치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OECD에 가입한 34개의 세계 최선진국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몇 가지 제도적 측면에
서 세 국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를 보
면 영국은 의원내각제,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치
공학적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의 분리 원칙을 실현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융합적인 관계에 있는 정치체제다. 따
라서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의 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을 지닌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제에도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최초로 발명한 국가로서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 하
에서 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받는 대통령제를 발달시켜 왔지만, 한국은
제왕적 권력을 지니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가 오래 지속되어오다 민주화
이후에야 비로소 다소의 권력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국가구조의 측면에서 영국은 중앙집권적 주권국가임과 동시
에 EU의 회원국이며, 한국은 중앙집권제, 미국은 연방제 국가다. 따라서
영국은 독자적인 국내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자신이 회원국으로 있는 EU
의 입장과 항상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국제기후변화협상의 장에서도 단
일국가가 아닌 EU라는 연합체로서 의견을 통일하여 임해야 한다. 이와
는 달리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 하부단위의 주들은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독자적인 외교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연방의 입장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중앙집권형 국가로서 어떠한 국내외의
제도적 제약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이점 이외에도 세 국가의 특수한 관료정치적 상
황은 정치제도상의 세 번째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친환경적 입장을 대변하는 EPA의 규제활
동 및 각종 기후변화 대응조치들에 반대하여, 위원회 혹은 의회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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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PA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영국은 정치와 행
정의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는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대통령제에 비해 관
료정치적인 측면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메이어 내각 당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속도를 두고 환경부와 에너지부 사이에 알력이 발생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산업계의 입장을 중시하는 산자부와 환경보호
측면을 중시하는 환경부 간의 갈등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계획의 수립 시
크게 부각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의 조정 능력 상실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환경부에 비해 힘이 강한 산자부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된 대응책이 수립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영국의 정치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영국은 주
권을 지닌 의원내각제 국가임과 동시에 EU의 지도적인 회원국 중 하나
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제도적 측면은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서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국가적 측면을 살펴보면, 영국은 의
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과 입법권이 융합적으로 상호의
존하는 특성을 지닌다.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의회
의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각 행정부처의 수장을 맡는 내각의 각료들 역
시 의회의 의원을 겸직한다. 따라서 의회 다수파의 지지가 유지되는 한
내각은 원하는 방식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영국에서 의회의 의사 및 결정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데, 이는 영국의 정치체제가 국민주권이 아닌 의회주권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국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이
자 입법부를 겸하는 내각은 정책집행의 면에서 높은 권한과 효율성을 지
니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이러한 면모는 여실히 드러났는
데, 노동당 집권 이후 혁신적인 기후변화정책이 수립되었을 때 이는 내
각의 의지뿐만 아니라 곧 의회의 의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행
정부가 세운 정책은 곧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내
각을 장악한 다수당의 정책계획은 곧 국가정책으로 실현되어 강력한 추
진력을 얻는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가외적 측면에서 영국은 EU라는 정치연합체의 회원국
으로 존재한다. UNFCCC에서 EU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교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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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비준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행위자임과 동시에 단일한 교섭주체
로서 통일된 하나의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EU의 회원국들
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협상장에서 내세울 단일한 입장을 도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EU는 전체평균 8%라는 목표를 공
약했는데, 이는 교토의정서와는 별개로 EU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여기서 영국은 제1차 공약
기간 내에 12.5%를 배정받았는데, 블레어 내각은 CCP2000을 수립하면
서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 CO₂감축을 공약함으로써 부여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는 국내적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의제를 주도하는 EU 내에서도 영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
와 자신감이 들어있었다.
반면 미국의 정치제도적 특징은 거부형 대응정책 유형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행정권과 입법권의 철저한 분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의회는
경제적 이익 수호를 이유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연방제라는 국가구조의 특징으로 인
해 연방 하부단위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
하고 연방 차원에서는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의제의
거부자라는 정책적 대응 유형으로 귀결되었다. 미국의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분리하여 정치적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
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의 비준이나 국가 차원의 기후변
화 대응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게다가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분화 되어 있어 두 의회가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법규범의 승인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연히 미국의
정책수립 과정은 구조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다. 예컨대, 교
토의정서와 같은 국제조약을 비준하려면 우선 상원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환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환경법 및 환경정책이 통과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더
하여 의원 개개인이 자율성을 지닌 미국 의회의 성격상 민주당 역시 국
가 및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입법에는 보수적인 대응 행태를 보
여 왔다.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 상원은 비준을 허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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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넘어,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조약을 모두 거부하는 버드-해겔 결의
안과 교토의정서 관련 행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집행조차 원천봉쇄한 놀
렌버그 조항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사용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제
도적 특징으로 인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에 실패하고 결국 탈퇴까지 하는 거부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미국 정치제도의 두 번째 특징인 연방제로서의 국가구조 역시 첫
번째 특징과 맞물려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거부를
야기했다. 미국은 헌법상 주들의 독립권을 다수 보장하는 연방제를 취하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막대한 연방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주들 간의 이해충돌이 생기
면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연방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은 헌법 제정 당
시의 의도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국
제적인 사안들의 경우 최종적인 권한은 연방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에 대해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능가하는 권한을 갖
지 못한다. 따라서 ‘거부형’의 입장을 지닌 연방정부의 결정에 이견을 지
닌 주정부들이 존재할지라도 주 차원을 넘는 법 및 정책에 대해서는 연
방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미
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를 전후로 하여, 연방 하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후
변화 대응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주정부는 독자적으로, 혹은 다른 주들
과 연합하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수립했고, 에너지효율을 제고했
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했다. 비록 이러한 움직임이 연방차원으
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규범적 국제의제 수용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정치제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강력한 권한을 가
진 대통령의 역할과 관료주의적 갈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대
통령의 권력을 그렇게 막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시대를 거치며 대통령의 힘은 ‘제왕적’이라고 불릴 만큼 증폭되어 왔다.
대통령은 의회나 법원의 견제를 거의 받지 않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
으며, 민주화 진전 이전에는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과 관료들과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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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헌법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통할
권을 지닌 국무총리의 존재도 유명무실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명이 없이
는 국무총리가 독자적으로 행정부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면모는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사실상 모든 기후변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라고 볼 수 있으
며, 이 때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
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2회에 걸쳐 수립
했다. 국내정책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COP에서 EIG를 구성하여 한
국의 입장을 표명했고,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
다. 김대중에 이어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에너지
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인 측면이 있
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발효 이전 한국 정부가 취한 대응들은 대부분 소
극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말았다.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하의
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고, 에너지 및 산업 부문에 대한 심
도 있는 고려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 없이 작성된 구상들은 기존 정
책들의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한국의 적극
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등장은 2008년 이후의 또 한 명의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한국의 제도적 측면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관료정치적 특성
이다.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조정을 맡은 국무조정실, 협상을
맡은 외통부, 에너지와 산업을 맡은 산자부, 환경을 맡은 환경부, 농림을
맡은 농림부, 연구개발을 맡은 과기부의 6개 부처가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보인 부처
는 산자부와 환경부였다. 환경부는 COP에서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
는 부처로서 이 사안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지만, 기후변화 문제
의 핵심인 에너지와 산업을 담당하는 산자부가 더 실질적인 권한과 막강
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기후변화종합법 제정 시
도가 산자부의 저항으로 무산되었고, 교토의정서 이전 세 번에 걸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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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응책에서는 산자부의 산업논리가 환경부의 환경논리를 압도하는 형
태로 나타나는 등 두 부처 간의 갈등은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과정에
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산자부의 상대적인 우세로 인해,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에서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에너지 및 산
업 중심의 계획이 주를 이루는 비대칭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3) 외부압력 인식
국가의 외부압력에 대한 인식은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규정되
는지의 문제와 연관된다.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 국
제적 압력에 대한 취약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에
대한 민감성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세 국가의 경우, 영국은 EU의 지도국, 미국
은 국제체제의 패권국, 한국은 기후변화 사안에서는 개도국임과 동시에
OECD에 가입한 중견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지위의 차이
에 의해 국제 압력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이는 상이
한 정책적 대응의 차이로 귀결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에 대한
국가별 민감성의 차이는 기후변화 사안과 같이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안의 수용의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 중 하나다. 국제사회에서 사안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을 때 이에 순응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평판을 낮추는
행동이며, 적극적인 순응은 국가의 도덕성을 높여 명성을 상승시킨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윤리적 요소들이 국가에 가하는 영향력이다.
영국의 경우는 국가가 국제 압력의 객체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의제
순응을 통해 압력의 주체도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기후변
화 대응의 가장 큰 압력 주체는 UNFCCC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EU의 주도적인 역할과 지도력에 의해 유지․발전되어 왔다.
EU를 제외한 여타의 선진국들이 적극적 대응을 망설이거나 이에 반대하
고 있을 때, EU는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을 능가하는 온실가스 감축 공약
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행
태는 EU가 전지구적 기후변화 의제의 영향을 받는 수용자임과 동시에,
그 형성 및 확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압력주체였음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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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는 기후변화라는 규범적 의제에 대한 규범기업가이자 선구적인
규범수용자, 그리고 주도적인 규범전파자로서 EU 내부뿐만 아니라
UNFCCC 회원국 전체에 영향을 미쳐왔다.
영국은 독일과 더불어 EU의 기후변화정책을 이끄는 양대 국가 중
하나다. 대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구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함으로
써 국제적인 평판을 높인 영국은 대외적으로도 EU의 주도국으로서 그
지위에 부합하는 활약을 보여주었다. 영국은 IPCC와 UNFCCC의 창설에
기여했으며, UNFCCC 협상에서 미국과 EU 사이의 알력을 조정하는 가
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실질적인 EU의 의장
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후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로 교토의정서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졌을 때, 영국은
EU의 주도국으로서 일본과 러시아를 설득하여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토의정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과정에
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도
EU의 공헌이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EU의 주도국이자 국제사회의 기
후변화 의제를 이끄는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압력에 순응할 뿐 아니라 이
를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여타 국가들에게도 압력, 설득, 지원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압박을 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규범적 의제의 확
산 과정에서 순응자이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영국과는 대조적으로,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할 것이 당연
시되었던 국제체제의 패권국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이의 저항주체로서
행동한 것이 미국의 사례다. 1980년대까지 국제환경조약의 적극적인 주
도자이자 국제 압력의 가장 강력한 주체 중 하나로서 행동해 온 미국은,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서는 주도형에서 거부형로서의 입장 변환을 겪었
다. 국제사회를 이끄는 패권국으로서의 책임감이 국내적 이익을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응방침을 수용할 경
우 미국이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강
력한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게끔 만든 결정적인 원
인이 되었다.
사실상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는 미국의 ‘거부형’ 대응정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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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후변화 사안에서 여타의 국가들이 국제
적 압력에 의해 국내적 행동의 변화를 겪었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
적 압력으로 인해 국제적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했다. 즉, 세계에서 가
장 강력한 패권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역학은 외부적인 평판에 대한 민
감성을 극도로 낮췄던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책의 형성을 주도하며, 자신의 이익을 대응의 원칙 및 시
행방안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이의 전지구적 확산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
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의 의회 및 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에 의
해 클린턴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대부분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에 더하
여 반(反)기후변화 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부시(43)에게 정권이
이전됨으로써,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책임도 국제사회에서의 평판도 외
면한 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유일한 선진국의 길을 선택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가 여타의 국가들에게 있
어 국제적 압력 변수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다. 2001년 3월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그 소멸
을 우려한 EU의 비준 요구가 거세지면서, 당시 비준을 미루고 있던 러
시아,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EU와 이를 완강
히 거부하는 미국의 압력에 동시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백지화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성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
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서 감축의무를 면제받은 개도국이었지만, 막대
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발개도국임과 동시에 선진국 클럽인
OECD 가입국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단 개
도국 신분을 인정받아 감축의무 면제는 받았지만,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국으로서 자발적인 감축을 시행해야 하며, OECD 가입국으로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도 곧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의 국제 압력 인식
이었다. 즉, 한국에는 선발개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느끼는
부담감과, 규범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판을 훼손당하지
않고자 하는 인식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지위와 인식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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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기후변화 대응 유형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저항적이지도 않은, 수동
형의 입장을 취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시기인 1998년 이래 한국은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 이후부터 의무부담에 동참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자발적이고도
비구속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주된 입장으로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제도적․정책적인 기후변화협약 대
응책을 마련하고, 외부적으로는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자국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
후변화 대응방침이 구체화되면서 선발개도국인 한국 역시 의무감축에 동
참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요구가 거세졌고, 한국의 입장 역시 외부적
압력에 대한 대응보다는 자율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변환되었
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자발적이고도 실질적인 동참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국제사회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제2차 공약기간인 2013년
부터는 의무부담을 지니게 될 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
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하지 못했으며, 교토의
정서의 발효 시까지도 한국의 입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외부로
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노력의 흔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되, 내부적으
로는 큰 변화 없이 수동적으로 국제사회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한국의
대응방식이었다.
4) 정책결정자
‘경제적 이익’, ‘정치제도’, ‘외부압력 인식’이 국가적 차원의 2차 이미지
변수라면, ‘정책결정자’는 개인적 차원의 1차 이미지를 대표하는 변수다.
본 연구에서 이는 대통령 및 총리와 같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이념적 성
향 및 개인적 성격과, 최고지도자에게 정책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
위자들의 역할을 보이기 위한 변수로 활용되었다. 최고지도자의 이념적
성향은 크게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당
제(영국, 미국) 혹은 양당제와 유사한 보수와 진보의 거대정당을 보유(한
국)한 경우 최고지도자는 양쪽 이념 중 하나를 대변하는 존재인 경우가
많다. 이 중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점진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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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진보는 온건사회주의의 원칙 하에 현상타파
적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이 환경정책에 반영되어
보수는 시장주의, 효율성, 성장 중심을 주요 원칙으로 삼는 반면, 진보는
생태주의, 지속가능성, 보존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지
도자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면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가능성이 높고,
반면 진보일 경우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념 요인에 더하여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과학자공동체, 시민단체, 산업체 등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들의 존재가 만들어낸 효과를 고찰하는 것은 1
차 이미지 차원의 설명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역사에서 최고지도자인 총리를 지낸 인물
은 대처, 메이저, 블레어의 세 명이다. 이 중 대처와 메이저는 보수계열
의 보수당 소속이었고, 블레어는 진보성향의 노동당 소속이었다. 보수당
소속 총리들은 그 이념적 특성을 국정운영에 투사하여 민간 부문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
라 환경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산업계를 중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조가 유지되었다. 1990년대 영국 CO₂감축
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가스로의 돌진’이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장원리의
우연적 효과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대처는 스스로가 화학과 출신의 과학자 총리로서 영국 최초로 기후
변화 의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켰고, 영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전지구적인 지구온난화 대책을 촉구하며 UNFCCC 설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지닌다. 이는 대처 주변에서 러브록, 위글리, 메이슨, 파
맨과 같은 명성높은 과학자들과 홀드게이트, 티켈 등 기후변화 대응에
찬성하는 관료들이 대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
지만 대처는 영국의 산업계를 위축시켜 경제적 이익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 대처의 뒤를 이
은 메이저도 기본적으로 대처와 입장이 동일했다. 메이저는 에너지 효율
을 제고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온실가
스 저감책을 추진했지만 이는 환경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고려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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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보수성향의 총리 시절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7년 5월, 보수당의 장기집권을 종식시키며 정권을 잡은 블레어
는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대내외적으로 주도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
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길’을 국정철학으로 삼은 블레어는,
기후변화 의제를 국가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자신과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최상의 의제로 인식했다.
블레어에게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의 동참 등 외교부문
에서 실추된 영국의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고, 기후변화 의제
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블레어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변화에 큰 영향력을 갖는 지도자로 활약했으며, 미국과 EU를 잇는 가교
적 존재로서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원칙의 형성에 기여했고, 미국의
탈퇴로 인한 교토의정서 존폐의 위기에서 전방위적 외교를 통해 다른 회
원국들을 설득하고 규합하여 기후변화 대응책의 법제화에 공헌했다. 국
내적으로도 CCP2000을 수립하여 에너지세를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들을 상당
수 수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감축목표 선정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
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기후변화 의제
는 곧 블레어 내각의 전매특허가 될 정도의 사안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진보 대통령의 존재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제도가 의
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후변화 사안에 대해 비서실장인 수누누의 의견을 가장 중시했던 부시
(41)는, 취임시의 친환경적인 공약을 지키지 않고 반환경주의자이자 친
기업중심의 사고관의 소유자였던 수누누의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반대자의 면모를 취했다. 따라서 진보성향의 클린턴과 고어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
자연히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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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은 선거캠페인 당시 부시(41)의 반환경적인 기후변화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주장했고, 고어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기후변화정책 전문가 중 한사람이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취임 직
후 기대에 부응하며 혁신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세제개혁 실
패와 이에 대한 정치적 타격, 미온적이고 비구속적인 기후변화 행동계획
의 수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획․추진하지 못했다. 게다가 의회
는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책들이 미국의 국익을 훼손
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러한 대내적인 난항을 겪는 사이 대외적으
로 고어는 UNFCCC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교토의정서를 채택
하는 결과를 이끌었으나, 이것 역시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발효조
차 위태로워지게 되었다. 결국 고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이 부
시(43)의 공화당에게 패배함으로써, 클린턴과 고어의 노력은 무위로 돌
아갔다.
부시(43)는 스스로가 석유회사의 CEO 출신이었고, 집권 후 그가
구성한 각료들의 명단은 석유,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후변화 대응에 반
대하는 산업계의 대표를 지낸 이들로 채워졌다. 부시(43)는 취임 직후부
터 미국의 이익수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했고 결
국 이에서 탈퇴함으로써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자체의 존속을
위협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독자적으로 모색함으
로써 국제사회의 공식 기후변화 대응조직인 UNFCCC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상을 보여주는 등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철저한 거부자로서
행동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진보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함
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
노태우, 김영삼의 보수 성향 대통령 시기에는 기후변화 사안은 국가의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의 UNFCCC의
가입이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었고, 김영삼의 문
민정부 시기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채택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응
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김영삼 시기에
는 세계화의 추진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추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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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사안은 주목받을 수
조차 없었다. 즉, 보수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와 성장의 논리가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논리를 완전히 압도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보를 대표하는 김대중의 집권 이후에는 제도적․정책적으
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수립되었고,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
에 전하는 기후변화외교가 시행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대
응 종합대책을 작성했고,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로
상설화했으며, 교토의정서의 가입과 비준을 모두 실행하는 성과를 올렸
다. 그러나 김대중에게 있어서 국가 최우선의 과제는 경제위기의 해결이
었다.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 한국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국가구조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 기업을 위축시
키는 온실가스 저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즉, 기
후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세계적 의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김대중의
의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에 분명히 드러났으나, 이를 구체적이고도
내실 있게 추진할만한 의지는 유지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
민의 정부에서도 역시 기후변화 사안은 경제논리와 기타 의제들에 밀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에도 이런 기조
가 유지되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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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삼국의 기후변화 대응 유형을 야기한 국내조건의 비교
조건
경제
적
이익

정치
제도

외부
압력
인식

세부사항

영국(주도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비용

․높으나 ‘가스로의 돌진’으로 인해 의도
하지 않은 비용 절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교토의정서 탄생과 외환위기가 겹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
의 입장과 영향력

․보통
․처음에는 정부 정책에 저항했으나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갈등 완화

․산업계의 저항과 로비력 매우 강함

․산업계 영향력 낮음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대통령
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권력융합형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일치

․대통령제
․권력분리형으로 의회의 대통령 견제

․국가구조(연방제, 중앙집권제)

․중앙집권제

․관료주의(부처간 이해 갈등)

․환경부 대 에너지부

․국제적 지위에 따른 취약성
인식
․국가 평판에 대한 민감성 인식

․EU의 주도국으로서 외부압력 인식 높
음
․평판 인식 높음
․대처: 보수, 화학 전공한 과학인, 기후
변화 대응 의식
․메이저: 보수, 기후변화 대응 경시
․블레어: 진보, 기후변화 대응 주도
․대처의 보좌진은 기후변화 대응 의식
․메이저의 보좌진은 기후변화 대응 경시
․블레어의 보좌진은 기후변화 대응 중시

․연방제
․EPA 대 에너지부, 상무부
․의회의 EPA 견제
․세계패권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외부압력
인식 낮음
․평판 인식 낮음

․대통령제
․의회의 견제가 크지 않은 제왕적 대
통령
․중앙집권제
․산자부가 사안을 주도하며 환경부와
대립
․개도국 지위지만 OECD 가입국으로
서 외부압력 인식 높음
․평판 인식 보통

․부시(41): 보수, 기후변화 대응 거부
․클린턴: 진보, 기후변화 대응 중시
․부시(43): 보수, 기후변화 대응 거부

․김영삼: 보수, 기후변화 대응 경시
․김대중: 진보, 기후변화 대응 중시
․노무현: 진보, 기후변화 대응 경시

․최고지도자의
보) 및 특성
정책
결정
자

이념(보수,

진

․정책결정자 보좌집단의 성향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자들의 역할(과학자,
시민단체, 산업체)

․과학자 역할 높음
․녹색당 존재

미국(거부형)

․부시(41) 및 부시(43)의 보좌진은 기후
변화 대응 거부
․클린턴의 보좌진은 기후변화 대응 중시
․한센 박사의 청문회 증언이 미국 내 기
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산업체의 영향력 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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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동형)

․기후변화 사안에서 보좌집단의 역할
미미
․과학자 및 시민사회의 역할 낮음

2. 결론 및 제언
기후변화 대응 사안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위기에 맞서, 모든 구성원들
이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원칙으
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특히 선진국의 무분별
한 개발우선주의에 의해 발생하게 되었다는 윤리적 부분과, 이것이 자연
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류는 대재앙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과학자공동체의 엄밀한 조사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다. 과학적 확실성과 사안의 윤리성은 기후변화 사안에 국제협력의 정
당성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몇몇 구성원들의 선택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순응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협력의 당위적 아이디어 단계로부터 구체적인 감축목표 및 기
한의 설정을 거쳐, 감축대상을 확정하고, 감축방식을 규정했으며, 순응
및 지원체제를 구비함으로써 다양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극복하고, 결국
국제사회의 동의하에 법제화되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제도화되었
다. 기후변화 사안이 법제화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위적 전제하에 기존의
선호 및 기대의 체제를 수정해왔다. 이에 순응하거나 또는 이를 거부하
는 국가도 예외 없이 규범적 사고의 틀에서 전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주체다. 정
당성을 확보한 국제적인 의제는 외부로부터 국가행위자에 영향을 미치지
만 이 과정 및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국가는 그 내부의 상황에 따
라 국제적 의제에 대한 상이한 대응 행태를 지니게 된다. 본 논문의 국
가별 사례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들은 그 내적조건들에 따라 주도
형, 거부형, 수동형이라는 세 가지 차별적인 대응 유형을 보였다. 이는
당위적 성격을 지닌 국제적 의제의 압력 하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자율성
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 즉 비용과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문제는
국가 대응의 특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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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압력에 의해 이익개념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이익체계 속에서 국가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
이 높다. 또한 국가가 채택한 여러 정치제도, 그리고 국가가 국제사회에
서 차지하는 위상과 스스로를 규정하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 국제적 사안
에 대한 대응의 유형 및 효율성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당
시 국가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성향과 그를 보좌하는 집단의 특징, 그리
고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여부도 국가적 대
응의 유형을 차별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기후변화 의제의정치적 부각부터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의한 대응책의 법제화 시기까지로 시간의 축을 한
정해서 다루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진행된 2013년 현재도 기후변화를
둘러싼 대응 논의는 지속적인 진화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영국, 미국,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하여 국가적

대응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UNFCCC의 당사국들은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COP13에서 제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새로운 대응체제를 모색한 발리 로드
맵(Bali Road Map)을 만들었고,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는 코펜하겐 합의(The Corpenhagen Accord)를 도출하여
제2차 공약기간 이후 포스트 교토 체제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517)
비록 코펜하겐 총회 이후 아직까지도 교토의정서에서 한층 더 진화
된 국제기후변화규범의 모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사
전예방을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
다는 결의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한을 각 국가 차원에서 공약하여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의 본체를 이루어 여전히 국
제사회의 당위적 행동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한 실행
방식의 핵심담론 또한 발전을 거듭하여, 신축성 체제인 ET, JI, CDM은
국내정책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개도국, 특히 선발개도국의 참여를 둘러
싼 실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은 포스트 교토체제의 가장 큰 쟁점으로 자
517) 정서용, 2011, pp. 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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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았으며, 이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이 향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
응방안의 진전에 있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화 이후 대응원칙의 계속되는 진화와 더불어 국가의 대응 또한
변화를 겪었다. 영국은 주도자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강화하여, 의지 및
정책의 면에서 세계 최선도적인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2006년 3월에 CCP2000을 더욱 강화한 CCP2006을 수립했고, 2008년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설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여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최소 8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잡았다.
기후변화 대응의 규범적 성격이 국가 운영원리에 내재화되어 정책, 제
도, 법의 측면에서 공히 영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2009년 공화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 정권이 다시 넘어갔으
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대통령이 된 오바마(Barack Obama)는 대선공약을 통해 강력한 온실가
스 감축목표(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를 수립하고, 청
정에너지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518) 하지만 미국을 기후변화 대응의 거부자로 만
들었던 대다수의 요소들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근본적인 인
식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여전히 미국
은 막대한 온실가스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회는 이를 용납
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519) 산업체의 저항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기후변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의료보험 개혁과 같은 기타 사안
518) “Obama Taps Nuclear for 80% Emissions Cut,“ World Nuclear News (November 20,
2008).
http://www.world-nuclear-news.org/EE-Obama_taps_nuclear_for_80_percent_GHG_cut-2011
089.html (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519)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저감을 규정한 기후변화법인 ‘청정에너지 및 안보
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일면 ‘왁스만-마키 법안(Waxman-Markey
Bill)’은 2009년 6월 26일 하원을 통과하여 미국의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불러일으
킨 바 있다. John M. Broder, "House Passes Bill to Address Threat of Climate Change,"
The New York Times (June 26, 2009).
http://www.nytimes.com/2009/06/27/us/politics/27climate.html (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하지만 결국 이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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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방 하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
응책 마련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미국은 2005년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거
부자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대응 유형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취임 첫해인 2008년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
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입니다. 녹색 기술(GT: Green Technology)과 청정 에너지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
노기술(NT), 문화산업기술(CT)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
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
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
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
입니다.”520)

이 비전의 일환으로 이명박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2005년 대비 4%) 감축한다는 감축목표 및 기한을 대한
민국 최초로 공약했고, 2011년 4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
정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책을
국내법으로 제도화시켰다.521) 동법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설
520) 이명박,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2008. 8. 15.).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view.php?uno=92&article_no=4&boar
d_no=P04 (검색일: 2012년 10월 30일)
5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외에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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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매5년마다의 수립 및 시행의 의무화, ‘에
너지기본계획’의 매5년마다의 수립 및 시행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녹색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을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외교’에도 전력을 기울여 최초로 한국의 힘
으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를 서울에 설립했고,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기조연설을 맡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알리고, 전지구적인 행동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522) 이러한
대내외적인 노력의 결과, 저먼워치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성과지표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이후 한국의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표 6-2> 세 국가의 기후변화성과지표 세계 순위523)

영국
미국
한국

2006
3위
52위
49위

2007
2위
53위
48위

2008
7위
55위
51위

2009
9위
58위
41위

2010
6위
53위
41위

2011
8위
54위
34위

2012
5위
52위
41위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내 및 외교정책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행태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524)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그동안 수동적으로만
대응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기후변화라는 정치적 의제를 선점하여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자 했던 이명박이라는 정책결정자 개인의 의지가
25.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 11. 15. 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 2. 22. 공포)의 기후변화 4대법이 이명박정부 시기에 만들어졌다.
522) 이명박, “President Lee Myung-bak’s Keynote Speech at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openhagen.” http://www.greengrowth.go.kr/?p=43681 (검색일: 2012년 10
월 30일)
523) Germanwatch, 2006-2012, "The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Bonn:
Germanwatch).
524) Lee in Marquina (ed.), 2010,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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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 의제의 전지구적 확
산에 의해 보다 긴 안목에서의 이익 개념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명박정부가 명시한 정책적 목표로서, 이는 지속가능성
보다 경제적 이익 추구에 더 정책적 중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일정 정도 노정한 것이다. 그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
게 보고 있으며, 녹색보다는 개발을 더 중시하고, 복지를 소홀히 한다.”
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525) 하지만 장기적으로 녹색기술을 통한 국
가이익의 창출이라는 의제를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기후변화 문제에 수동적인 대응
으로만 일관했던 한국 정부가 정책적․인식적 변환을 통해 주도형으로 접
근해 가고자 노력한 부분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의제 및 국가행위자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
라 계속 변화하여 새롭게 해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의제
는 지구기후의 안정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진화를 거듭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국가들의 대응방식도 함께 진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 참여 및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사안을
둘러싸고 ‘환경정의’의 새로운 담론들이 등장․발전할 것이며, 국가 차원
에서는 안보와 이익,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지속
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추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의 핵
심원칙 및 시행방식들이 국가행위자들에 의해 다시금 수정되거나 새로이
창조되는 과정과, 국가행위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의제
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이익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 대
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525) 전의찬, 「정부 기후변화정책 총괄평가 및 정책과제,」 in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이명박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정책과제,』 정책보고서 2012-02,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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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and National
Responses: Comparing Policy Actions to the
Kyoto Protocol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Sungjin Kim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the late 1980s, as scientific evidence began to steadily reveal
that climate change was a fact and that it was the consequence
of human actions, the need for political ac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was

magnified.

The

resulting

Kyoto

Protocol,

adopted

through international consensus, is in the position of being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system and framework by which nations
can respond to climate change. It is meaningful in that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recognizing not only the difficulty but
also the high costs required to take 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established a list of principles and goals, created rules, and
devised clear strategies as well as operational mechanisms to be
enforced for the very first time.
The individual nations faced with the demands of the climate
change

initiatives

within

the

Kyoto

Protocol,

developed

and

established different policies each based on their diverse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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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ose policie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major areas: economic interests, political
institutions, perception of external pressures and decision maker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s par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United Kingdom
(UK), the United States (US), and Republic of Korea were
impacted by the aforementioned four factors to each result in
different

response

types:

leading,

rejecting

and

passive,

respectively.
As a leader of the global climate change issue, the United
Kingdom took on a leading role in setting and expanding the
agenda externally. Domestically, it is at the vanguard, establishing
and carrying out domestic policies as a model for international
society. While the UK initially opposed the climate change agenda
and refused to commit to reducing greenhouse gases - citing the
reasons of scientific uncertainty and negative impact to national
competitiveness

-

it

gradually

acknowledged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began to balance national interests
with external demands. The UK’s 'leading type' can be attributed
to the incidental effects of the privatiz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determination of the country’s top political leaders
and cabinet members, the sustainability of policy execution due to
a power-cohesive government, and efforts to take a leadership
role in a global issue.
As the world’s hegemonic nation, the United States had the
biggest influence in setting the climate change agenda. However,
as the negotiations to formulate principles and executable plans
progressed, the US took the position of rejecting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because of the uncertainty in the scientific evidence
against climate change, degrad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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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mp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rom complying with the agreed
terms. Consequently, this action threatened to destroy a fledgling
system founded to deal with global climate change. Domestic
conditions such as the possession of industries that produces the
world’s highest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owerful
lobbying power of the industrial sector, government structure that
encourages

separation

of

powers

resulting

in

the

legislative

branch constraining the executive, the federal government with
the

sole

jurisdiction

over

diplomatic

matters,

top

leadership

opposition to climate change policy, and dissatisfaction over the
exemp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rom compliance all contributed
towards the US adopting the “rejecting type” in the convention.
During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Republic of Korea was
acknowledged

as

a

developing

country

and

exempt

from

commitments to reduce emissions, but pressure to participate
continued to moun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since Korea was
a member of the OECD and its industries emitted lar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Predicting that it could not avoid the issue
for

long,

voluntary

institutions

as

well

as

policies

were

implemented and diplomatic negotiations were initiated as a means
of protecting national interests and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issue at hand. Nevertheless, until the Kyoto Protocol was entered
into force, Korea’s stance was passive and its efforts stopped
short of any loss to national interest. This “passive type” was the
result of a high energy consumption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a powerful executive branch,
bureaucratic conflict due to clashing interests of government
ministries,

progressive

tendency

of

the

leader,

and

finally,

exemption from emissions reduction commitments as a developing
country, but status as a middle power OECD memb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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