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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개요

 1. 회의명칭 :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The 20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 of the UNFCCC)

 2. 기 간 : 2004. 6. 16 ∼ 6. 25

 3. 장 소 : 독일 본(Bonn)

 4. 참석자 : 162개 당사국 및 134개 관계기관으로부터 1,351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외교통상부 최재철 환경과학심의관(수석대표), 외교

통상부(김창모 외무관), 환경부(신봉우), 산자부

(서기웅 사무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최돈하 과장), 

환경관리공단(최경식 팀장, 오승환 계장), KEI(한화진 

선임연구원, 안소은 책임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강윤  팀장, 임재규, 노동운 연구위원), 에너지관리

공단(박 구 팀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강승진 교수) 등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14명 참석 

 5. 회의진행 절차

   가. 첫째주(6/16-17)에는 양 부속기구 총회(Plenary)를 거쳐 의제 채택 

      ․기구별 제안된 의제에 대하여 양 협약그룹별 의견 수렴

   나. 각 의제별 실무협상그룹회의를 개최 협상그룹별 의견 개진 및 조율 

   다. 실무협상그룹회의에서 합의된 의제별 내용을 총회에 재 상정하여 

합의(Consensus) 유도 및 미합의 의제는 차기회기로 이관 

 6. 주요 의제

   가. SBSTA(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 방법론 관련 이슈

     - 기술의 개발 및 이전

     - 부속서 1 국가의 정책 및 조치 “우수사례”

     - 연구 및 체계적 관측

     -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향, 취약성 및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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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화(mitigation)"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

     -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나. SBI(이행부속기구)

     - 비부속서 1 국가의 국가보고서

     - CGE의 작업, 재정 및 기술지원 등

     - 협약의 재정 메카니즘(결정 5/CP.8 이행)

     - 협약 제6조(교육․홍보 및 국민인식)

     - 능력형성

     - 협약 제4조 제8항 및 제9항 이행(기후변화 및 대응조치의 부정적 향)

     - 향후 회의일정

     - 행정 및 재정문제

  

Ⅱ. 주요 논의결과

 1.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

   ○ 토지이용․토지이용 변경 및 임업 활동(LULUCF) 우수실행 지침

     - LULUCF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조사를 위한 공통보고양식을 확정, 

수확 목제품의 탄소계정 포함여부 및 방법에 관해서는 2004년 8월 

노르웨이에서 개최될 워크샾에서 논의, 산림훼손과 식생훼손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론은 SBSTA-21에서 재 논의

   ○ CDM하에서의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

     -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탄소 크레디트 인정을 

위한 규정 및 절차의 단순화, 실행 효과측정을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잠정 확정(SBSTA-21에서 재 논의, COP-10에서 결정)

   ○ 국제항공 및 해상수송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 SBSTA-21 회의기간 중 관련 워크샾 개최, 차기회의에서 재 논의

   ○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관련 쟁점

     - 부속서 1 국가는 2005년부터 새로운 인벤토리 보고양식(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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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Format)을 사용 온실가스 통계를 보고, (LULUCF도 새로운 

양식에 따라 보고), 사무국은 2005년 8월까지 일반 보고양식과 

LULUCF 보고양식을 통합

   ○ 교토의정서 제7조 및 제8조(인벤토리) 관련 쟁점

     - 온실가스 배출통계 전문가 검토팀(expert review team)이 부속서 1 

국가의 검토 대상국관련 대외비 정보를 검토기간 이외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토대상국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상국이 

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함

     -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가이드라인에서 CDM 조림 및 

재조림 프로젝트 관련 정의 및 보고양식에 포함 내용 확정

   ○ 교토의정서 제7조제4항에 의한 온실가스 Registry 관련 쟁점

     - 부속서 1 국가들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관련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술적 

표준(technical standard) 결정을 위하여 각 당사국 Registry 관계자와 

전문가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SBSTA-21까지 마련, 

부속서 1 국가의 Registry 관련 담당자를 사무국에 통보

   ○ 기술이전

     - 기술이전 촉진 금융지원 방안에 관한 워크샾을 금년 9월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개도국의 이용과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TT: 

CLEAR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술이전 전문가그룹에 요청함

   ○ 부속서 1 국가의 정책 및 조치 우수사례

     - 부속서 I 국가는 정책 및 조치가 유발하는 역효과와 사회-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SBSTA-22 기간 중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교환 예정

   ○ 연구 및 체계적 관찰

     - IPCC 제3차 평가보고서와 관련한 부대행사에서 제기된 i)지구기후 

관측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ii)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적 

연구의 중요성, iii)개도국의 지구기후관측 능력 형성 등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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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2004년 9월 15일 및 2005년 1월 24일(추가의견 제출기한)까지 

각국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각각 SBSTA-21, 22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후변화의 향,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

     -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해 ‘ 향․취약성 및 적응의 측정 도구 및 

방법’과 ‘적응과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에 관한 주제로 SBSTA-21

에서 워크샾을 개최, 2004년 8월 31일까지 각국의 의견 제출

   ○ 완화의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

     - 당사국간의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완화 기술의 혁신․확산’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완화 방안’에 관한 주제로 

SBSTA-21에서 워크샾을 개최, 2004년 8월 31일까지 각국의 의견 제출

 2. 이행부속기구(SBI)

   ○ 비부속서Ⅰ국가의 국가보고서(의제안 4)

     - 부속서Ⅱ 국가는 재정․기술지원, 국가보고서 전문가 그룹(CGE)은 

최빈국(LEG)․기술이전(EGTT) 전문가 그룹 및 NCSP, IPCC 등의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 구축

     - 비부속서Ⅰ국가의 1차 국가보고서 제출 독려,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을 

위한 부분별(역량형성, 통계구축, 악 향 및 적응평가 등) 워크샵 

개최, 국가별 연구기관 역량강화, GEF의 재정 지원현황 보고

     - 국가보고서 제출시기는 EU는 매3년, USA는 매4년(국가배출통계는 

매2년), G77-중국은 매6년 주기를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함(SBI-21

에서 추가 논의)

   ○ 협약 제6조(교육․홍보, 국민인식 : 의제안 6)

     - Clearing house 운 을 2단계(Phase)로 구분, 2007년 또는 이전에 1단계 

이행내용 평가 후 2단계 업무범위 설정, SBI-21에서 기술적 사항 및 

향후일정 보고 

     - 협약 제6조 활성화를 위한 국가담당기관(focal point)을 국가 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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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구축하여, 사무국에 통보

   ○ 개도국의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의제안 7)

     - 1차 종합검토 완료시기는 COP-10까지 완료, 매 5년 주기 종합검토

실시, SBI-21에서 개도국 능력형성 범위 및 효과에 관한 결정문을 

완료

   ○ 협약 제4조 8,9항의 이행(의제안 8)

     - 이행방법으로 대두된 insurance 시행, modelling 방법론, 포럼개최

여부 등이 사안별로 선․개도국간 의견 대립 심화

     - EU는 IEA의 보고서를 인용, 향후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insurance 부정, G77-중국측이 제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개진

     - 이행사항 결정문 모두가 bracket 및 option 처리, SBI-21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정부간 회의 개최(제10차 당사국총회)

     - COP-10 의제에 “협약 4조2항(a)(b)에 대한 재검토(Second Review)” 

포함, 고위급회의는 후반부(12.15∼17)에, 의제로는 ①협약 10년 : 

성과 및 계획(The Convention after 10 years : accomplishment 

and future challenges), ② 기후변화 향, 적응대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Impact of climate change, adaption measur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③ 기술 및 기후변화(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④ 기후변화 완화 : 정책 및 향(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policies and their impacts)이 채택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

     - COP/MOP-1은 COP-9 결정사항(17/CP.9)에 준하여 시행(개최요건 

만족시 시행 예정)

   ○ 부속서Ⅰ국가의 국가보고서(의제안 3) 

     - 2004.6.7 현재 3차 국가보고서 미제출국가가 3개국(룩셈부룩, 터키, 



- 7 -

우크라인), 제출국가 중 검토(IDR, In-depth review)를 준비중인 국가가 

6개국임

   ○ 행정 및 재정적 문제(의제안 10)

     - 2004-2005 예산은 협약 제4조 8항의 이행,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향후 2년간 LEG 지원활동 등에 배정할 예정

     - 각 대상 당사국별 1인 지원이 기준

 

 3. 양자회의 등 대표단 활동 

 

   ○ 한․ 국 양자회의

     - 국은 2005년 G-8 의장국과 2005년 하반기 EU 의장국을 수임하는 

계기에 기후변화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여 논의해 나갈 예정

     - 20∼25개국의 에너지 각료들을 초청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각료급회의를 구상중, 우리 각료 초청의사 표명

     -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17) 감축방식협상과 관련하여 국은 

OECD 회원국이면서 협약부속서 I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멕시코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6.24 14:30-15:30분간 국대표단 회의실에서 개최, 우리측에서 

최재철 환경심의관, 국측에서 H. Derwent 환경부 기후에너지

국장 등 3명 참가함

   ○ 한․미국 양자회의

     - 6.18(금). 13:15, 오찬(미국측 주최), 우리측은 외교부 최재철 심의관외 

5명, 미국측은 국무부 Harlan Watson 협상대표외 5명 참석

     - 현재 한․미 양측간 정부간 및 연구기관간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14개 협력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이 협력확대를 

위해 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정 등 정부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미측은 기후변화 향측정 등에 관한 모델링개발 논의에 우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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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적극 참여하여 사례발표 등의 역할을 기대하 으며 우리측은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미측의 워크샆 개최노력 등을 평가

     - 미국측은 15개국의 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기반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쉽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개최될 회의에 우리측의 참여를 요청함

     - 우리측은 수소기반경제 회의에 지속적 참여의사 표명과 아울러 

미측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면서 국제 partnership 프로그램이 

기술협력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우리측은 호주측으로부터 제의 받은 APEC Business and Climate 

Change에 관한 워크샆을 2005년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의견을 문의, 미측은 APEC체제하에서 기후변화 워크삽을 개최할 

경우 일부 회원국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금년 4월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후변화와 에너

지에 대한 워크삽 준비 경험을 우리측에 전달해 주겠다고 하 음 

     - 한․미 양측은 금번회의기간 중에 개최된 적응과 완화에 관한 워크샵의 

중요성, 제10차 당사국 총회 각료회의 의제에 에너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 음

   ○ 한․호주 양자협의

     - 6.21(월) 13:30-14:30, 호주대표단 CP에서, 최재철 심의관 등 3명, 

호주측은 Peter Heyward 외교부 환경국장, Tas Sakellaris 온실가

스청 기후변화팀장이 참석

     - 우리측은 금번회의의 논의를 크게 기존 의제와 신규의제에 대한 작업 

방향 설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적응 및 완화에 관한 워크샵 

결과가 향후 작업방향 논의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

     - 호주측은 우리의 평가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회의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매우 유용함으로 이러한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

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또한 호주측은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일본과 호주간의 온실가스배출

권거래제 시장 구축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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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측은 2003년 칠레 APEC회의에서 자국이 처음 제안한 APEC 

Business and Climate Change 워크삽 개최안을 설명하면서 우리측이 

APEC 의장국을 맡는 2005년에 동 워크삽을 한국에 개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함

     - 호주측은 동 워크샵이 기후변화가 산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과 이해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산업계간의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호주측은 일부 회원국들이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으나 워크샵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함을 밝힘 

     - 우리측은 APEC Business and Climate Change 워크샆 개최 취지에 

공감을 표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를 APEC 담당부서 

및 국내 경제단체들과 협의한 후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답변

   ○ 아주회의(Asian Group) 참석

     - 당사국총회 부의장직 2석(현재 UAE, 파키스탄)을 수임중이며, 절차

규정에 따라 1년 연임 예정

     - 이행부속기구(SBI) 부의장직(현재 쿠웨이트) 2004년 임기종료에 따라 

선출 예정 (동 건은 추후 논의키로 함)

     - 과학기술자문기구(SBSTA) 보고자(현재 오만이 수임)는 절차규정에 

따라 1년 연임 예정

     -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CDM Executive Board) 관련 아주그룹에 

할당된 2석이 모두 공석 예정(말련, 이란이 이사국으로 활동), 2개 

공석에 대해 말련, 인도, 방 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4국이 입후보 

       ※ 중국은 비부속서 1국가 대표로 활동(2005 만료), 임기 2년, 1회 연임

     - CGE관련 아주그룹에 할당된 5석중 3석이 공석예상(임기만료 시기, 

태국(2004), 우즈벡(2004), 피지(2004), 인도․한국(2005, 임재규)) 3개

공석에 우즈벡(조건부), 오만, 방 라데시, 필리핀 등 4개국이 입후보

     - 기술이전 전문가그룹(EGTT) 관련 아주그룹 3석중 2석 공석 예정 

( 임기만료 시기, 한국(2004), 파키스탄(2004), 태국(2005), 우리나라 

박 구 에관공 팀장이, 기존 우석훈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함에 



- 10 -

따라 2004.6 박 팀장으로 교체, 금번 아주그룹에서 승인)

       ※ 2개 공석을 두고 한국, 이란, 방 라데시, 말련, 요르단, 인도 등 

6개국이 입후보, 우리나라는 연임 의사를 표명, 중국이 지원을 약속

     - 우리나라는 현재 아주그룹에 할당된 전체 선출직 15개중에 2석에 

진출중이며 금년말로 우리에게 배정된 EGTT 위원임기가 만료되나, 

우리와 같은 소 지역에 속한 중국이 EGTT 위원직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우리는 일단 EGTT 위원의 연임의사를 제시, 금년 

12월 COP-10 회의기간에 개최 예정인 지역그룹회의에서 총회 및 

부속기구회의 의장단,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선출기구 진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GTT 위원 연임에 관한 우리 최종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음. 

Ⅲ 관찰,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1. 관 찰

   ○ 새로 추가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기후변화의 완화

(mitigation) 의제는 협약의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우리의 적극적 대응과 참여가 필요함

     - 특히 적응 및 완화 의제는 기후변화협약상의 새로운 의무방식 도출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금년 12월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제인  ‘협약 발효 

10주년 : 성과와 도전․적응 및 완화’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과정

에서 우리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우리 입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post-Kyoto regime을 주제로 하는 비공식 양자 및 다자 협의

(각료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부터 시작될 전망인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온실

가스 감축협상과 관련하여 우리의 단계적 협상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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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 가

   ○ 금번 회의는 일부 의제의 경우 심야에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참석국간 양자 협의와 post-Kyoto를 주제로 

한 각종 부대행사가 활발히 개최된 것이 주목할 현상으로 보임

     - 특히,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에서 교토의정서하의 토지이용․토지변화 

및 임업(LULUCF) 활동에 관한 우수실행지침 합의는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자문기구회의(SBSTA)는 앞으로 방법론(methodologies), 적응 

(adaptation), 완화(mitigation)등 3개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될 전망임. 특히 적응과 완화 분야에 대한 작업분야 및 방향 

설정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이 치열할 전망임. 이행부속기구

(SBI)는 재원, 능력형성 등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 검토할 수 있는 

이행체제 수립에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이집트 등 일부 개도국들은 완화에 관한 의제는 개도국과 무관한 

선진국만의 의제라고 주장함

   ○ 특히 SBSTA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너무 

기술적이어서 부속기구회의보다는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부속기구 

회의의 과도한 업무비중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을 COP-10회의 기간중에 개최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

   ○ COP-10 각료급 회의의제 선정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에너지의 

포함을 주장하 으나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에너지와 기후변

화를 연계하여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함. 일부 개도국들은 

사우디가 산유국들의 입장을 위해 77그룹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평을 

제기한 것으로 관찰됨

     - 또한 사우디는 다수의 개도국들이 지지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작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산유국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부속서I 국가들이 취한 정책과 조치에 대한 부정적 

향 분석 작업을 SBSTA 작업 의제로 주장하고 있어 캐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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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작업의제와 함께 교착 상태에 있음

   ○ 부르키나파소, 사우디 등 일부 개도국들은 최근 사무국에 주로 유럽계 

인사들이 고위직에 임명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무국 

인사 행정의 투명성 제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려고 시도한 점이 

향후 개도국 인사들의 사무국 진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안임 

 3. 향후 추진계획

  가.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 및 기타 부대행사 준비 철저

   ○ ‘04.12.6∼12.17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고위급 회의는 12.15∼12.17간 개최되며, 

진행방식은 패널토론 방식을 도입, 회의 첫날은 희망하는 국가에 

기조연설을 부여, 각 패널 참가자는 6명 정도, 참가자격은 장관 또는 

각국 수석대표에 한정

   ○ 고위급 회의 주제는 협약 10주년 “성과와 도전”을 중심주제로 하고, 

기후변화의 향, 적응조치 및 미래의 도전, 기술과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등임

   ○ 회의 기간중 기후변화의 향,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워크샵 개최 

및 ‘04.8.31일 까지 이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나. 의무감축 부담 논의에 대한 준비 철저

   ○ ‘05년부터 개시 예정인 2차 공약기간(’13-‘17) 의무감축 참여에 직접적

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논리 개발 필요

     - 2005년부터 시작될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대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선발 개도국 

참여요구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토의정서의 발효여부가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 보다 가시화되고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미국의 의정서 복귀 촉구 노력과 

아울러 선발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과정에서 OECD회원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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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담을 갖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동참 요구가 

가중될 전망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 2차 공약기간(’13-‘17) 의무감축 참여 관련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기반 조기 구축이 필요

     - 현재 정보 및 경험 교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 수립과 동 분야 논의에 

참여할 우리 전문가 양성이 시급

     - 매년 일정수가 교체 선출되는 CDM 집행위, 총회 및 부속회의의 

의장단, 기술이전 전문가그룹, 국가보고서 검토 전문가 자문그룹 

등에 진출할 우리 후보자군을 작성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 금번 SB-20에서 환경부측 전문가의 추천의사가 개진됨(외교부), 

SB-21, 22를 통하여 CDM EB, TT그룹 전문가 추천 예상

Ⅳ. 각 분야별 논의결과

 1.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회의 

  □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EGTT)

   ○ 기술이전 전문가그룹(EGTT)의 제5차 회의가 기후변화협약 제20차 

부속기구회의 개최 직전인 2004년 6월 13~14일 양일간 UNFCCC 

본부에서 M. Martin(캐나다) EGTT 의장 주재하에 개최

   ○ 기술이전 여건개선 원탁회의(2003.12, 라노) 결과에 따라, EGTT는 

고위급 및 장관급 라운드회의의 결과에서 다음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함

    - 기술이전의 각 세부단계에서 필요한 제도적 체계와 여건형성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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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특히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기술이전에 있어 매우 중요

    - 기술수요평가를 위해 개도국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략에 있어 필요 기술의 검토와 취약성 평가가 

중요한 요소가 됨

    - 기술이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약속 필요

    - 교육을 통한 각종 능력형성의 필요함.

     ※ EGTT는 향후 개최될 워크샵 및 각종 활동에 민간부문 및 산업부문, 

NGOs, 관련 국제기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의 활동결과를 

COP-10에서 보고토록 권고할 것을 SBSTA에 요청키로 함

   ○ EGTT는 기술수요평가가 지속가능한 기술이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보, 능력형성, 여건형성, 메카니즘등을 체계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지적함

    - TT:CLEAR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의 자체 계획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기술수요평가의 마무리를 제촉

    - 수행된 기술수요평가 보고서들을 수집하고, 개도국들의 기술수요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준비하며, 기술수요 분석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하여 제6차 EGTT 회의 중에 보고해 줄 것과 그리고 기후변화 

기술수요평가 핸드북을 다룬 유엔 공통어로 번역해 줄 것, 기술수요

평가의 수행과 기술수요평가의 개선하는 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등을 모색해 줄 것을 UNEP, GEF, UNDP에 요청해 줄 것을 

SBSTA에 권고함

   ○ SBSTA-18 결정에 의해 EGTT의 사업계획내에 환경친화기술(적응기술)에 

대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 음. EGTT는 그룹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촉진

    - 2005년 초에  완화기술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례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SBSTA-22에 보고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해 줄 것과,

    - 상기 세미나의 결과와 제7차 EGTT에서 작성될 완화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보고서를 SBST-23에 보고되도록 해 줄 것을 SBSTA에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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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GTT는 당사국 및 국제기구가 기술정보 유포를 위한 지역센터 및 

국가센터, 국가 기술변화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 지원해 줄 것을 

독려

    - TT:CLEAR 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CD-ROM, 

특정 웹사이트와의 링크, 뉴스레터의 개발등) 

   ○ EGTT는 향후 기술이전 능력형성 관련 추진사업의 결정하는데 있어 

SBI의 “능력형성” 의제 논의과정을 적극 고려하는 것에 합의함

    - 또한 기술이전관련 다양한 능력형성 활동을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문건 및 문항들의 중복이나 차이, 경향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작업

그룹을 설립하기로 함(EGTT 멤버 4명으로 구성)

  □ 기술이전 회의     

   ○ 개도국 기술수요평가, 기술이전 워크샵 개최건, 기술이전 전문가그룹의 

향후 활동 등을 검토

   ○ COP-9 기술이전 원탁회의의 논의결과를 여하히 금번회의 결과문서

에 반 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 으나, 선진국들은 업계의 주장

(시장 메카니즘, technology diffusion개념 선호)을 반 시키려고 하

고, 개도국들은 기술이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능력형성 지원 등에 초점을 두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원탁회의 결과를 “take note"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함

   ○ 스위스는 원탁회의 결과 나타난 “technology diffusion" 개념에 대한 

선호를 결과문서에 반 하자고 제의하 으나, 우리측은 동 diffusion 

개념은 기술이전을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는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

의 역할이 중요한 ”technology transfer“ 개념을 대체할 수 없으며, 

원탁회의시 선진국 기업대표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다수 참가자의 

선호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함

   ○ 사무국의 TT:Clear(협약 웹사이트에 개설) 유용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특히, 동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 이용자 참여가 극히 

저조한 바, 여하히 개선할 지에 논의가 집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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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Clear의 개도국 이용자 참여확대를 위해 소개 CD-ROM 활용, 지역 

정보센타 연계, 현 웹사이트에서 6개 유엔공용어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개도국들은 수요주도 기술이전(demand-driven technology transfer) 

촉진을 위한 개도국의 기술수요평가(technology transfer assessment) 

활동에 대한 부속서 1국가의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 개도국의 기술수요 

평가 활동 지원을 위해 SB-21에서 최신의 기술수요평가 핸드북을 6개 

유엔공용어로 배포

   ○ 개도국의 기술수요 평가 최종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워크

샵을 개최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을 적극 초청, 이들 기관들이 

개도국의 기술수요평가를 위한 데이타베이스 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독려

하도록 하자고 주장, 합의함

   ○ 2004.9월로 예정된 “기술 개발 및 이전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혁신적 

방안에 관한 워크샾”을 유치키로 한 캐나다 정부 및 기술지원을 약속한 

일본 CTI(Climate Technology Initiative)에 사의표명 

   ○ EGTT 작업계획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기술 개

발 공동프로그램 발굴활동”과 함께 “공공기술 이전 촉진활동”을 포

함시킬 것을 제안하 으나, 전자만 채택되고 공공기술 촉진활동은 

선진국들의 반대로 금번회의 논의결과문서에서는 제외됨 

    - 선진국들은 현실적으로 공공 역에 속하는 기술이 적은 만큼 정부가 

기술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며 

부정적 입장 표명

    - 우리나라는 공공 역에 속하는 기술이 적다고 하더라도 공공기술 

이전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환경기술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

격이 강한 만큼, 시장메카니즘에 맡겨두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

려운 점 등을 지적하면서 동 논의가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구체 이전 

가능한 공공기술의 발굴 등 노력이 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2005년 EGTT 작업계획에 반 되도록 강력 요청함

    - 의장은 2003.12. 제19차 부속기구회의시 이미 EGTT에 동 공공기술 

이전 촉진활동을 2005년 작업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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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는 내용을 결과문서에 삽입한 만큼, EGTT의 2005년 작업

계획 수립 결과를 보아가면서 제21차 부속기구회의에서 필요시 논

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조정함

  □ 협약 5,7,8,조(협약 이행 방법론)

   ○ 토지이용․토지이용변경 및 임업(LULUCF)에 관한 우수실행 지침

(의제 3(a))에 관한 1차 contact 그룹의 논의 내용

    - IPCC 우수실행지침 작성 LULUCF CRF 의미 및 작성법 설명

     ․ 1996년 제정된 IPCC의 우수 실행지침상의 공통보고양식(CRF) 보완

     ․ 수확목제품의 탄소계정 포함여부 및 방법

     ․ 식생복원(vegitation)과 식생훼손(devegitation)의 정의

     ․ 인간의 직․간접 활동별 탄소 발생량 산출(factoring-out) 방안

    - 온실가스조사를 위한 CRF 보완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로 결정, 부속서 1국가들의 LULUCF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자발적으로 조사하여 2006년 4월 15일까지 CRF를 제출, 제출된 

CRF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작성경험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한 회의를 

2006년 6월 30일 개최

    - 노르웨이 워크샵에서 논의 할 범위로는 ① 수확목제품에 대한 정의, 

② 탄소저장량의 추정, 보고 및 계정, ③ 탄소 축적의 변화 및 임목 

수확 및 목제품에 의한 탄소 배출, ④ 탄소계정에 포함될 목제품의 구

분과 폐기물 및 에너지 부분과의 관련성  

   ○ 청정개발체계(CDM)하의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에 관한 비공식 협의

    -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탄소 크레디트의 인정

을 위한 규정 및 절차의 단순화 및 실행 효과측정을 위한 방법에 관

한 내용을 확정하여 COP-10에 제출할 결정문 초안 작성

    - 집적화(bundling) 

     ․ EU와 많은 당사국들은 분리된 지역들의 소규모 사업에서 생산되

는 탄소 크레디트의 인정을 위해 유사사업을 묶어 신청하는 집적

화(bundle)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 으며,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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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용규정 및 절차의 단순성을 유용(流用)한 큰 규모의 

CDM 사업을 소규모로 분할(debundling)하여 신청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장

     ․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절차의 단순화와 신청비용 및 감시

(monitoring)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위해 집적화에 찬성하

는 분위기이며, 볼리비아 등은 집적화시 각 대상지역의 탄소저감 

능력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론(technical 

instrument)의 개발을 요구

    - 누출(leakage)

     ․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을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온실가

스에 의해 CDM 사업의 효과의 감소가 일어나는 누출에 대해 일

본, 카나다, 인도는 소규모 사업은 특성상 각각의 이용 목적이 다

르기 때문에 자연의 식생 등을 무시한 단순한 척도로 그 향을 

측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한 감시비용이 소요

되므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누출을 무시하자고 주장

     ․ 투발로, 브라질, EU는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 으며, 특히 

EU는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기간 중에 

발생이 예측되는 누출을 보상하고자 실시하는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 탄소 흡수의 추가 요율 적용을 제안

    - 추가성(Aditionality)

     ․ 투발로 등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의 대상 국가들은 누출보

상을 위한 추가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강조

     ․ 볼리비아, 불키나파소, 카나다는 산림 및 토지의 지속가능한 경 을 

위해 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개도국 저소득지역의 발전과 주민

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장

    - 환경, 사회적 향

     ․ 일본은 모든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에 대하여 환경 및 사회적 

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단지 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의 요청에 따라 실시할 것을 주장

     ․ 카나다, 볼리비아는 본 사업 수행에 의한 지역사회의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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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향 평가시 관련 지역

사회의 참여를 제의

    - 저소득 지역의 정의

     ․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저소득에 대한 단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사업 대상 주체가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의 기준 적용을 주장

     ․ 원주민 연합회(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는 사업실시지역 

주민과의 선행협의(prior consultation) 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 

지역의 추가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지역단체를 참여시

키기 위한 조항을 사업설계서에 명시적으로 반 할 것을 주장

  □ 정책 및 조치 “우수사례”

   ○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종합을 통

한 good practices를 도출하여 경험의 공유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

   ○ G77/China 본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 정책 및 조치의 효과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방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을 요구

   ○ EU는 본 의제의 중요함에 동의하며,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Workshop, Side Events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본 의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G77/China와 EU간의 계속적인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위한 협

상이 이루어졌으며, 두 그룹간의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상태에서 

다음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부속서 I 국가의 정책 및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역효과(adverse 

effect)와 개도국의 국제무역, 사회,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조항이 결정문에 포함됨(SB-22에서 

라운드테이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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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C 제3차 보고서 관련 웍크샵(1)

   ○ 핵심내용

    - 금번 부속회의 기간 중(6.18일) 쟁점 의제인 ‘기후변화로 인한 향, 

취약성 및 적응의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관점’에 관한 워크

샵이 ‘취약성과 위험성, 지속가능발전, 기회 및 해결책‘이라는 주제

하에 Mr. Benrageb 의장 사회로 개최

    - 워크샵 결과는 6.21(월) SBSTA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며 UNFCCC에서 

향후 다루어질 새로운 세부 의제의 작업방향 설정을 위한 당사국간

의 논의가 있을 예정임

   ○ 세션별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 의장은 환 사를 통해 동 워크샵은 상기 의제의 논의 방향과 세부 

의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당사국들의 입장을 제시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며 아울러 기후변화의 향, 적응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 활동, 

기회에 대한 인지를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

     가. 세션 1: 기후변화 위험성(risk)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ㅇ 본 세션은 워크샵의 도입부분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과 

위험성,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의 개념과 위험성 평가 

모델의 다양한 접근법 및 스케일을 소개 하는데 목적을 둠 

      ㅇ Zbigniew Kundzewick (Polish Academy of Science)는 기후변화

의 취약성, 위험성, 적응의 사전적 정의와 IPCC의 정의를 각각 

소개하고 IPCC 최근자료에 근거한 온도상승의 가속화 현상, 각 

기후예측모델에 의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명. 특히 그에 따른 

부정적 향(예: 홍수, 가뭄의 빈번한 출현)을 강조함

      ㅇ Roger Jones(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호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가 기후변화에 대한 적

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으며, 위험성 평

가시각 부문별(sector) 적응 잠재력(adaptive potential)을 평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21 -

      ㅇ Mahendra Shah(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는 기후변화가 로벌 농업에 미치는 향에 대해 개괄

적으로 소개한 후, 특히 몇몇 지역(예: 아프리카 남부, 브라질 동

북부 지역)은 향의 크기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남으로서 기후변화 향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강조

      ㅇ Xuedu Lu(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중국)는 기후변화 

향평가 모델과 방법론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특히 SBSTA에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향평가 방법론 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ㅇ Dagmar Schroter(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

은 유럽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론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 과학부분과 정책 결정자간의 긴 한 대화 창구

가 필요함을 강조 

      ㅇ 본 세션의 질의응답에서는 기후변화 향의 지역성과 시간성

(spatial and temporal)에 대한 토의와 평가 모델에 대한 불확실

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군소도서국가(SIDS)에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험제도의 결핍 등이 지적 됨

     나. 세션 2: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ㅇ 본 세션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 그 자체와 일반대중 또는 정

책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실제 인식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일반적인 방

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캐나다, 필리핀, 모잠비크의 사례를 소개  

      ㅇ Donald Lemmen(Natural Resources Canada, 캐나다)는 현재 기

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은 각

양각색이며, 위험성과 취약성의 개념홍보와 인식제고에 정책결정

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

      ㅇ Lourdes Tibig (Philippine Atmospheric, Geophysical and 

Astronomical Services Administration, 필리핀)은 홍수, 열대태

풍(tropical cyclones), 몬순우기(monsoon rains)와 가뭄이 필리

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이며, 그 결과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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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부분으로 농업, 건강과 위생, 수자원 관리 등을 제시함

      ㅇ Antonio Queface(Eduardo Mondlane University, 모잠비크)는 기

후변화에 대한 모잠비크의 위험성은 홍수, 열대태풍, 가뭄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은 국가의 지리학적 위치, 재해 예측

능력의 부재,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

      ㅇ 본 세션의 질의응답에서는 보험 메카니즘이 UNFCCC를 통해 개

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국가 또는 로벌 차원의 위험성 

또는 취약성 평가모델이 어떻게 지역적 차원으로 축소(scale 

down)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됨

     다. 세션 3: 적응과 지속가능발전

      ㅇ 본 세션은 기후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 특히 개도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과 어떻게 연계, 통합되어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함

      ㅇ Saleemul Huq(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K)는 적응계획(adaptation planning)은 현재 지

식(knowledge)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만 하며, UNFCCC는 

기금조성 및 지식전달과 같은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 

      ㅇ Shardul Agrawala(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기후변화 적응 메카니즘이 항상 개발계

획(development planning)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나 기후변화의 적응과정(adaptive processes)은 의도했던 또는 

하지 않았던 이미 많은 부분별 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  

      ㅇ Mohamed El-Raey(University of Alexandria, Egypt)은 이집트의 

적응력 평가방법을 소개

      ㅇ Ko Barret(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기후변

화의 위험성과 취약성에 대한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개발계획에 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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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세션의 질의응답에서 많은 개도국 대표들은 재정부족으로 

인해 적응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이 적응 프로젝트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주요 인자임을 지적     

     라. 해결책과 기회

      ㅇ 본 세션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적응을 위한 방법에 관한 실

제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공동대처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함 

      ㅇ Anthony Nyong(University of Jos, Nigeria)는 나이지리아 건조

지역의 농가(rural household)가 가뭄에 적응하는 방법을 소개하

고, 지역 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 하는 것이 성

공적인 적응력 평가에 필수적이라 강조 

      ㅇ Nagmeldin Elhassan(Higher Council for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Sudan)는 수단의 기후변화 적응력 사업을 

소개하고, 능력배양과 수습능력(coping capacity)을 제고하는 것

이 취약성을 줄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ㅇ Ahsan Ahmed(BUP Centre for Water and Environment, 

Bangladesh)는 기후변화 적응력 사업은 공동체 스스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취약성의 원인을 규명하게 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해결책 마련에 대한 토론과, 각 관리단계에서의 적절한 목표설

정 및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 

      ㅇ Camenza Robledo(Intercooperation, Switzerland)는 지역 공동체

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연자원 관리를 기후변화에 대한 원상

회복력(resilience) 증진의 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

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틀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 

방법론은 지역적 차원에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Serge Planton(Meteo France)는 2003년도 프랑스를 강타한 폭염

에 대한 적응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각 단

계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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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세션의 질의응답에서 워크샵 참여자들은 기후변화 적응력 강

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각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역공동체의 참

여가 절대적이며 동시에 국가차원의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

견을 모았으나, 실제적으로 의사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결론지음

   ○ 관찰 및 전망

    - 현재 진행중인 UNFCCC하의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mitigation) 노력은 

향후 50년 내지 70년 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향(impact)은 현시점에서 현세대가 직면한 문제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 향을 사전예방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adaptation) 조치가 

시급함

    - 본 워크샵은 이러한 배경하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 취약성, 적응에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는 바, 이슈별 논의사항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함

     ․ 기후변화의 위험, 취약성, 적응력에 대한 인식제고: 기후변화의 위

험, 취약성, 적응력의 개념은 온실가스 저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한국도 같은 상황임) 이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적극적

인 관심이 필수 요소로 강조됨

     ․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모델에 내재된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최선이며, 

따라서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추정치의 크기에 큰 의미를 두는 것

보다는 추정치의 부호(sign; 부정적이냐 또는 긍정적이냐)나 추세

(trend)에 의미를 두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험과 취약성의 지역성, 부문별 특정성: 기후변화는 지구전체 차

원의 문제이나 그 부정적 향으로 인한 실제 위험은 특정지역과 

부문(sector)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향평가(impact assessment) 또는 위험성 평가사업(risk 

assessment)을 우선 실시하여 위험인자들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취약 부문과 지역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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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위험성 또는 적응력 평가사업에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문제: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취약성의 지역성을 고려할 때 지역공동체가 

평가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역공동

체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게 부각됨 

     ․ 적응력 사업과 기존의 개발계획과의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기

존의 개발계획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기본적인 틀 아래서 계획,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적응력에 대

한 특별한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기

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속가능발전에 기본을 둔 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요소를 포함시킨다면, 보다 비용효과적인 사업을 추

진할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도 극대할 수 있을 것임

     ․ 개도국 적응능력배양에 대한 지원: 한국은 지금까지 온실가스 저

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중점,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 

적응과 관련된 연구 축적은 매우 미흡함. 따라서 적응사업과 관련

한 개도국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

며, 현재 추진 중인 개도국에 대한 각종 능력배양 사업에 함께 포

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이 바람직 할 듯함

     ․ 무엇보다 적응관련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차

원의 제도적 개선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본 워크샵은 SBSTA에서 정기적으로 논의 될 새로운 의제(기후변화

로 인한 향, 취약성 및 적응의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관

점)에 대한 UNFCCC의 향후 논의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

으로 개최되었음으로, 논의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마련에 동 의제는 온실

가스 저감대책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으로, 향후 

UNFCCC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세부의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 

주시하고 국가 대응전략 마련에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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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C 제3차 보고서 관련 웍크샵(2)

   ○ 핵심내용

    - 6.21. IPCC 제3차 평가보고서 권고에 따라, 연구 필요분야의 국제적 

연구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 IPCC 특별행사가 Mr. 

Pier Vellinga 의장 사회로 개최됨  

    - 본 행사는 ① IPCC working group II (적응)와 III (저감)에서의 필요 

연구분야에 대한 소개, ② 기후변화 관련 국가별(EU, 일본, 중국, 미국) 

연구체계 및 ③ 국제 연구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

으로 진행됨

   ○ 주요 내용 및 논의 결과

     가. IPCC WG II 및 WG III 연구 분야

      ㅇ IPCC측(Jean Palutikof)은 IPCC working group II(적응)에서 확인, 

제안된 연구 필요분야를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정량평가

(quantitative assessment)의 필요성, thresholds에 관한 연구, 적응, 

향평가,  특히 평가시 불확실성의 취급문제, 적절한 방법론 또는 

수단(tools)의 개발, 체계와 감시(monitoring) 메카니즘 발전의 필요성 

등을 언급

      ㅇ Ogunlade Davidson은 working group III(저감)에 의해 확인된 

저감분야의  연구 필요분야를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전략수립시 적응과 저감의 통합(integration),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LULUCF)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기타 온실가스의 

포함문제,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개발을 언급

     나. 국가별 기후변화 연구체계

      ㅇ 유럽연합측(Anver Ghazi)은 EU 주도로 진행되어 온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현재 기후변화 연구는 

제5차 연구개발 프로그램(FP5)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ㅇ 일본(Kiroki Kondo)은 자국의 기후변화 연구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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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중인 고해상도 지구기후모델(GCM)을 소개

 ㅇ 중국(Quinchen Chaos : 중국기상청)은 기후모델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계획과 연구집중 분야를 소개하고, 

일련의 국제 세미나를 통해 정책결정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있음을 언급

ㅇ 미국(Linda V. Moodie : 국가해양청)은 기후변화과학프로그램

(CCSP)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연방주도하에 계획되고(top-down 방식) 지방정부 및 관련 연구

기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음이 설명됨

     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연구프로그램

      ㅇ 기후변화 관련된 주요 4개의 연구프로그램(세계기후연구 프로그램

(WCRP, WMO), 국제인간정주 프로그램(IHDP), 유엔대학

(UNU-EHS), 유엔환경계획(UNEP)) 활동 내용을 소개

        - 특히 IHDP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 정주,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중요성 강조

        - UNEP은 IPCC와의 관계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기후변화의 향, 

취약성 및 적응, 저감을 주요 연구분야로 소개

        - 이들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간의 연계, 

협조, 정보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라. 종합토론

      ㅇ 종합토론을 통해 참가국들은 기후변화 관련 연구분야로 IPCC 

평가보고서에 따른 분야이외에 기후변화협약(convention)상의 

연구분야 수행도 중요함을 지적

      ㅇ 아울러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WG II와 WG III간의 gap, 자연과

학자와 사회과학자간의 gap, 연구커뮤니티내에서의 gap을 지적

하면서 장기적으로 과학, 사회․경제적인 연구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기 발표된 국제연구프로그램의 

역할촉구(중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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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찰 및 전망

    - 본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된 과학, 사회․경제 연구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과제가 파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IPCC 평가보고서는 세계적 공신력이 있는 각국의 연구기관과 다양한 

국제 연구프로그램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총체적으로 취합․분석하고 

보고서 제작을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 연구인력으로 집필진을 구성 

(lead author, co-author), 최종 완성하는 절차를 가짐

    - IPCC 제1차 평가보고서(1990) 검토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제2차 평가보고서(1995)의 내용에 근거, 선진국의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논의 시작과 교토의정서의 채택, IPCC 제3차 평가보고서

(2001)를 근거로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 

개시를 주장한 점을 볼 때 IPCC 평가보고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 IPCC 평가보고서 내용이 기후변화 논의 방향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고 

각국의 신뢰할 만한 연구 내용을 반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국가 

차원의 분야별 (과학, 사회․경제)관련 연구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그동안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IPCC 평가보고서의 중요성이 간과된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 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기후변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수행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가칭, National 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을 계획,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CC 제3차 보고서 관련 웍크샵(3)

   ○ 회의개요

    - SBSTA-20 제4차 총회(6.21 오전) 합의에 따라 ‘기후변화의 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의제 7) 

및 ‘완화의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의제 8)에 관한 

contact group 회의가 6.21(월)∼6.24(목) 기간 중 각각 개최됨

    - 수차에 걸친 당사국간의 집중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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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TA-21에서 논의될 세부 주제의 선택, 선택된 동 세부주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경험공유를 위해 개최될 워크샾의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 으며 동 결정문은 6.25일(금) 

SBSTA총회에서 채택됨

   ○ 기후변화의 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의제 7)

    - SBSTA-21에서 논의할 세부주제로 i) 기후변화 향, 취약성, 적응력 

평가를 위한 지역적 모델을 포함한 방법론과 수단(tool)의 적용, ii) 

적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계 등 2가지를 결정          

    - SBSTA-21에서 워크샾을 개최하여 선택된 세부주제에 관하여 집중토론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워크샾의 주 목적은 

당사국간의 정보교환, 경험공유, 의견수렴에 있다는 것을 강조

    - 아울러, SBSTA는 상기 워크샾에서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선택된 

세부주제에 대한 background paper를 작성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고, 

문서작성에 인용된 모든 관련문서(published paper)를 UNFCCC 

웹사이트에 올려 당사국이 필요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요청함

    - SBSTA는 워크샾에서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선택된 세부주제와 워크샵 

범위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을 2004. 8. 31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요청

하고, 또한 수렴된 당사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miscellaneous document 로 

작성할 것을 요청

    - 동 의제에 대한 향후 일정은 SBSTA-21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임

   ○ ‘완화의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의제 8)의 주요 합의내용

    - SBSTA-21에서 논의할 세부주제로 i) 완화의 기술 혁신, 이전 및 확산

(이와 관련된 장애물 확인 및 제거 포함), ii)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완화의 실질적 해결 방안 및 기회

    - SBSTA-21에서 워크샵을 개최하여 선택된 세부주제에 관하여 집중토론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워크샾의 주 목적은 

당사국간의 정보교환, 경험공유, 의견수렴에 있다는 것을 강조

    - SBSTA는 워크샵에서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선택된 세부주제와 워크샵 

범위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을 2004. 8. 31까지 사무국에 제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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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고, 또한 수렴된 당사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miscellaneous 

document로 작성할 것을 요청

    - 동 의제에 대한 향후 일정은 SBSTA-21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임  

   ○ 관찰 및 전망

    - 금번 SBSTA-20은 동 의제에 대한 세부의제 선택을 위한 주제의 범위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로서, 기후변화의 향, 취약성, 적응력 평가 방법론과 

수단의 적용 문제와 함께 적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계문제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당사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짐

    -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협약 이행을 촉진하는데 있어 ‘적응’ 관련 의제가 

그간의 논의 핵심의제인 ‘완화(mitigation)’와 함께 큰 축임을 확인

     ․ 특히 SBSTA는 SBSTA-21에서도 금번 회의를 통해 선택된 주제에 

관한 워크샵을 계획하고 집중토론을 진행시킬 예정인 바, 앞으로도 

동 의제에 대한 당사국 간의 의견 조정 과정은 계속될 전망

    - 동 의제의 논의 방향이 ‘차별화된 국가 상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촉진시키는 기회 및 해결책에 관한 정보교환, 

경험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동 의제에 대한 논의가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참여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앞으로 지속될 동 의제에 대한 논의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고 워크샾에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사례(case study)나 연구성과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있어 동 의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홍보 필요

 

  □ IPCC 제3차 보고서 관련 웍크샵(4)

   ○ 회의개요

    - SBSTA의 신규 의제인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향, 취약성 및 적응」 워크샵이 6.18(금)일 제20차 부속기구회의에서 



- 31 -

개최된데 이어, 6.19(토)에는 「완화(mitigation)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 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음

    - 6.19(토)의 기후변화 완화관련 워크샵은 에너지(energy)와 농업

(Agriculture) 분야에 중점을 두고 i)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다른 

정책과의 관계, ii)기후변화 완화관련 사례연구, iii)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신기술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 각 세션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정부, 연구기관 및 NGO 기후

변화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하여 4∼5개의 세부 주제를 발표하 음

     ․ 한편, 동 워크샾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교환 및 개발도상국의 능력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동 의제에 대한 공식 논의는 

6.21(월)부터 시작되었음

   ○ 의제별 세부 논의사항

1. 세션 1 :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기타 발전 목표와의 관계(경제성장 

및 발전, 고용,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누수효과)

 가. 인도 Synergy Global의 Ajay Mathur는 “에너지 부문의 발전과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해 발표

 ○ 에너지부문의 발전 목표로 i)청정 에너지이용 기회의 확대, ii)환경의 

질 향상, iii)경제성장 지원, ⅳ)에너지 안보의 강화 등으로 제시하고, 

    - 개도국의 경우 가정부문의 연료전환(바이오매스 → 화석연료)과 수송․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 개도국의 에너지부문 발전과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 ⅰ)효율적인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에너지효율 향상 도모, 

ii)풍력, 소수력 등의 상업화를 통한 에너지 Mix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iii)바이오매스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함

    - 특히, 국제협력은 위험을 분담하여 에너지부문의 발전을 저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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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도 기후변화 완화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저감 대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

  

 나. 미국 Forest Trends(NGO)의 Sara Scherr는 “농촌지역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서의 온실가스 완화에 대해 발표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LULUCF)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이며 특히, 저개발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인니 75%, 카메룬 80%)이 LULUCF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이 LULUCF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임을 강조함 

 ○ 농촌지역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온실가스 완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i) 교토체제의 제2차 의무공약기간(2013~2017)중 LULUCF의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CDM에서 LULUCF 프로그램 사용을 확대

     ii) LULUCF의 탄소 판매 자금이 빈곤 감소 노력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 목표가 수립되며, 국가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지역발전 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iii) 기후변화 완화 활동은 다자간 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및 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등과 함께 통합하여 다루어져 시너지효과를 추구

 다. 중국 에너지연구소의 Yang Hongwei는 “중국의 에너지부문의 발전 :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 대해 발표 

 ○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US$, 에너지소비는 1 탄소환산톤, 60% 

이상이 농촌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일인당 자동차보유 및 철강생

산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개도국인 바, 사회․경제 발전이 국가

목표의 최우선순위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함

 ○ 중국의 1980~2000년간 연평균 GDP 성장율은 9.7%인 반면에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3.9%로 상당한 에너지효율 향상을 달성하 고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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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형태보다는 기후변화친화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함

 ○ 향후 중국의 에너지정책은 i)에너지Mix에서의 천연가스․수력․원자력의 

비중 증가, ii)에너지효율 향상,  iii)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의 개발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략의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라. EU Commission의 Christobal Burgos는 “온실가스 완화와 에너지 정책 

: 유럽의 전망”에 대해 발표

 ○ 유럽은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에서 12%로, 발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4%에서 22%로, 수송부문에서의 biofuel의 비중을 

5.75%에서 20%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힘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에너지 효율 라벨링(labelling) 확대, 최저효율

기준(minimum efficiency standard) 마련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ii)

청정 에너지원 및 저탄소 기술 등에 관한 연구 및 투자를 촉진시키고, 

iii)정보네트워크, 인터넷 등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iv)주요 에너지 

수입국 및 소비국인 러시아, 중국, 미국 등과의 에너지 국제협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급부문에 150MTCO2eq, 수요부문에 214-259 

MTCO2eq의 저감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도 있음도 밝힘 

    - 사회경제구조상 석유, 가스, 전력의 수입은 계속 증가, 청정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소비자의 동기는 부족, 환경․조세․농업․연구 

및 경쟁력 등 각기 다른 목표를 지닌 다른 정책에 많은 향을 받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 

 마.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의 Bob MacGregor는 “카나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완화정책 : 수평적 정책통합”에 대해 발표 

 ○ 농업은 카나다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차지, 온실가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감잠재력은 5-20MT정도로 인센티브네 따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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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으로 i)중앙정부, 지방정부, 생산자, 

수요자 및 NGO등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정책 수립․시행, ii)정책 

목표의 계량화 및 측정의 용이성 확보, iii) 환경 정책간의 통합관리 

등을 제시함

 바. 세부 주제 발표후 가진 토론에서 기후변화와 발전 목표와의 통합 

장애요인으로 정보차이, 시범사업의 부족 등이 제시되었고, 수요에 

부응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중요성이 논의되었음

2. 세션 2 : 기후변화 완화 사례연구

 가. 아프리카 에너지정책 연구 네트워크(African Energy Policy Research 

Network)의 Stephen Karakezi는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2004년 신재생에너지회의(본, 독일) 및 케냐에서의 지열발전 성공사례 

등에 힘입어 최근 아프리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

    ※ 케냐는 지열발전(Geothermal)성공으로 총발전량의 10.4%를 공급

 ○ 지열발전이 i)지역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ii)지하 천공 비용 부담 등

의 문제점은 있으나, i)가뭄 등 외부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에너지확보가 가능하고, ii)가난 척결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어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신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함

 나. 콜롬비아 Int'l Center for Tropical Agriculture의 Marco Antonio 

Rondon은 “중남미지역의 사바나(Sabana) 및 림 지역에서의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사례를 소개

 ○ Sabana 지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불(fire), 가축(cattle), 사탕수수 

방화(burning) 등이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으로 농업 및 가축관리, 

아마존 지역 개발 토지의 복원, 설탕농장의 친환경화 작업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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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러시아 에너지효율센타의 Igor Bashmakov는 “러시아의 지역난방사업

(District Heating)”의 사례를 발표

 ○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집약도가 

2000~2003 동안 매년 2.3% 낮아졌으며, 특히 이와 관련한 지역난방의 

역할을 강조함

    - 지역난방(열병합 발전이 지역난방의 30%를 차지)이 러시아 전체 

에너지소비의 45%를 담당하고 지역난방의 50% 이상이 건물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의 지역난방 진출 확대 등 지역난방의 활성화로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러시아가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효율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함

 다. 태국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의 Sirin Towprayoon은 

“벼논(rice field)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옵션”들을 소개

 ○ 벼논(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13% 차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i)토지이용 준비 정도, ii)파종 준비 정도, iii) 논의 

형태, iv) 비료사용 등임을 소개하고

 ○ 적절한 산출(yield)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i)건조한 토지보다는 수경작에 의한 토지이용 및 파종, ii)물의 효율적 

이용 관리, iii)적절한 비료 사용 등을 제시하면서

   - 벼재배가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옵션이 될 수는 있으나 이의 

실행은 사회경제적 향을 면 히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3. 세션 3 : 기후변화 완화와 신기술

 가. 미국 Carnegie Mellone대학의 Edward Rubins는 “정부정책과 연계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로 에너지효율기술, 대체에너지기술, 

이산화탄소 분리저장이용 기술 등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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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기술은 이론적으로 발명, 혁신, 기술채택 및 기술 확산의 

선형적 단계를 밟아 변화 발전하나 실제로는 발명, 혁신, 기술채택, 

기술확산이 서로간 피드백구조를 가지면서 이루어짐 설명함

 ○ 미국의 기술정책 수단을 i) R&D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민간, 학교, 

정부연구소), ii) 상업화 및 상용화의 직간접 지원 및 개발단계에서의 

간접지원, 그리고 iii) 교육훈련, 기술표준 제정 등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 및 교육의 지원 등으로 설명하고

    - 이러한 기술정책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을 

감소시켜온 것으로 분석 발표함

 ○ 미국 기술정책연구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 i)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간 

균형 있는 정책 추진, ii)하나의 정책보다는 여러 관련정책의 통합관리, 

iii) 정부의 교육과 훈련에 관심 중점 등을 제시함

   

 나. 독일 Bonn 대학의 Bettina Hedden-Dunkhorst는 “기술혁신과 농업

부문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 농업부문이 실제 전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차지(이산화탄소 

4%, 메탄 65%, 이산화질소 90%를 차지하고 있음)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농업부문은 기후변화에 의해 향을 받는 분야임을 지적

 ○ 전지구적, 국가별 혹은 소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정책 방향이 사회, 경제, 환경정책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 농업분야의 성공적인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농업을 빈곤퇴치, 

지적재산권 및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정보제공과 

교육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제시함

 다. 페루 Intermediate Technology Development Group의 Teodoro 

Sanchez-Campos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지역에너지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

 ○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청정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공급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기술과 재정메카니즘의 부재, 지방정부 역량의 부족, 적절한 제도적 

체계 부재 등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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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i)중앙정부의 적절한 개입, ii) 지방

정부의 에너지 및 다른 분야에서의 정책 역량 향상, iii) 기술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공동 참여 등이 필요함을 제시

 라. 일본 샤프사의 Takashi Tomita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PV(Photovoltaic) 시스템의 기여 방안”에 대해 발표

 ○ 일본 PV 시장은 1994년 이후 급성장하고 있으며 PV에 의한 발전량이 

1999년 201MW에서 2003년 744MW로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연간 

300GW 생산능력에 연간 1,500TWh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는 

흡수원 3,000,000제곱킬로미터에서의 흡수 능력과 같음)하여 발표함

 ○ PV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에 기여하고 전력 공급이 힘든 상황에서 전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회적인 투자 촉진이 필요함을 제시 

 마. 뉴질랜드 임업 및 농업부의 Gerald Rys는 “뉴질랜드에서의 전원 농업을 

위한 Non-CO2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해 발표

 ○ 뉴질랜드에서는 배출 온실가스의 55% 이상이 Non-CO2이며, 49.2%가 

농업부문에서 발생(에너지부문에서 32.2%, 산업공정 4.7%, 폐기물 및 

기타 3.3%)하고 있어 농업에 관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필요함을 언급

 ○ 메탄 감축방안으로 가축 방목형태, 농업생산 방법, 생물학적 방법 등의 

개선을, 아산화질소 감축 방안으로 효율적인 비료사용, 토지경작 방법 

변화 등을 제시하며, 농업부문의 Non-CO2 감축 옵션간 통합정책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함

 바. 발표후 가진 토론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정책의 

설계, 효율기준 제시에 의한 시장전환, 규제정책 도입이전의 기술혁신 

가능성 등이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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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찰 및 평가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 및 농업부문의 사례 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인센티브 정책과 동시에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필요시 규제 수단 도입)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됨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설계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수단 도입을 병행할 경우의 비용효과성을 우선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표나 정책 여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정책

수단이 사용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이 사회․경제 발전, 

환경 등 다른 정책 및 조치들과 통합하여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수립시에는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농업정책 등 관련 정책간의 통합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오는 12월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완화분야 작업계획에 에너지 

및 농업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분야 우리 전문가들의 회의 

참석 및 후속 작업참가가 요망됨

2. 이행부속기구(SBI) 회의

  □ 협약 4조 제8.9항

   ○ 협약 제4조 8,9항 관련, COP-7('01, 모로코) 결정(5CP.7)사항인 기후변화 

및 대응 조치의 부정적 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행 방법론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금번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논의가 연기됨

    ※ 협약 제4조 8,9항 : 기후변화 및 대응조치에 의해 발생되는 악 향

으로부터 개도국 및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재원의 

제공

   ○ 기후변화 및 조치에 의한 악 향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에 필요한 



- 39 -

활동, 위험대책, insurance 및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는 의무 부담을 

적게 부담하려는 선진국과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개도국 사이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 도출에 실패함

   ○ EU와 미국은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화석연료의 

사용 증대로 기후변화가 촉진되므로 선진국의 기여가 요구되는 

insurance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개진

   ○ G77-중국은 현 단계에서 예측 및 분석이 불가능함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 으나, 미국 및 EU가 반대

   ○ 재정 및 기술지원(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부분에서 쿠바는 

악 향(vulnerability) 및 적응(adaptation) 평가를 위한 GEF의 기금 

부족과 기후변화 대응이 지구적 이익(global benefit)에 기여한다는 

사실의 증명에 한계가 있어 GEF의 기금확보가 어렵다고 주장

   ○ AOSIS를 대표한 마이크로네시아는 기후변화 관련자료의 수집 및 

적응을 위한 기술이전과 기후변화특별기금(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 GEF의 5CP.7을 위한 기금조성 및 성과에 대해 논의

하 지만 합의된 결정문안을 도출하지 못함

   ○ 특히 중동 산유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이행이 자국의 경제에 

악 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동 의제하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능력형성

   ○ 개도국의 능력형성 관련 종합검토(Comprehensive review)를 COP-7 

결정에 따라 COP-9까지 완료키로 하 으나, 검토시간의 부족 등으로 

최종기한을 금년 12월 개최, COP-10으로 늦추기로 함

   ○ 금번 회기에서는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의 능력형성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과 능력형성 활동 범위 및 효과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조정

하기 위하여 소그룹회의 구성,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G77/중국 그룹은 제도적으로 능력형성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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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일본 등의 선진국가 그룹은 개별 국가별 여건에 맞는 능력형성 

적용의 어려움이 있음을 제안하는 등 의견이 대립됨

   ○ 개도국 그룹은 종합검토 이행과 관련하여 최적관리(Best Practice)의 

포함 여부, 능력형성 이행 범위 및 효과의 지표 불명확, 국가자체

역량평가(NCSA) 이행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

   ○ C77/중국은 능력형성 활동 범위 및 효과 검토를 위한 기술모임에 

대한 제안을 언급, 일본이 반대 EU 찬성, COP-10 "round table" 

의제로 제안

   ○ 제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COP-10에서 개도국의 능력형성 이행을 

위한 1차 종합검토서를 완결하고, 매 5년 주기로 종합검토를 수행

    - SBI-21에서 모든 자료를 근거로 개도국의 능력형성 범위 및 효과에 

관한 결정문을 완료

    - COP-10의 종합검토서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practioners 모임을 

사무국은 소집 할 수 있고, SBI-21에서 회의결과를 발표

   ○ SBI-21에서 결정문 인자(parameter)에 대해 협의할 예정, 고려할 

인자로서는 협약 조항 문구와 관련된 당사국총회 결정문구, 종합

검토의 범위 및 효과, 우선순위 및 실질적인 차이점 확인, Rio 총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능력형성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기구활용 등임

  □ 협약 제6조(교육․훈련, 공공인식)

   ○ 교육․훈련 및 인식제고 목적으로 구축된 시범모델(Clearing house)에 

대한 개선방안과 협약 제6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결정문 초안 작성

   ○ 협약 제6조 실천을 위한 시범모델 운  관련, 2단계(Phase)로 구분하고, 

2007년까지 또는 그 이전에 1단계의 이행내용을 종합평가, 그 이후에 

2단계의 업무범위를 설정

    - 1단계 주요 이행사항으로, 모델 등록내용은 교육 및 국민인식 분야에 

중점을 둠, 지역간(regional, subregional, national) 정보교류 및 제공을 

위해 연결체(Nodes) 활용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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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모델의 구축․운 과 관련하여 Clearing House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기술적 사항(technical spec.), 향후 업무일정(tentative time 

frame) 및 이와 관련된 비용․대책 등에 대하여 SBI-21에 보고

   ○ 협약 제6조 활성화를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New 

Delhi programme이 2007년에 검토(Review)되어지는 것을 고려, 

2004년 중간검토(intermediate review)를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IGO, NGO의 의견 및 각 국가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 반 된 보고서를 

작성 SBI-21에서 발표

    - 각 당사국은 협약 제6조 이행을 위한 국가담당기관(focal point)을 

국가 여건에 따라 설정 사무국에 통보

  □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

   ○ COP-10에서의 고위급회의는 둘째주(하반부) 12.15-17간 개최, 진행방식

으로는 페널방식을 도입, 회의 첫날은 희망하는 국가에 기조연설 기회를 

부여, 각 패널 참가자는 대략 6명 정도, 참가자격은 장관 또는 각국 

수석대표에 한정

    - 페널리스트 선정시 지역안배 및 이해관계의 균형 고려, 패널 수는 

4개로 하되 제한된 시간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2개 패널을 병행

   ○ 고위급회의 주제로 “협약 10주년 : 성과와 도전”을 중심주제로 

하여,기후변화의 향, 적응조치 및 미래의 도전, 기술과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 정책과 그 향

   ○ COP 개최방식(매년, 격년, 매 18개월 등)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회의의 효과적인 운 을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 향후 계속 검토 

    - 제21차 부속기구회의 기간중 관련 워크샾을 개최

   ○ 협약과정에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 노력 필요성과 

옵저버 참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내용 삽입

   ○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COP/MOP-1) SBI-18, COP-9 결정 계속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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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부속서 1 국가보고서

   ○ 개도국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의 제출시기(Frequency 

of Submission) 문제를 논의

    - 미국은 지난 COP-9 이래, 국가보고서는 매 4년마다(최빈국 매 5년), 

국가온실가스통계(National Inventory)는 매 2년마다 제출 명시를  주장

   ○ 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비부속서 1국가들의 제2차 및 후속 국가 

보고서 적기 제출 필요성을 강조, 의무를 명시화하기 위해 노력

    - 미국의 국가온실가스배출통계(Inventory) 정기적 제출 명시화에 77그룹은 

동 건을 “국가보고서” 논의에 포함하는 데 반대함

   ○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국가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각국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가용한 재원 및 기술 부족으로 국가보고서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선진국들의 지원 및 기여확대를 촉구함

또한, COP-8에서 결정된 “비부속서Ⅰ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이 보다 

종합적인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함 

   ○ 77그룹은 비부속서Ⅰ 국가중(130여개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국가는 

3개국에 불과한 것은 개도국의 국가보고서 작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개도국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능력형성

(Capacity Building), 재정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일본 및 호주는 개도국이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능력형성이 가능할 것임을 언급함.

   ○ 선진국의 비부속서 1국가 보고서의 제출 명시화 주장과 관련, 개도국은 

제출시기 및 빈도 보다는 보고서의 질(Quality)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사회․자연환경과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의 어려움을 언급함

3. 부대행사(Side-Events)

  □ IPCC의 2006년판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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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IPCC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주관으로 상기 부대행사가 개최됨

   ○ 2006년 완성예정인 IPCC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개정작업 추진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2006년판 가이드라인은 1996년판 가이드라인, 2000년 및 2003년 우수

사례지침 보고 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요소(emission factor) 

DB 등을 개선하는 것임.  또한 2006년 지침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는 할로겐 가스 및 기타 간접 온실가스 등이 

새로이 포함될 수 있음

    - 1996년 가이드라인과 2000년 우수사례보고 지침(LULUCF 보고지침 

포함)을 2006년판 가이드라인으로 통합시키는데 자료간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현행 배출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발표후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들과 IPCC 관계자들은 국가별,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 요소(emission factor)를 개발, 발전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자 및 전문 연구자들의 

협력하에 Emission factor를 개선하여 여건이 유사한 국가간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EU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저감 전략

   ○ EU의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정책 및 조치를 설명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EU 주관으로 개최됨

   ○ 2000년에 수립된 제1단계 ECCP(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은 

에너지 및 수송부문 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 에너지부문 대책으로 i)배출권거래제 시행, ii)열병합발전 확대, iii)에너지 

Labelling 및 환경친화적 설계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iv)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이, 수송부문 대책으로 i)bio-fuel의 사용 확대, ii)철도의 

민 화, iii)온실가스배출이 작은 자동차 생산에 관한 자발적 협약(VA)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 EU는 동 제1단계 ECCP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2010년 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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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저감 잠재량은 578∼696MtCO2eq/y로 EU 감축의무 

부담량인 -8%를 두배로 달성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함

    - 세부적으로는 CHP 65Mt, 빌딩에너지 35-45Mt, 대체에너지 100∼

125Mt, 매립장 41Mt, 산업체 자발적협약 75~80Mt, 에너지라벨링 

20Mt등으로 추정

   ○ 한편, ECCP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문제, 에너지부문과 

수송부문 정책간의 연계에 의한 시너지효과 창출, 2005년부터 도입되는 EU

역내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 수송부문의 저감잠재량 확충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 EU는 향후 신규 EU회원국을 고려하여 계획을 개선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및 조치의 모니터링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강화 방안, 수송부문 배출저감 강화 방안 등이 보강될 것임을 밝힘

□ 기후변화와 수출신용 및 다국적기업

   ○ 미국 청정대기정책센타(CCAP)는 상기 표제하에 6.22(화) 부대행사를 개최, 

수출신용에 있어서 환경적 기준 강화 및 다국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상한선 설정을 통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 기후변화 대응에 수출신용 활용 방안

    - 선진국의 대개도국 수출신용은 매년 약 400억불에 달하며, 그중 절반인 

200억불이 개도국 내에서의 에너지 집약적인 사업 지원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바, 수출신용기관(ECA)이 기후(환경)친화적인 사업 지원기준을 

적극 활용시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환경개선)에 큰 기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 이를 위해 선진국 수출신용기관이 채택 가능한 5가지 옵션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i) 기후친화적인 기술의 비용상 불이익을 보전할 양여 기금 풀 조성,

     ii) 수출신용기금의 일정비율을 기후친화사업에 할당, 

     iii) 기후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특별 대여 내지 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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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수출신용사업의 기후친화적인 포트폴리오 기준 강화 (예: 전력사업의 

경우 기후친화적인 기술사용의 최소 비율 규정), 

     v) 지원사업의 성과 보고시 투명성 강화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동 제안이 실현될 경우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 으나, 

실제 수출신용 공여국 입장에서 기후(환경)친화 기준을 설정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함

   ○ 개도국 내 다국적기업의 배출 상한선(emission cap) 설정

    -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자본은 매년 전체 개도국의 

GDP의 4%에 달하며, 그중 2%를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며 다국적

기업의 개도국내 활동의 40%가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내지 에너지 

관련분야임

    - 따라서, 개도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에 국제적인 협정 내지 

신사협정 등 체결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부여한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개도국내 환경개선에 기여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 동 방안은 i) 개도국 기업에는 배출저감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으며, 

ii) 다국적기업이 부속서 1 국가 배출저감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함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개도국 경제에서 큰 향을 미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동 방안의 취지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있어 동 방안 실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다국적기업에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하는 점

    - 저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 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력 저하

    - 같은 프로젝트에 개도국 기업이 참여시는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다국적기업의 경우 배출상한(emission cap)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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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5년 1월부터 EU역내에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는 지역 및 국제배출권거래의 청사진을 제공

하며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 교토의정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면서,

    - 배출권 할당은 모든 경제 분야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EU의 배출권 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에 대한 

평가가 늦어도 금년 9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개함

    - 당초 계획은 2004년 3월말까지 EU 15개국의 배출권 할당계획(NAP, 

National Allocation Plan)을 완료(신규 EU가입 10개국은 ‘04.5월까지)

   ○ 한편, EU의 배출권거래제에는 CDM, JI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의 

감축실적(Credits)이 포함되며,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배출권거래제는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인 바 EU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관련한 

기반구축 진행상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시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 수립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브라질 제의의 과학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 관한 진전사항 보고

   ○ SBSTA 제17차회의(2002.11) 결정에 따라 브라질 제의의 과학적 및 

방법론적 측면에 대한 연구 진전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부대행사가 

6.21(월) 18:30~20:30간 협약사무국 주관으로 개최되었음

    - 브라질 제의 :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 브라질이 선진국들의 역사적 

배출 누적량(1840년 이후)을 책임부담의 출발 근거로 할 것을 요구

   ○ 브라질 제의를 연구하고 있는 독일의 ECOFYS는 지난 18개월간의 

연구 진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 2002. 11. SBSTA 17차 회의 이후 브라질 제의를 연구하기 위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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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기여성에 관한 모델링과 평가”(MATCH) 

방법론을 개발하 음. 2003.9. 국과 브라질 정부 지원하에 독일 

베를린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MATCH를 통한 과학적․방법론적 

연구를 합의함

    - 2005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과 농축, 배분, 불확실성, 과거․미래의 

지구온난화 책임 등에 관한 4가지 연구보고서를 2005.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임

    - 현재 온실가스별, 기간별(1890~1990), 지역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누적

배출량을 산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과학기구에서 이용하는 방법론의 

결과 추정치와 MATCH를 이용한 결과 추정치가 유사하다고 설명함

   ○ 부대행사 참석자들은 MATCH를 이용한 연구 진전사항을 높이 평가

하면도 제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함. 

부대행사 진행을 맡은 뉴질랜드 의장은 ECOFYS 이외에도 다른 과학

기구들이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2005.12월에 발표될 연구결과

보고서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부대행사를 종료함

  □ 기후변화 대응 형평성에 관한 선진국-개도국간의 대화 

   ○ 독일 Wuppertal 연구소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대학이 주최한 

“기후변화 대응 형평성에 관한 선진국-개도국간의 대화” 6.21(월) 부대

행사에서는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전지구적 기후변화협약’을 만들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완화에 대한 차별적인 공약, 교토(2012년)이후의 

진전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필요성과 관련한 제안들을 발표되었음

   ○ 주요 발표내용

    - FIELD(Foundation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Development)의 Mace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정한 부담분담에 

대한 메카니즘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적정하고 형평성있는 협약을 

채택할 수없음을 강조함

     - 또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미래의 부담을 경감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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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라도 기후변화 완화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

    - 케이프타운 대학의 Harald Winklerd는 기후변화 완화와 의무부담의 

차별화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개도국들의 의무부담 

차별화의 기준으로 협약 3조1항의 ‘공통의, 차별적 책임과 각각의 

능력’을 인용하면서 책임, 능력과 잠재력을 언급함

     ․ 위에 언급한 기준을 근거로 개도국을 신산업화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NIC), 급산업화개도국(rapidly industrializing developing 

countries: RIDC), 최빈국, 기타개도국 등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함

     ․ 우리나라는 NIC에 해당되며 모든 부속서 1국가가 의무부담에 참여

하면 구속력있는 고정방식으로 의부부담 제한 또는 감축을, 그렇지

않으면 비구속적인 고정방식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

    - Wuppertal 연구소의 Hermann Ott는 교토(2012년)이후의 진전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필요성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의 참여 없이는 개도국에게 어떤 수량적인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에 연구참여자 전체가 동의하 음을 설명함

     ․ 2012년의 기후변화 협상에는 EU와 주요 개도국 및 시민사회의 연합 

등 긴 한 관계가 필수적임을 주장. 또한 미국, 러시아, 개도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조직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 이와 관련, 동 부대행사에서의 제안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협상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동향 및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한 면 한 검토 분석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함.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정책구도 옵션

      

   ○ WRI(World Resources Institute)의 Jonathan Pershing은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시나리오 및 선택해야 될 조치에 대하여 

부대행사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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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독일, 노르웨이, 카나다 등이 관련 연구내용을 각각 발표함

    - 일본 CRIEPI의 Taishi Sugiyama는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2012년 

이후 시나리오를 4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 는데, i)graduation and 

deepening of Target (UNFCCC 및 쿄토협약체제 하에서 관찰), ii) 

Market Convergence (효율적이며 유동적인 국제탄소시장 출현), iii) 

Orchestra of treaties (기후변화제도의 재구성으로 에너지관련 정책, 

기술개발, 체재협력 및 장기적 기술개발 등 고려), iv) Human 

development scenario (개도국 이행에 초점)로 구분함.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는 기후변화 기술협약이 EU의 풍력에너지 조약 

그리고 미국과 호주의 탄소 포집 조약과 같은 지역협력으로 선택 될 

수 있다고 발표

    - 노르웨이 FNI의 Kristian Tangen은 향후 쿄토의정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참여, 개도국의 이행, 개선된 협상기구 

등 향후 조치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적하 음

    - 독일 HIIE의 Axel Michaelowa는 독일의 풍력기술개발의 사례연구를 

발표하 는데 기후변화기술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훈을 

강조함

    - 캐나다 IISD의 John Drexhage는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제도 구축에 관한 

개발 지원 역할에 대해 발표함  

   ○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정책은 장기적인 대책이며 정책의지, 

재정적 지원 및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정

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