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
-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
-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

 경향신문사와 환경연합은 2007대선에 즈음하여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유권자들이 선거 시기에 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7. 11. 27(화)  14:00~17:00 

 ○ 주최 : 경향신문사 ․ 환경연합 

 ○ 장소 : 경향신문사 빌딩 (정동시네마 2관) 

 ○ 프로그램 :                       사회 :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14:00 ~ 14:05 : 인사말 고영재 (경향신문 사장) /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14:05 ~ 14:10 : 환경분야 주요 의제 소개 및 의사 진행 방법 안내 (사회)

             (에너지/원자력/건교환경통합/새만금/경부운하/농촌살리기/환경질환예방

             유해물질관리/식품안전/유류세개편/고용창출/지속가능경제발전 등)

 □ 초청후보 정견발표

    14:10 ~ 14:45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정책 표명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정책 표명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정책 표명

                     <민주당> 이인제 후보 정책 표명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정책 표명

                     <무소속> 이회창 후보 정책 표명 

□ 각 당 / 후보 정책 소개

    14:45 ~ 15:10 : 각 당 정책위 의장 발표 

□ 패널정책질의응답

    15:10 ~ 16:15 : 후보(진영) 별로 10~15분 내외 할당

         - 장재연 (아주대 교수)    -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 손충렬 (인하대 교수)     - 박창근 (관동대 교수) 

         - 권호장 (단국대 교수)     - 안치용 (경향신문 지속가능경제연구소장) 

         - 구희숙 (주부, 환경운동가) -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             

□ 100인 평가단 정책질의응답

    16:15 ~ 16:50 : 100인 정책평가단 질의 응답 (Floor)

    16:50 ~ 17:00 : 후보별 마무리 발언 및 사회자 정리 멘트

■ 주관 : 경향신문 지속가능경제연구소 (안치용소장)  (02-3701-1157)

         환경연합 정책실 (황상규처장) (02-735-7000, 010-3014-7357)





후보명 분야 기후변화
에너지

식품안전
유해물질관리

국토계획
생태계보호

환경세제
행정개혁

지속가능성 
향상 합계

정동영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이인제 후보
(민주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문국현 후보
(창조한국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이회창 후보
(무소속))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제17대 대선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평가표
                              

< 이하, 국회의석 순 >

□ 제출처: 경향신문/환경연합 사무국 





정책평가단 <100인 위원회> 평가 방법

□ 평가절차 

    1. 100인 위원회 신청   (홈페이지나 사무처에 신청)

    2. 각 당/후보 정책(안) 검토 (홈페이지 및 자료집으로 제공)

    3. 평가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및 토론회에서 제공)

    4. 사무처 취합, 발표 

□ 평가표 작성 방법 

    1. 각 당/후보의 정책(안)을 검토하고, 패널 질의 응답 내용을 확인함.

    2. 평가표[별첨] 5개 분야별 평가항목(답변성실도, 정책타당성,정책구체

성,실현가능성)별로 평점을 부여한다. (

3. 분야별로 20점으로 평가하여, 전체를 합산하여 사무처에 제출한다. 





< 각 당 및 후보 환경 분야 정책 자료 > 

￭ 대통합민주신당 환경 분야 정책 공약 …………………  4

￭ 한나라당 환경 분야 정책 공약 ………………………… 13

￭ 민주노동당 환경 분야 정책 공약 ………………………… 19

￭ 민주당 환경 분야 정책 공약 ……………………………… 48

￭ 창조한국당 환경 분야 정책 공약 ………………………… 58

￭ 무소속 이회창 후보 환경 분야 정책 공약 (미제출)……… 64

□ 환경연합 선정 제17대 대선 환경분야 10대 과제 …… 65

□ 환경연합 제17대 대선후보 대상 설문 조사 항목 …… 74

□ 토론메모  …………………………………………………………… 76





제17대 대통령 선거

대통합민주신당 환경 분야 공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 13 -

제17대 대통령 선거

대통합민주신당 환경 분야 공약

□ 환경 분야 공약 

I.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정책

2. 농어촌의 수돗물 공급 확대와 물이용의 지속성강화

3. 쾌적한 도시 만들기

4.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녹색 나라 만들기

5. 남북공동으로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활용

6. 생물자원을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자원으로 활용 

7.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발생한 폐기물 자원화

8.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 국제환경협력 강화

9. 일자리제공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으로 육성

□ 주요 3대 환경공약

1. 높은 삶의 질과 양질의 휴식을 위한 국토 생태공간 확보하기 

2.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환경분야 일자리 만들기

3.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환경질 높이기



07년 제17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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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분야 공약 

I.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정책

□ 환경성 질환 실태 조사 강화 및 대책 마련

□ 어린이 건강보호 및 생활용품 유해물질 관리

□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의 선진화 

□ 유해화학물질 분류ㆍ표지 등 유해 위험정보전달 체계 확립 

2. 농어촌의 수돗물 공급 확대와 물이용의 지속성강화

□ 상수도 증설 및 위생관리체계 강화

□ 대체수원 개발

□ 물 재이용 체계 강화

3. 쾌적한 도시 만들기

□ 도시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 도시 오존오염의 개선

□ 시원한 도시 조성

□ 도시교통의 친환경성 제고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도시 생태공간 창출 및 도시 생태공간의 연결성 제고

□ 도시 하천생태복원 

4.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녹색 나라 만들기

□ 국토개발 관련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계획단계에서 해소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 확립

□ 한반도 통합생태망의 보전 및 복원

□ 남북 생태협력 사업 추진

□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

5. 남북공동으로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활용

□ 비무장지대 내부와 외부 생태계 보전

□ 남북공동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및 평화생태공원 지정 

□ 비무장지대의 친환경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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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자원을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자원으로 활용 

□ 한반도 고유종 발굴 및 관리 강화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ㆍ관리

□ BT산업 활용에 기반이 되는 생물자원 유전자 분석 추진

□ 외래종 관리법 제정 

7.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발생한 폐기물 자원화

□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 단계별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정착 

□ 폐기물 에너지화

8.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 국제환경협력 강화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 배출권거래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동북아 사막화 방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 추진

□ 국제환경협력 강화

9. 일자리제공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미래시장에 R&D 재원 집중 투자

□ 농어촌 중심 대체에너지 산업 주력 →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 발전차액지원제 확대 및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 친환경자동차 시장 육성 

□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환경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환경산업 수요 확충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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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합민주신당의 환경분야 3대 주요 정책 방향

1. 높은 삶의 질과 양질의 휴식을 위한 국토 생태공간 확보하기 

2.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환경분야 일자리 만들기

3.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환경질 높이기

I.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푸른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 현황

□ 국토개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 미흡

 o 국토정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실천적 관리수단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지표 부재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요구가 중대하면서 국토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전망

 o 국민의 자연과의 접촉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이 악화되는 부작용도 동시에 나

타날 것임

□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립공원, 연안갯벌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훼손되고 생태적 

기능이 저하

o 백두대간에서 산림이외의 용도의 토지가 338.6㎢에 달하고 72개의 도로가 평균 9㎞ 간격으로 

관통

o 최근 10년간 갯벌 상실면적(810㎢)이 전체 갯벌면적의 33.8%에 달함

□ 비무장지대는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어 생태계의 보존필요성이 매우 크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

라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남북협력의 전초기지로 부상되어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복원, 

남북교류거점이 개발 등 급격한 개발욕구에 직면

 o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67종이 멸종ㆍ보호종에 해당

 o 남ㆍ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관련 활동, 농지확장, 도로건설, 야생동식물 남획 등 생태계 훼손요

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복원요구 강화 

2. 공약

□ 국토개발 관련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충을 계획단계에서 해소

 o 각종 사업계획의 환경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환경성평가제도의 과학화 및 체계화

- 지속가능성지표를 설정하여 국토관리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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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성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예산 배정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역중심ㆍ주민참여 환경거버넌스 체계 구축

□ 한반도 통합생태망의 보전 및 복원

 o 제주 및 도서연안지역, 비무장지대일원, 백두대간을 3대 핵심생태축으로 하는 田자형 한반도 

국토생태축 구축

  - 광역생태축은 주요 산과 하천, 개발제한구역, 연안습지 및 하구역, 국토생태축 등을 토대로 구

축하고 도시 내 생태축과 연결 추진

□ 비무장지대의 친환경적 활용

 o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평화

생태공원 지정 추진

 o 비무장지대 내부와 외부 생태계 보전

□ 남북 생태협력 사업 추진

 o 설악-금강국제관광지구 조성

 o 한반도 백두대간 및 산림의 보전과 공동관리

 o 북한의 하천 및 연안 환경보호ㆍ관리를 위한 협력

 o 평화의 숲 가꾸기 운동

 

Ⅱ. 국가의 새로운 경제력, 환경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현황

□ 미래 세계에서 자원과 에너지 수요는 급증  

□ 자원 소요 급증으로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인 자원과 환경의 위기 시대 도래

 ◦ 자원수요 급증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자원 고갈에 따른 위기의식 가중

□ 인류 생존 자원의 위기에 따라 세계는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사회로 변환

 ◦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필요하나, 현 경제체제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대공

항 이후 최대의 경기 후퇴 예상

 ◦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세계시장은 자원․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로의 

개편이 불가피

 ◦ 환경과 경제의 통합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은 급팽창할 전망

< 선진국의 발전 전략> 

□  자원․에너지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주요 발전 

전략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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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및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면, 모든 산업분야에서 생산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강화

 ◦ 특히 선도적인 환경규제 및 지원을 통해 환경관련 시장창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강

화에 총력

□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이 커짐에 따라 지구환경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

 ◦ 지구환경위기 문제는 기존 시장을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개편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선점하려는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부합

 ◦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간 환경규

제경쟁을 촉발

□ 선진국의 대표적인 환경규제

  ◦ EU : ’05년 8월 WEEE(폐전자제품처리지침) 도입

          ‘06년 7월 RoHS(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실시

         '07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정책) 발효

  ◦ 중국 : ‘07년 3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법을 도입하여 유해물질 함유랑과 사용기간 표시 의무

화

          ‘07년 10월 ’수출기업 환경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환경법규를 어긴 기업에 

대해 1~3년간 수출쿼터를 승인하지 않고 수출면허증 발급을 중단하며 환경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 대출중단

  ◦ 미국 캘리포니아 주 : '03년 폐전자제품에 대해 재활용요금을 의무적으로 부과 

  ◦ 일본 : ‘06년 전기ㆍ전자기기 화학물질 표시법 시행 

□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 10년간 추진할 녹색혁명 계획 발표

    - 신재생에너지를 ‘20년까지 20%까지 높임

    - 하이브리드 등 환경오염이 적은 자동차를 살 때 할인혜택 부여

  ◦ 독일 : ’10년까지 전체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선, ‘20년까지 20%

로 높인다는 목표 설정

    -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 태양광 발전,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 집중  

  ◦ OECD 회원국 : 향 후 30년간 발전설비 투자의 3분의 1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입

< 우리나라 현황>

□ 신재생에너지분야

 ○ 산자부

   - ‘11년까지 1차 에너지의 5%, 발전량의 7%가 되도록 신재생에너지 확대

   - ‘11년까지 약 9조1천억원 지원 예정, 민간투자까지 총 17조8천억원 투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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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접근토록 육성

  -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차액보전제도 시행

  - ‘08년도 신재생에너지분야 예산 : 4826억원 확보

   ․ 기술개발 1579억원, 보급융자 1303억원, 보급 941억원, 발전차액지원 513억원, 태양광발전보

급 490억원 

 ◦ 농림부

  - 기존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및 통합자원화 공정시스템 개

발ㆍ실증화

  ㆍ 3년(‘07~’09)간의 연구결과를 평가한 수 시범사업 추진

  ㆍ 연구결과 일선 농장에서 실용성이 인정될 경우 실증 또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보급 방안 검토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R&D 예산 (‘03년 기준)>

                                               (단위:US백만S)

□ 민간기업

 ◦ 대우건설 :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설비 완공 및 가동

 ◦ 현대건설 :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건조탄화기술 시장 진입

 ◦ 코오롱건설 : 바이오에탄올 플랜트 시장 공약

 ◦ 롯데건설 : 생활페기물을 재활용하는 전처리시설 개발

 ◦ 포스코 : 한전과 ‘발전용 연료전지’ 공동개발

 ◦ LG화학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건축 외장재와 접목시키는 사업 진출

 ◦ LG CNS : 태양광 발전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진출

2. 공약

□ 글로벌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미래시장에 R&D 재원 집중 투자

 ◦ NTㆍBTㆍET의 융합 등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 개발 및 상용화

□ 농어촌 중심 대체에너지 산업 주력 →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청정에너지를 농어촌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

    - 대규모 사업 위주 지원을 지역주민 위주 지원으로 전환

 ◦ 발전차액지원제

    - 농촌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매스 지원 확대  



07년 제17대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 20 -

 ◦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청정에너지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역량 집중 및 

경쟁력 강화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 교육시설과 에너지소비가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물 포함

□ 친환경자동차 시장진출 총력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육성 

 ◦ 기존 자동차의 성능개선과 함께 초저연비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기

술개발 및 양산을 지원

 ◦ 저탄소형 기술ㆍ제품에 우호적 시장 환경조성

   - 배출권거래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 기후변화대응체계, 국가 전략 수립, 재원조달 지원 근거 마련 

□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환경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제품 및 서비스 전과정 (Life Cycle) 에 대한 친환경성 제고 및 고효율화

   - 제품의 전생애 주기(원료‧제조‧유통‧소비‧폐기)에 걸쳐 자원․에너지 소모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청정기술을 활용 

   - 최신환경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으로 친환경 생산효율 제고

  

Ⅲ. 생활환경의 질을 높여서 오염으로부터의 불안을 없애겠습니다. 

1. 현황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증가

  ◦ 전체 인구의 7.3%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에 노출

◦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ㆍ천식 등 환경성질환 증가

 -1995년~2000년사이 우리나라 6세~15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천식 5.7%→7.6%, 알레르기비염 

12.3%→17.7%, 알레르기결막염 8.4%→11.2%, 아포피성 피부염 12.9%→20.2% 증가했음

□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지속적 증가

 ◦ 수도권 지역 규제완화 및 경제활성화에 따른 산업체의 지속적 증가 예상

□ 실내공기질 관리 필요성 증가

 ◦ 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 등 신종 질병 부각

□ 도시화의 진전 및 도시환경문제 가중

 ◦ 국민의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여 도시환경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의 관건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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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인구, 개발사업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ㆍ수질오염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열섬, 소음, 

시각공해 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도시의 생활환경개선이 중요

 ◦ 도시공간의 생태친화성 제고를 위해서는 높은 비율의 녹지확보가 중요

 - 시민 1인당 녹지비율 : 워싱턴 50㎡, 빈 25㎡, 런던 9㎡, 우리나라 4.9㎡

 - 세계 215개 도시 삶의 질 평가에서 서울 89위 (‘06 미국 머서휴먼 리소스컨설팅)      

□ 도ㆍ농간의 수돗물 공급 격차 

  ◦ 전체 인구의 90.1%인 약 44,187만명이 상수도 공급받고 있음 (‘04.12)

  ◦ 상수도 보급률 : 특ㆍ광역시 98.8%, 시지역 97.3%, 읍지역 82.5%, 면단위 농어촌지역 35.2%

<상하수도 지역별 보급률 (‘05년 기준)>

2. 공약

□ 환경성 질환 실태 조사 강화 및 대책 마련

◦ 환경성 질환 의혹에 대해 오염노출과 환경성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통해 피해를 규명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환경보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저소득 집단, 폐광 등 오염우심지역 등 취약군에 

대한 대책 마련

□ 어린이 건강보호 및 생활용품 유해물질 관리

  ◦ 위해성이 높을 경우 취급제한ㆍ금지조치 및 유통흐름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

  ◦ 환경위험책임의 법제화를 통해 기업 및 오염원인자에 대한 환경책임 부과

□ 시원한 도시 조성

  ◦ 신선한 공기의 도심유입 및 열섬저감을 위한 바람길 확보, 녹지공간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 관화

□ 도시 생태공간 창출 및 도시 하천생태복원

□ 상수도 증설 및 위생관리체계 강화

 ◦ 상수도 보급률을 ‘12년까지 농어촌 70%, 도서지역 75%로 확대

 ◦ 막여과 등 첨단 정수방식 도입 추진 및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물 재이용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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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환경 분야 공약

I. 환경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II. 9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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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정책과제2. 환경-국토계획 통합 및 선진국형 생태도시 구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 27 -

정책과제3. 안전한 생활환경 및 아토피 없는 사회 구현

정책과제4.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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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5. 전향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제6.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및 물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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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7.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정책과제8. 조세체계 및 금융시장의 그린화

정책과제9. 남북 생태벨트 구축 및 국제 환경외교 리더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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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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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환경 분야 공약

- 세상을 바꾸는 녹색희망 -

1. 지속불가능한 한국사회 : 위기와 원인

2. 민주노동당의 ‘녹색희망(Green Vision)’: 5대 비전

3. 녹색희망의 실천의제 : 5대 분야 

1)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체제 전환

2) 토건국가 해체와 녹색정부 개혁

3) 안전한 먹거리·친환경농업 전환과 공공급식의 개혁

4) 아토피 스탑! 환경보건정책 실현

5) 핵 없는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을 통한 평화․안정 도모 

4. 녹색전환 2020 

1) 에너지전환 2020 

2) 친환경 농업 전환 2020

3) 친환경 교통 전환 2020

4) 친환경적 세제 전환 2020

5) 녹색정부․공공기관 개혁(2012년)

5. <녹색희망 2007> 종합

1) 22대 녹색희망

2) 13대 녹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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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불가능한 한국사회 : 위기와 원인

○ 박정희식 개발주의․고도성장주의 미극복과 새로운 사회 운영원리 미확립

―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를 거쳐왔지만 박정희 시대에 자리잡은 개발주의와 고도성장주의는 

극복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신개발주의’의 모습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그 결과 전국토를 공사장하면서 세금을 탕진하고 부정부패를 낳았으며 무엇보다도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투기사회’를 야기했음. 

―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도 성장주의와 삶의 기반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생태주의적 발전’을 추구해야 함.

○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회, 에너지체제 대전환의 필요성 인식 미비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석유정점’의 위기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석유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의 물적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장기

적인 시야와 계획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사회는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으며, 이를 

설득하고 이끌어나갈 정치적 ‘이니셔티브’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지속불가능한 한국사회의 5대 위기

― 한국사회는 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중첩되어 지역적(regional), 국가적, 지방적(local)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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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기들이 다음과 같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 

① 에너지 위기 

― 온실가스 방출 증가량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며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96%에 달하는 한국사

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석유정점’ 위기 속에서 지속불가능하다.

② 농업 위기

― 농업의 붕괴와 식량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 광우병․GMO․농약 및 항생제 잔류물 등 먹거리 

위험과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그리고 외면되고 있는 농민의 몰락과 먹거리 불평등․빈곤

의 위기

③ 생태 위기

― 국내 총생산의 20%(2002)에 달하는 국내 건설업계의 총 공사액은 토목국가의 기형적인 산

업구조와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새만금, 한탄강댐, 기업동시와 각종 특구 등의 각종 개

발공사는 전국토를 파헤치면서 생태계 위기를 심화

④ 건강 위기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을 오염시켜서 각종 암과 심각한 질병을 물론이거니와 아토피와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키면서 건강위기를 유발 

⑤ 평화 위기

― 6자회담의 2․13 합의와 남북정상 10․4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북핵위기 국면은 진정

되고 있으나, 일본의 핵재처리 활동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핵강대국이 경합하

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계속적으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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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노동당의 ‘녹색희망(Green Vision)’: 5대 비전

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토대 구축

― 에너지 및 자원을 저소비하고 절약하는 산업구조와 소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토건산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재생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친환경산업을 확대

― 이를 이끌고 지원해나기 위해서 녹색정부 개혁(건교부 및 산자부 해체 등)을 진행하고 시민

참여 등의 녹색거버넌스를 강화하며, 탄소세 등 친환경세제 개편을 단행

② 녹색 고용의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재생에너지산업과 같은 친환경산업, 농업의 재생, 사회 공공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면서도 녹색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을 추진. 

― 에너지․자원 저소비 산업으로의 전환, 환경파괴적인 산업의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프로그램을 운영

③ 지역의 생태사회적 재구축과 농업 회생

― 서울 등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통해서 지역은 착취되거나 외면되어 왔고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토건 개발주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 

― 지역의 발전은 토건 사업과 같은 개발주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 자립적인 에너지체계와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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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토대로서 

농업의 역할을 재강조.

④ 환경정의와 적록동맹을 통한 생태사회 전환

―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야기되는 피해는 경제사회적인 계급계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

타나는 ‘환경불의(不義)’와 ‘기후불의(不義)’를 주목하여, 경세사회적 그리고 생물학적 약자들

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함. 

⑤ 지구적 책임과 국제적인 연대 실현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빈곤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한국의 책임

(SR)이 매우 크고, 인권․환경 친화적인 대외원조(ODA)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한편, 한국 자

본의 해외진출에 대한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제도적․ 문화적으로 정착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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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20 에너지 전환 실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고용 창출 및 지역자립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공론화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빈곤층의 에너지 무상공급 법제화

3. 녹색희망의 실천의제 : 5대 분야 

1)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20 에너지 전환 실현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

제로 다가오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수요관

리 및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우

리나라는 2004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9천만(CO2)톤으로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약 4억 6천만톤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한국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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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이행 기간(2013~2017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경제구조를 지닌 국내 산업 및 사회전반에 미칠 충격

이 매우 클 것은 분명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여 자발적 의무감축형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

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재생가

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를 20%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것임.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전환 2020을 참조 

○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고용 창출 및 지역에너지체계 구축

― 기후변화와 석유정점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산업 전략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선진 각국에서는 근본적인 환경문제의 대책으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

에 걸맞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 또한 이들 전략들이 경제적인 타당

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용 창출의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 2006년 신재생에너지 총매출액은 

216억유로(약 28조)로, 우리나라 한해 정부예산(약 200조)의 14%에 해당하는 수준. 2006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원은 21만 4,000명이며, 2020년까지 최소 30만명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됨.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총 9천 7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함. 재생

가능에너지산업이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임을 보여줌.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아직 국내에서 재생가능에

너지산업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중소기업 위주, 지역중심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제(Local Energy 

System)의 기반을 구축할 것임. 특히, ‘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20(2020년까지 전력소비의 

20% 감축, 재생가능에너지 20%확대)’의 추진을 통해서,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3년간 최

소 일 년짜리 일자리 37만개에서 최대 85만개를 창출할 것임. 

―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정부 및 지

자체, 대학, 지역기업, 연구소, 소비자 및 노동자 부문 등 다양한 영역 내의 주체들을 중심으

로 한 ‘지역혁신체제(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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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 기후변화는 특정산업에 있어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특히, 기

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교토협약의 이행은 에너지 산

업에서 주요하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0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10% 감축하는 정책을 실

시할 경우, 석유와 가스 산업의 기존 직접고용인원 6만7천명에서 약 7,000개의 일자리가 감

소, 20% 감축할 경우는 16,1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 이처럼 기후변화는 기존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옴. 그러나 반

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 즉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

리도 창출해 내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민주노동당 재생가능에너지산업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최소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기존 에너

지산업의 변화에 따른 고용감소를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

을 의미함.

― 민주노동당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불가피한 에너지산업구조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고용과 지역공동체 지원

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설정하고, 정부, (에너지산업)고용자와 

노동자, 관련 이해당사들(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실

시할 것임. 특히, 에너지산업의 고용연계를 위한 재교육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임. 또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정의로운 전

환 펀드”를 조성할 것임.

○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의 사회적 공론화 

― 우리나라는 1978년 7월 고리 1호기가 준공된 이래, 현재 전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

인 세계 6위의 원전이용 국가로 발전 중 원자력 비중은 단일 발전연료로는 가장 높은 40%

를 차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5년까지 8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

이며, 2008년이면 30년으로 수명을 다하는 고리 1회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핵발전은 운영과정 상의 안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상승과 지역갈등,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

고 있음. 또한 우라늄 가채연수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에 편중된 국가 에너지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핵발전을 완전 포

기하거나 재생가능에너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주목해야함. 

―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연

한을 30년으로 엄격히 제안하여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갈 것임.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 인한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갈것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 41 -

연안개발특별법 저지, 수도권정비법 개악 반대, 골프장 추가건설 반대, 새만금 해수유

통 추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생태교부금 제도 수입 등 친환경적 국토관리 수단 강화

― 한편, 2005년 3월 현재, 발전소내 저장조의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7,500톤으로 2008년 포

화가 예상되고 있어,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만년이상 장기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처리 방안은 전

혀 제시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 넘기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핵폐기물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며 이를 위해 정부

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임. 그리고 기존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

성폐기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

과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사용후연료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를 없애

고, 투명한 사회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나갈 것임. 

○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빈곤층의 에너지 무상공급 법제화

― 우리사회에서 단전은 중요한 “빈곤지표”로서, 저소득층은 경제적 차이에 의해 소외되지 않고,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단전가구가 증가하여 ‘04년 단전유예조치 도입이후에도 연간 17만 가

구가 단전을 경험하고 있음. 

― 에너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주체와 재정마련 방안이 제시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을 구제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에너지빈곤층(단전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빈곤층의 에너지무상공급,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빈곤층의 에너지 무상

공급을 법제화하고, 실행주체, 재정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임. 이를 위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쟁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NGO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자자체별 심의위원회 설치할 것임. ‘에너

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을 3년마다 수립, 정기적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실시하고, 지역단위의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임.

2)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저지, 토건국가 해체 및 녹색정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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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국가 해체를 위한 개발공사 통폐합과 정부기관의 생태화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물서비스 민영화 계획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

○ 연안개발특별법 저지, 수도권정비법 개악 반대, 골프장 추가건설 반대, 새만금 해수유통 추

진

― 국토공간계획이 총괄적, 생태적 관점에서 수립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개발 주체간 경쟁 속에 전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하고 전국적 환경파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연안권 개발 특별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전 국토의 4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지자

체에 개발특례를 부여해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환경보호 관련조항을 무력화시켜 버림. 또한 

수도권지역 내 자연녹지나 수자원보호구역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

해 수도권정비법을 개악하기 위한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당면 현안으로 연안권 개발특

별법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정비법 개악을 저지해야 함. 그 외에 골프장 인허가 및 관리규정

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을 엄격 제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골프장 지원을 중단

해야 함. 

― 또한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의 경우, 기존 방조제는 활용하되 새만금

에 해수를 유통시켜 생명력을 부여해야 함. 새만금 방조제는 풍력발전단지와 바다공원, 생태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서해안 갯벌벨트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결합된 ‘내발적 

경제발전’의 대안으로 복원함. 생태교부금인 ‘생태보존직불제’를 신설해 새만금지역 주민들에

게 ‘지속가능한 어업’ 보장.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생태교부금 제도 수입 등 친환경적 국토관리 수단 강화

― 이제까지 경제정책, 산업정책, 국토 및 도시계획 정책은 각각의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고려하

여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토와 환경, 삶의 터전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 국토개발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정부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환경 

및 에너지 평가를 의무화해야 함. 

― 현실성 없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를 사업자에서 환

경평가위원회로 이관하며, 국가와 시민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평가위원회가 환경영

향평가와 컨설팅을 주도하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 또한 새만금, 혁신도시 등 

이미 추진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및 환경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함. 

― 녹색GDP, 녹색지수(Green Indicators) 등 생태보존 재정회계를 마련해 생태주의 재정인프라

를 구축해야 함. 지자체의 경우, 생태적 지역정치를 펴는 곳에는 지역교부급(생태교부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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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골프장 신설, 국공유지 매각, 산림훼손 등 녹색지수를 떨어뜨리는 곳에는 생태부담금

을 부과할 수 있음. 한편 광역 전력송전, 수자원보존, 폐기물매립 등으로 일방적 피해를 보는 

지자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생태활동에 따른 특정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함. 

○ 토건국가 해체를 위한 개발공사 통폐합과 정부기관의 생태화

― 토건국가는 난립하는 개발공사들로 뒷받침되고 또 가속화되고 있음.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국

가권력을 동원한 강력한 개발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정치권, 토건업계, 개발공사 사이의 강력한 유착 구조로 남았음. 

― 개발공사는 개발 이익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개발을 ‘국가주의적 공익론’으로 포장

하여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07년 기준 정부 총지출 규모 237조 1천

억원 중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52조 8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개발 사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탕

진하여 복지비 증액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개별공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일례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업무중복, 국책사업의 주도권 경

쟁, 이로 인한 난개발 조장와 인력낭비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토건국가 해체

를 위한 정책은 공공부문 개발공사를 전면개혁하고 생태적 공공기관으로 혁신하는 방안이 핵

심이 되어야 함. 

― 녹색정부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

여 국토환경부로 통합하고, 건설교통부는 해체하여 각각 공공주택청 및 교통청으로 분리할 것

임. 또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개발공사는 조직통합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청으로 통합․전환시킬 

것임. 또한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단지 조성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도로공사의 도로

건설 계획과 사업은 중단시킬 것임.  농산어촌 ‘개발’ 공사로 전락한 한국농촌공사는 간척사

업 및 농촌개발을 목표로 한 토목사업 영역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

능농업공사>로 전면적으로 재편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전환 5) 녹색정부·공공기관 개

혁(2012년)를 참고

―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 교육적, 문화적 노력이 병행하여, 핵 카르텔, 자동차 카

르텔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  예를 들어, 국민소

득 3만불로 표상되는 경제적 수량적 ‘삶의 질’에 대비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개

선을 목적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학교 교육과 공영방송에서 토건국

가 극복과 에너지 저감, 생태주의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함.

○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 현행 자동차·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는 광범위한 국토파괴, 대기오염 등 광범위한 환경 파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급증→도로용량의 한계→교통체증 및 오염 심화→도로건설 

확대→자가용 이용 증대라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교통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체

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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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행 석유정점과 고유가 시대에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99.6%)와 석유의존도를 가진 

자동차·도로중심체계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통체제의 에

너지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강도 높은 체질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함.

― 교통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에너지 소비체제의 전환 그리고 분명한 환경적·경제적 목표를 

고려하여 국가의 교통체계에 대한 계획과 정책이 집행되어야 함. 첫째, 평균 24%에 달하는 

전체 에너지 소비 대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의 축소. 둘째, 80%에 달하는 도로수송 부

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셋째, 국가 물류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도로 운송구조의 전환

(GDP의 15.8%를 차지함).

― 이러한 에너지 절약적, 친환경적 교통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로중심의 국토개발계획의 

철회, 도로건설 중심의 재정투자 구조의 전환, 토목자본-정부-지역토호로 연결된 권력구조(토

목 마피아)의 해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첫째, 개인교통의존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급위주 도로건설 정책(소위 7×9 국토간선도로망계획)의 폐기. 둘째, 도로건설에 60%이상 

투자하게 되어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폐지와 친환경교통특별회계로의 전환. 셋째, 지난 개발

독재시대의 산물인 건설교통부와 개발공사체제의 해체, 중앙집권적 교통재정의 혁신. 넷째, 

철도, 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과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가진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집행이 요구됨. 

○ 물서비스 민영화 계획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정부의 ‘물산업 육성 5개년 계

획’ 등을 통해 물 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속화되면, 낙후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흡과 상수

도 가격 인상 등 많은 문제를 낳음으로서 필수 공공재인 물에 대한 서민들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정부의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철회하고, 광역별 유

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임. 또한 물 

관련 행정에 지역주민 참여 및 감시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 확립나갈 것임.  

―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물관리 부처를 환경부로 통합하여 일원화

하며, 164개의 지자체로 산개되어 있는 상수도 업무를 광역화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

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 전국 단일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교차보조를 확대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할 것임. 이를 통

해서 절약된 재원은 누수율개선과 노후관거 교체,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 관련 R&D와 재교육

에 사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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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4 2007

전  체   80.5   56.0   43.1   29.7 26.8 25.3

식량자급도 확대 및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대응책 마련

공공급식 개혁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제 구축

친환경농업 전환과 이를 추진해나갈 국가 기간농민제도 도입

<농업·농촌·식품부>를 신설하여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 

3) 안전한 먹거리·친환경농업 전환과 공공급식의 개혁

○ 식량자급도 확대 및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대응책 마련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적 식량수급 불안과 곡물메이저가 75%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시장의 독과점구조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의 다

원적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그러

나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수준을 법제화할 것이며(국내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법제화 도입후 첫 5년간은 현행 보다 5% 향

상을 목표로 설정함(30%수준). 중장기 식량자급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것임.

―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은 농작물의 북방한계선이 상승하는 것과 같이 국내 농업생산에도 변화

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농업 작물의 생육가능기간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지만, 

고온과 저온 현상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극화 현상은 기후변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농업생산

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온도 상승, 기상이변의 속출에 대비하여 농업기상정보(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하며, 농업기후자원을 활용과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비 영농계

획을 수립함. 또한 종합적인 농업생태계 관리를 위해서는 대체영농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의 특성 개선 등) 개발을 실시함. 또한 농업분야의 온난화가스 방출 축소를 위해서, 보

조에너지(비료, 농약, 연료)투입 최소화 및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것임. 

○ 공공급식 개혁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제 구축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급식(예: 학교급식, 병원급식, 영유아

보육시설급식, 군인․전의경급식, 복지시설급식 등)이 국민 식생활과 농수축산물 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서, 전체 집단급식의 70%인 20,00여곳의 집단급식소에서, 전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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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32%인 1,700백만명이 농임업 생산액의 15%인 5조4천억원의 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임. 

― 민주노동당은 각 부처가 제각기 파편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공공 영역의 집단급식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관된 공공급식정책을 통해서 관리할 것임. 또한 영국의 공

공부문식품구매계획(PSFPI) 정책과 같이 공공급식의 식자재 구매정책을 개혁하여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증액없이도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친

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임. 

― 민주노동당은 공공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 지역먹거리체계

는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유통․소비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과 미국 

지역의 로칼푸드(Local Food)정책과 일본의 지산지소정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민

주노동당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식자재 생산, 유통, 소비를 우선적으로 다뤄나가면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할 

것임. 

○ 친환경농업 전환과 이를 추진해나갈 국가 기간농민제도 도입

―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다원적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식량자급률 목표와 같은 양적인 측면의 농

업 외연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업 내부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질적인 전환이 시급함.

― 농업구조조정정책에서 강조되는 고품질농업(친환경, 브랜드화, 기능성 식품원료 등)은 신자유

주의 시장지배체제에서 소수 상위계층 중심의 틈새시장(최대 10% 예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먹거리 양극화를 초래할 것임. 또한 목표연도에 따른 친환

경농업의 각 단계별 육성계획 등 정책방향성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며, 친환경농업

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제도도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2020년까지 유기농업의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추진할 

것임. 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환 프로그램으로서, 우선 친환경농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장기목표과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친환경농업 전환 2020> 계획을 수립할 것임. 이에 따라

서 2단계에서는 친환경농업 농자재 및 기술 보급정책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생산에 대한 

직불제도를 실시하며, 3단계에는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체의 연계구조 및 정부차원의 지원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임. 

― <친환경농업 전환 2020> 등을 농업현장에서 추진해나갈 핵심적인 제도로서 (가칭)국가기간

농민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할 것임. 국가기간농민의 임무는 첫째, 

지역단위 중소농의 협업생산체제를 결성하고 발전시키며, 둘째,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단

계적 전환을 추진해나겸, 셋째, 지역단위 마을공동체(농촌공동체)의 풀뿌리 행정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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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스탑,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3대 정책

대기오염에 의환 환경성질환 대책 수립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마련 

사전예방의 원칙과 환경정의 접근을 담은 <환경보건법> 제정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차원의 대비책 마련

행하는 것임. 

○ <농업․농촌․식품부>를 신설하여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 

― 현행 우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자부, 환경부, 교육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임. 이러한 행정체계는 각각 산재된 법령에 의해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 기능과 해양수산부의 수산물관리 기능을 농림부로 통합하고 농림부

를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할 것임. 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

계 구축하면서 식품관리의 첫단계인 농업생산을 관할하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을 결합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한편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한다는 것은 화학․기계농 중심의 대규모 

영농화 정책을 중소농민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전환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 한편 식품안전관리정책은 생산부터 소비되고 서비스 되는 과정까지의 각 단계별 위험을 일관

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함. 이는 식품의 위험을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관

리감독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일련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연동되어야 한

다는 것임. 또한 식품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 요소는 철저히 규제되어야 함.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지에서의 관리감독과 수입검역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농축수산물의 생산이력제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먹거리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아토피 스탑! 환경보건정책 실현

○ 아토피 스탑,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3대 정책

―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이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로서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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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경우, 지난 30년간 2~3배, 천식은 5배 이상 증가하였음. 현재 유아의 23%가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천식의 경우 년간 4.1조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됨

― 공적 체계를 통해서 정확한 아토피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아토피 치료를 위한 치료

비용 역시 막대한 실정임. 아토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미약한 상태

로서, 치료에서 생활․환경 개선의 모든 것을 개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아

토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과 아픔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예방에

서 치료까지 사회가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우선, 학교와 유아보육시설의 급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것임. 학교급식법

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및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지, 급

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임.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지역별 학

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며,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8,400억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음. 

― 둘째, 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할 것임.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실내공기질법에 이어서 학교보건법도 개정하여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공

간(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도서관 등)에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

터 아이들을 보호할 것임.

― 셋째, 아토피․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아토피 아동을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또한 민주노동당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환경보건법>은 아토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아토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제도를 마련할 것임. 

○ 대기오염에 의환 환경성질환 대책 수립 

― 국내의 대기오염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증가추세에 있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

의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자동차가 발생시키고 있는데(CO의 79.4%, NOx 의 42.4%, PM의 

43%), 이는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80년 528천 대 -> 04년 14,93천 대, 2.8배 증가) 

및 노후차량도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도 여전히 높으며, 

대도시의 교통정체 또한 주원인으로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천식 등과 같은 건강상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음.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성질환인 천식은 30년간 5배 이상 증가하였

으며, 천식의 경우 연간 4.1조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임. 

― 민주노동당은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에만 국한되어 있는 ‘대기

환경개선특별법’으로 전국의 광역도시로 확대하여 대기오염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을 관

리해나갈 것임. 또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제정을 통하여 대기오염에 의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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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질환을 예방하고 사전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한 질환에 관해서는 무상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할 것임. 

― 한편 대도시의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행 <교통환경에너지세>를 100% <환경세>로 전

환하고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사용할 것임. 

  * 친환경 교통전환 2020과 친환경 조세전환 2020를 참조

○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마련 

― 산업단지지역을 비롯한 공업지역은 각종 고위험의 환경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환경오

염이 심각하며 동시에 해당사업장의 노동자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성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으며,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성질환 발병율이 높다는 것이 일부 밝혀지고 

있음(최근의 예: 석면공장 부근 주민의 암발생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1배 높다는 연구결

과/부산의대 연구팀, 2007년 7월). 이에 따라서 산단지역 등에 대한 환경성질환에 대한 집

중적인 관리는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 민주노동당은 최근 환경오염에 의한 질환을 예방․관리․보상하기 위한 <환경보건법>을 발의한 

상태임. 이 법률을 통과시켜 산업지역 등의 환경성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임. 우선 산단지역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오염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

의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집중조사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우선

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임. 그 비용은 추후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임. 

○ 사전예방의 원칙과 환경정의 접근을 담은 <환경보건법> 제정

― 환경오염은 생태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음.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발 딛고 있는 토양의 오염으로 국민들은 암과 천식, 아토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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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 WHO는 전체 질환의 25～33%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

로 기인함을 보고하고 있음. 

― 아픈 환경으로 인해 몸이 병들어가는 것은 이제 특정 산업단지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토, 전 국민들의 문제임. 이런 상황은 기존의 매체별 관리 환경정책을 

수용자 중심의 환경보건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과 함께,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 

자연보전국 등으로 구분된 환경행정체계를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보상하기 위해 「환경

보건법」을 제정할 것임. 민주노동당이 지난 10월12일에 국회 최초로 「환경보건법(제정

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의 특징은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했다

는 것과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환경성질환‘ 뿐 아니

라 ’환경관련 질환‘을 명시하고 있어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아토피 등의 질환에 대한 관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과 함께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보상에서 오염원인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국가의 선보상․후구상권청구를 명시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피해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등임. 

○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차원의 대비책 마련

― 기후변화는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홍수나 가뭄 등 강수량의 변화, 각종 자연재해의 증가, 

생태계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IPCC는 제3차 보고서(2001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과 사회적 변화가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며, 특히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 사는 빈곤층에게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제시

하고 있음. 

― 환경부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 조사 및 피해 저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2003

년)” 결과는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줌. 이 연구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0년 까지 최근 10년간 기온상승

에 의해 사망자가 증가하였으며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증가하였음. 또 기온증가에 따른 모기 개체수의 증가와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비브리오균의 

증가현상이 확인되었음. 이는 이들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것임. 미래 기후

변화로 인한 초과사망을 예측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32년부터 2051년까지 20년 사이에 

주기적으로 300명 이상의 초과사망을 내는 더운 여름이 관측되며, 매해 1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환경부, 2005년).

―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대책은 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화석연료 

사용 절감,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삼림보호 정책)임. 이와 함께 현재 배출된 온실가스와 미

래 배출될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도 동

시에 추진되어야 함. 기후변화 적응은 생태계는 물론 농업, 축산, 산업, 국민건강 등 여러 분

야에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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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기본권 보장

동북아 에너지협력 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민주노동당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아래와 같은 공공보건 정책을 추진할 것임.

5) 핵없는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을 통한 평화․안정 도모 

○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 2005년의 9.19 공동성명과 2007년의 2.13 합의를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은 자주국방론, 핵억지론, 핵우

산 등의 군사주의 안보논리와 그에 따른 군비증강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동북아시

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는 성립될 수 없음. 

―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다자 안보협력의 틀을 수립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동북아시아 비핵

지대를 들 수 있음.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러시아가 의장국의 역할을 맡고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안보협력 실무회의’의 구실이 커질 것이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역시 탄

력을 받을 수 있음.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는 남북한과 일본이 비핵지대의 주체가 되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

들 3개국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 의무를 지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 다른 비핵지대와 

달리 핵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 역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되어야 함.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핵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각국이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에 의존하는 행태를 배제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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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기구는 수송, 에너지 협력 

등을 담당한 다른 지역기구와 함께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일부가 될 것임. 그에 따

라 각국은 동북아시아 갈등 요인을 예방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기본권 보장

― 북한 에너지 위기의 표피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 주변 당사국간 군사・정치・외교적 갈등

이지만, 그 본질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심각한 위기와 산업 활동 저하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에 있음.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관련 국내외 NGO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

한 주민들은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연료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밥을 해먹을 연료조차 부족해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을 먹고 있음.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 활동 저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 남한 기업이 자체 개발한 풍력․태양열․바이오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북에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이는 ‘중동에서 원유나 중유를 사서 일회적으

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남한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육

성하는 동시에,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 없이 단기간에 북한 주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임.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한반도 재생가능에너지개발기구(Ko-REDO, Korea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신설해 에너지 문제를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해결해야 함.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태양열 조리기, 바이오매스 등을 지원해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기본권을 확립하고, 개성공단 및 북한 공업지구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건설해 

산업용 에너지문제를 해결함.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은 북한 민중의 에너지기본권 확립하는 한편, 남한 재생에너지 중소기

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생효과가 크고,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수립을 

통한 한반도 갈등요인의 근원 해소하며,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비용

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함.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도를 통해 초기투자비를 지원할 경우 투자기업의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음.

○ 동북아 에너지협력 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석유고갈과 중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동북아의 에너지 수

급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선진국의 투자참여로 인한 자원수탈과 권위주의적 정부의 부패 및 군사력 

강화로 민중의 에너지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기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

―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체 구성하여 환

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체계가 지역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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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력소비 20% 감축, 재생에너지 전력 20% 확대(2005년 대비)

한 한국 정부는 대외원조(ODA)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재생에너지를 연동해 지원함으로써, 

제 3세계 민중의 에너지기본권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유관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

리를 창출함.

― 이를 통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인 경쟁구조를 타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한 지역 에너지협력 체계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제 3세계 민중의 에너지기

본권을 확립하는 한편, 국내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

4. 녹색전환 2020 

민주노동당은 2020년까지 에너지, 농업,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을 추진하며,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 정부․공공기관(2012년)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것임.

1) 에너지전환 2020

① 1단계(공공전환) : 전국의 모든 학교, 파출소(경찰서), 동사무소(시․군․구․도청), 보건소 등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의 20% 감축하고,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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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유기농업 40%, 나머지는 무농약 및 전환기 유기농업 실현

② 2단계(가정․수송전환) : 농업용 면세유(경유)의 20% 바이오디젤(유채)로 전환하고, 발전차액

제도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강화를 통해 가정․상업부문 전력의 20% 재생에너지로 전환함. 

한편, 2020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CO2 배출량을 2005년 기준 20% 감축하고, 친환경 교통

수단 및 기기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함.

③ 3단계(산업전환) :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

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장 창출하고, 파이낸싱 여건을 조성해 산업부문 전력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함.

2) 친환경농업 전환 2020

○ 제1단계 : <친환경농업 전환 2020> 계획 수립과 국민적 합의 형성, 지원체계 구축

― 제1단계는 지역별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가능한 규모와 범위에서 지역

먹거리시스템을 창출하고, 정부는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토대로 협업생산체계, 공공급식 프

로그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등과 같은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제 2단계 : 친환경농업 농자재 및 기술 보급정책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생산에 대한 직불제

도를 확대

― 제2단계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시기로 제1단계에서 구축된 지역먹거

리시스템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정부는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체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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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환경친화적 농업의 물류체계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체의 연계구조 강화 및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 제3단계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정착단계에 이르는 시기로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

체의 연계구조 및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새

로운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시장지배하의 농업에 대해 주도권을 발휘할 것임. 

○ 친환경농업에 맞는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업에 부합하는 대안적 사회경제적 시스템은 지역단위 중소농의 협업생산체제와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프로그램 및 지역단위 소비공동체 등과 같은 소비공동체 등과 같은 

소비체계의 직접적인 연계구조를 구축하고 여기에 국가(정부) 차원의 정책․제도․기술 등과 같

은 지원체계가 결합하는 지역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3) 친환경 교통 전환 2020

년까지 개별교통수단 통행량 년 대비 감축

년까지 대중교통여객수송률 현행 대비 증대

년까지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 년 

대비

·교통수요관리정책추진

·교통부 독립

·교통시설특별회계폐지

·기존개발계획 재검토 및 

 계획마련

·대중교통체계통합완료

·대중교통수단 투자확대

·친환경교통 투자확대

·교통수요관리정책

·친환경교통기술R&D

·대중교통요금인하 등 

유인정책 확대 

·대중교통수단 투자지속

·친환경교통 투자지속

·바이오매스 보급

체제전환 구축기 체제전환 확대기 체제전환 정착기

개별교통수단 통행량

2005년 대비 10% 감축

대중교통여객수송률

현행 대비 10% 증대

물류분야 수송효율 증대

대중교통 이용율 증대

○ 2013년부터 오실가스 저감 의무대상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기후변화협

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또한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99.6%)와 석유의존도를 보이

는 우리 자동차·도로중심 교통체제는 석유정점과 고유가시대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따

라서 시급히 교통부문의 에너지소비구조와 강도 높은 체질 전환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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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10년까지) 2단계(2010년까지) 3단계(2011―2020년)

년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 전환

년 친환경예산 달성 매년 조원 가량 예산 증액

년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

는 탄소세 도입

○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수송부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서 전체 에너지 부문의 24%에 달

하는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 축소, 80%에 달하는 도로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여객 및 수송 효율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임. 

― 1단계(구축기, 2008~2010) : 도로중심의 국토개발계획(7×9 국토간선도로망계획)의 전면 재

검토, 도로건설 중심의 재정투자 구조의 전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 추진

― 2단계(확대기, 2010~2015) : 대중교통체계의 통합 운영 및 관리체제 구축,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친환경 광역 철도투자의 확대

― 3단계(정착기, 2015~2020) : 대중교통요금 인하 등 가격정책의 확대로 교통효율의 개선

4) 친환경적 세제 전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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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소세를 환경세로 전환, 

― 1994년에 도로와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서 한시적

으로 도입한 목적세인 교통세를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꿔서 기간을 3년 연장하였음. 

그러나 2006년까지 거둬들인 세수 100조원이 주로 도로건설 등 SOC사업에 사용되면서

(2000년까지는 세수의 100% 전액, 2001-2006년 85.8% 사용) 국토생태환경의 파괴와 기

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이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 중유, LPG 등에 붙은 특

별소비세 등의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환경세로 전환하여, 년간 14조원(2007년 기준, 교

통세 11조 7천억원, 기타 특소세 2조 3천억원)의 세수를 전적으로 친환경적 대중교통체계 

확충,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환경오염 예방과 복원, 환경성질환 치료․보상 등에 사용하도

록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세출 구조를 변화시켜서 친환경 대중교통 특별회계와 재생에너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도 지원할 것임. 

○ 2012년까지 친환경예산 GDP 1%로 확충, 매년 1조원 예산 증액 

― 친환경 예산은 현재 환경오염 치유나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 산

자부 관리 하에 있는 에너지특별회계 예산,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기

존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증진사업 예산 등을 의미함. 

― 현재 친환경예산규모는 0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환경부 예산 3조3,003억원, 산자부 에특회

계 7,326억원, 산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2,329억원 등 총액 4조2,658억원 규모로 GDP의 

0.5% 수준에 불과함. 이는 덴마크 1.4%, 독일 1.3%, 네덜란드 1.1%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연차적으로 친환경예산을 증액하여 5년 내 GDP 1%(2007년 기준, 9조원)까지 예산을 확충

할 것임. 매년 추가 확보하는 1조원의 예산을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환경오염 예방 및 복

원,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생태계 보존, 환경성질환 보상 및 치료 등에 사용할 것임. 특히 

앞서 제시한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의 환경세 전환을 통해서 예산을 확충

해나갈 것임.  

○ 2010년 탄소세 도입, 점차적으로 세율 조정하여 2020년 탄소배출량 비율에 따라서 세금 부

과 시스템을 정착

― 집권 후 2010년까지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 단일하게 정리하고 

그 세출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 기간 동안 <2020 탄소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임. 또한 이 개편안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임.

― <2020 탄소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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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따라서 일관되게 정하는 단일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석유에너지 사용 감소를 목표를 제시할 것임. 다만 전면적인 시행에 따른 충격과 혼

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석유류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임. 특히, 

지나치게 낮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중유에 대한 탄소세 적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대

비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임. 

5) 녹색정부․공공기관 개혁(2012년)

건교부 해체, 산자부의 에너지정책기능 분리와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6대 개발공사 통폐합 등 전면적 구조개혁과 공공주택청 및 교통청 신설

농업․농촌․식품부 신설, 한국농촌공사를 지속가능농업공사로 전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고용전환위원회’ 설치하여 고용 안정성 확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공공기관 국내외 투자 기본법> 제정

○ 건교부를 해체하고 <국토환경부> 신설, 토공․주공의 통합 및 공공주택청 신설

― 박정희 시대에 자리잡은 토목공사적 개발사업에 조직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교부는 경

인운하, 신도시건설, 도시외곽순환도로건설, 댐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끊임없이 기획하

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의 해체 및 기능의 재편이 민주노동당의 ‘녹색정부 개혁 프

로그램’의 최우선적인 과제임. 

― 현재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관리계획과 

국토계획을 통합하고, 주택정책 및 집행과 교통정책과 집행 기능은 각각 공공주택청 및 교

통청으로 독립시킬 것임. 특히, 공공주택청은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에 의해서 

복지부 산하로 옮길 것임.

― 건교부 해체와 함께 건교부의 개발정책을 집행하는 4개의 개발공사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것임.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개발공사는 조직통합을 추진하여 ‘주택과 토지의 공공성’ 및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청으로 통합․전환시킬 것임. 또한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단지 조성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하천 복원 및 관리 등의 신규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혁하며,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존 부채를 줄여나가고, 신규 도

로건설 계획과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도로공사 내부의 건설부문의 비중을 점

차 축소해나가야 한다. 

○ 산자부 에너지부문 분리후 <국토환경에너지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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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고갈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98%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고려하였을 때, 화

석연료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체제를 고수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체제를 전환

에 저항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개혁 역시도 민주노동당의 ‘녹색정부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한 과제임. 

―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정책 및 집행 기능을 독립시켜서 에너지의 공공성

과 기본권 확보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후 대(大)부처주의

에 따라서 국토환경부와 통합하여 국토환경에너지부로 전환. 한편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체

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

○ <농업․농촌․식품부> 신설 및 한국농촌공사의 <지속가능농업공사>로 전환

― 농림부는 기계농․화학농 위주의 영농의 규모화로부터 중소농민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으

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생산의 다기능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그러나 사실상의 ‘농업포기’의 기조에 따라서 농촌개

발에 경도된 농림부와 농촌개발공사의 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녹색정부 개혁과제가 됨.

―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 정책과 기능을 강화하고 일관된 식품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 

식약청 및 해수부의 식품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함. 이와 함께 한

국농촌공사는 간척사업 및 농촌개발을 목표로 한 토목사업 영역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농업공사>로 전면적으로 재편함.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고용전환 특별위원회’ 설치하여 고용 안정성 확보

― 기후변화 및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의 구조개편, 녹색정부 및 공공

기관의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하

고 정의로운 고용전환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함.

―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 2020 시나리오’, ‘녹색정부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 과

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계획․추진해나갈 것임.

○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공공기관 국내외 투자 기본법> 제정

― 국내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연간 100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직접투자잔액은 522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정부는 해외자원개

발에 대한 융자제공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정책을 시행할 뿐, 해외투자에 따른 

원주민의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특히 인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공공

기관의 무분별한 국내․외 투자는 단기적인 투자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환경을 파괴하

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1976년에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선언’을 기준으로 모든 공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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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20 에너지 전환 실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고용 창출 및 지역자립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공론화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빈곤층의 에너지 무상공급 법제화

연안개발특별법 저지, 수도권정비법 개악 반대, 골프장 추가건설 반대, 새만금 해

수유통 추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생태교부금 제도 수입 등 친환경적 국토관리 수단 강화

토건국가 해체를 위한 개발공사 통폐합과 정부기관의 생태화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물서비스 민영화 계획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을 수립

식량자급도 확대 및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대응책 마련

공공급식 개혁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제 구축

친환경농업 전환과 이를 추진해나갈 국가 기간농민제도 도입

<농업·농촌·식품부>를 신설하여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 

아토피 스탑,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3대 정책

대기오염에 의환 환경성질환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 확대 추진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마련 

사전예방의 원칙과 환경정의 접근을 담은 <환경보건법> 제정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차원의 대비책 마련

의 원칙을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국내․외 투자 기본법’을 제정할 것임.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자에 있어 정보의 공개, 경쟁, 조세, 고용, 산업관계 및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을 강제하도록 함. 인간의 얼굴을 한 국내․외 투자를 통해, 경제규모에 걸맞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책임 표준’ 제정 등 인권과 환경 

등을 매개로한 규제 강화에 대비해 공기업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

5. <녹색희망 2007> 종합

1) 22대 녹색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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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기본권 보장

동북아 에너지협력 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2) 13대 녹색전환

2020년까지 전력소비 20% 감축, 재생에너지 전력 20% 확대(2005년 대비)

2020년 유기농업 40%, 나머지는 무농약 및 전환기 유기농업 실현

년까지 개별교통수단 통행량 년 대비 감축

년까지 대중교통여객수송률 현행 대비 증대

년까지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 년 대비

년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 전환

년 친환경예산 달성 매년 조원 가량 예산 증액

년 오염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탄소세 도입

건교부 해체, 산자부의 에너지정책기능 분리와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6대 개발공사 통폐합 등 전면적 구조개혁과 공공주택청 및 교통청 신설

농업․농촌․식품부 신설, 한국농촌공사를 지속가능농업공사로 전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고용전환위원회’ 설치하여 고용 안정성 확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공공기관 국내외 투자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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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환경분야 공약

기후변화는 지구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1)로 만년설이 없어지고 생물자원이 소실되며, 기아와 질병에 휩쌓이고 있다. 

살아 갈 터전을 잃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투발루 섬이 해양 속으로 들어가고, 고비사막에는 마

실 물을 찾아 40km를 낙타와 함께 걷는다. 10년 전 만해도 푸른 강(깊이가 5m나 되어 수량이 풍

부했던 곳)이 사라지고 643개 강이 말라 버렸다고 한다. 모래바람이 기찻길을 덮고 이틀이면 집 

한 채가 모래로 덮이고 만다. 캐냐의 국립공원에서는 고온으로 코끼리나 홍학이 죽고 2050년에 

2.5℃가 증가하면 30%의 생물종이 멸종하며 2080년에는 3℃ 상승하여 생물의 대부분이 사라진다

고 한다. 2050년에 나이로비의 식량은 50% 줄고, 모기떼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6,700만명이 말라

리아, 콜레라, 뎅기열 전염병때문에 생명을 잃는다. 

국제자연보호연맹2)이 보고한 레드리스트(red list)를 보면 중국의 쌍봉낙타와 포클랜드제도의 검은

눈썹신천옹(알바트로스), 이집트 물쥐, 중앙아시아 대초원의 사이가 영양, 인도 수리 2종 등 사라

져가고 있는 동물들을 비롯해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 1만 1167종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 

50년 동안에 이미 800종이 넘는 동식물이 멸종되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주로 도시 개발과 삼림 

훼손에 따른 서식지의 축소, 사냥과 생존경쟁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세계대전이요 지구 대재앙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다. 凍土가 해빙으로 바뀌

고 홍수와 해일, 해수면 상승, 가뭄과 토양의 산성화, 식량난, 질병 등으로 삶의 터전은 물론이고 

생산과 소비 그리고 무역 등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제약하게 된다. 산업구조까지 바꾸게 된다3) 

1) 화석연료에 의한 탄산가스를 대기 중에 대량 방출(2050년에 탄산가스가 550ppm)하여  온도가 2~3℃ 

상승할 것이다

2)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 2∼5년마다 지구상

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각종 희귀 동식물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7,000여 명에 달하는 동식물 전문가들이 

현장 탐사와 자료 분석에 직접 참가한다

3) 21세기 한국사회정책이 진단과 과제(정용택) : 온실가스를 방치하면 2100에는 1인당 129만원 피해를 보

고, 3℃ 상승하면 누적피해가 578조~922조이나 피해완화조치를 한다면 47~58조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자료를 소개함(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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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 할 일이 아니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호주가 교토선언에 불참한다거나 중국

이 개도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나라마다 환

경문제가 선거전략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촌은 하나다” 라는 공동

선을 찾는다면 의견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 세계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보전이 돈이라

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 국제적 동향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오래전부터 “limits to growth”나 

“the only one earth”, "spring silent"  “our stolen future” “small is beautiful"로 그 실상을 

대변했고, 산성비나 사막화, 오존층 파괴는 탄산가스와 프레온가스라면서 “the end of nature”를, 

리우선언(ESSD)4) 이후에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 고어는 

“earth in the balance”를, 그리고 최근 세계정상회의나 유엔총회에서는 “IN OUR HANDS"라고 

했다. 내년에 창원에서 열릴 람사총회에서는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를 내세우고 있

다. 빌게이츠는 ‘땅에는 생물산업(BT), 하늘에는 정보통신산업(IT)’이라고 미래세계를 표현한 바 

있다.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대안들이고 정책의지가 담긴 말들이다.

전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영국의 Open Europe5)에서는 노력이 비해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2005~2007년 사이에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 ETS) 시행 결과, 배출권의 할당량 과다로 인하여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한때 톤당 33유로에 이르렀다가 현재 톤당 20센트 이하에 머물러 실패하였고, 2008~2012

년에는 배출권의 할당이 예전보다 줄어들어 일견 배출권의 희소성(scarcity)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Kyoto credits을 감축량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후퇴하였

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EU ETS(Emission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6)는 2008-2012년간 10개

국의 국가할당계획을 회원국 제안량 대비 평균 7% 감축 결정하였다. 에너지 사용감소 행동계획을 

제안하여 2020년까지 현 추세 시나리오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 줄이도록 한 것이다. EU-15

개국7)은 1990년 대비 0.9%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U-10개국의 배출량은 

4) ESSD(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는 72년의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인간환경회

의이후 20년만에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

하고 현재 각국에서 환경이념과 철학으로 사용하고 있다

5) Open Europe은 “EU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독립된 씽크탱크”를 표방하는 단체로서 (Europe’s dirty 

secret: Why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isn’t working)를 2007.8월 발간하였음

6) 지구환경동향(환경부)

7)  EU-15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그,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

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EU-10 : 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

키아

   ※  EU집행위가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06년 환경정책평가(‘06 Environment Policy Review) 보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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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 대비 31.9% 낮아졌으나 향후 배출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매년 유럽의 대기오염 관련한 

조기 사망자가 37만명에 이르고 있어, 국가오염총량지침(National Emission Ceiling Directive)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PM2.5 오염항목의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나노기술

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좋은 방안으로 기대하고 동시에, 나노물질의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및 

인체에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평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상업용 및 일반 건물을 기후온난화의 주

범이라고 지목(건물은 미국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을 소모하고,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38%

를 차지 : 산업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음)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논의되고 있다. 

독일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증서’ 제도8)를 도입하고 있다. 2008.7월부터 독일의 모든 주택건물

에 에너지증서가 요구되고, 임차인이나 구매자는 건물 소유주에게 에너지 증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차 에너지 뿐만 아니라 최종에너지도 표시되며, 낮은 단열율과 비효율적인 난방시설로 

인한 건물 내부의 에너지 손실량이 표시9)되고, 엔지니어와 건축가 및 특수 수공업자들이 추가적인 

연수를 받은 후 에너지 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비에너지증

서는 60~80Euro, 필요에너지증서는 80~120Euro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전세계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에 경쟁10)이 붙었다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직면한 각국은 일제히 녹색 금광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연료소비에서 바이오

연료(biofuels)의 비율을 10%로 하고, 미국은 향후 10년내 대체연료(alternative fuel)의 사용을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이다. 미국은 특히 흰개미를 이용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에탄올에너

지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흰개미 기술은 옥수수, 사탕수수 

등 작물에 의한 에탄올 에너지를 몇 년 내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독일은 ’06년 재생에너

지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9천7백만 톤11)이다. 풍력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전지(Photovoltaik), 지열을 통한 전기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케냐는 현재 2개의 지열 발전소에 총 115MW의 발전용량을 보유, 운영 중이며 70%를 수력발전에 

8) 에너지 인증제는 세입자 또는 구매자가 한눈에 부대비용을 알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시장에서 건축물 질

의 투명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효율이 건물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이 증서는 녹색

-황색-적색으로 연결되는 색깔막대 상에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 상태를 표시/평가한다. 화살표가 녹색일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좋음을 나타내고, 황색은 건물의 현대화를 고려해 봐야 하며, 적색은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함

9)  소비에너지증서 (Verbrauchsausweis)는 3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며, 필요에너지증서 

(Bedarfspass)는 사용된 건축자재 등을 검토하여 계산한 실제 필요 에너지량을 나타냄

10) 지구촌 에너지,환경동향 (환경부, 2007)

11) 그 중 약 4천 4백만 톤은 재생에너지법(EEG) 상의 지원조치에 의한 것임 : 재생에너지법(EEG)은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공공 전력망으로 공급되도록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2007년 제17대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

- 68 -

의존하고 있다. UNEP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프리카 ’리프트 밸리’지역에서의 지열 개발을 

위해 기금(African Rift Geothermal Fund)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Stephen Harper총리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약 15억 카불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신재생분야 전략

(EcoENERGY Renewable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풍력, 바이오메스, 소수력(小水力) 및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공급 확대를 위하여 14.8억 카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30년동안 바

이오-에탄올 개발에 선구자 역할을 해온 브라질은 현재 설탕 생산국인 자마이카 등과 협정을 체결

하는 등 아프리카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계는 환경친화적 조세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에서는 환경오염 재화 및 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고 노동 및 자본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재화에 조세를 경감하여 조세체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 조세개편을 서두르고 있

다. 환경유해보조금의 폐지 및 기존 조세체계의 재구성, 새로운 환경관련 조세 도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OECD 평균 환경관련 조세의 비중은 전체 조세수입의 7%, GDP의 2.5% 수준이다. 

그러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격 및 소득 효과를 통해 일반적인 간접세와 마찬가지로 저

소득층에게 역진효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기업, 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세 도입은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단기, 중장기 도입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

로써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 조세 수입을 법인세, 

연금기여금 감면 등 기업 부담경감 등에 활용하며,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 환급, 보조금 

지급방안 강구, 조세수입의 중립성 유지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국은 에너지 사용 대국이고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사람중심의 연구는 초보 단계다 

한국은 세계10권의 경제대국이자 에너지 사용대국이다. 중국으로부터 황사 등 오염물질 이동 경로

상에 있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12)이고 국내적으로도 각종 오염수준이 도를 넘고 있

다. 거기에다가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미 남부지방은 아열대기후

로 바뀌고 있고 식생대가 형성되고 있다. 바다는 백화현상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산성비로 생

태계는 파괴되고 있다. 1년이면 제주도 면적의 산림자원이 사라진다고 한다. 한강은 몇 조의 돈을 

투입하여도 2급수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종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환경행정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부처간 갈등이 여전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비상대책

이 느슨하며 건설업 전문가이면서 성장일변도의 정치지도자가 각광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함에 있어 이중잣대를 대면 몰라도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의약품의 80% 이상이 식물 등 천연물질에서 추출되고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관련 산업 규

모는 2003년 74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2100억 달러, 10년 이후에는 연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5000~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만들어진 아스피린이나 주목에서 항

12) 황사로 인하여 가스와 입자상물질, 중금속, 심지어는 병원균까지 내려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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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제인 택솔(taxol)은 연간 12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고. 브라질 산 뱀에서 추출한 독을 활용해 

만든 항독제도 연간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산림은 지구의 허파요 

습지는 심장이다. 자연자원은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보전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환산해 놓은 연구자료가 많지 않다. 미국의 프리건(FREEGAN : 쓰레기를 뒤져 

의식주를 해결하는 절대채식주의자)과 같은 정도의 환경운동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건설시 친환경 또는 생태도시건설을 표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DMZ를 평화생태공

원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산하를 마구 손질해 자연환경을 경제도구로 사용하겠다

고 덤비고 있다. 한국은 독성해파리가 극성이고 연산호는 죽고, 폭염으로 64명이 사망했고 아열대

의 어류나 백화현상(석회조류)이 확산되고 있다(0.9℃). 겨울에 온도가 상승하여 생태계에 큰 변화

가 나타나고 여름에는 태풍(나리 : 422mm 1천년만에 처음), 호우, 해일 등이 극심해진다. 100년

만에 0.74℃→1.7℃로 2배 상승하였다. 4℃ 상승한다면 초속67m 수퍼태풍이 오고, 해수면이 

50cm 올라가며, 강수량이 17% 증가한다.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뜨거운 냄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아프리카는 가뭄이, 아시아는 홍수가 예상되고 10년마다 지구는 환경 때문에 대재앙이 예고 되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50%는 바다에 녹아 내려 석회화가 가속되고 있다(산호초의 30%가 사

멸). 환경오염피해는 무한하고 지구환경은 미래세대로부터 빌린 것이다13). 경제성장에서 효용체감

의 법칙이 작용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다고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경계해야 한다, 생존전략이다”라는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단계다. 제시 뿐

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오염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경제부처와 환경부처, 지자체간에 규제행정과 개발행정간에 갈등도 여전하다. 환경

13) 21세기 한국사회정책의 진단과 과제(정용택 2007) :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줄여야 하고 이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국가들은 다른 국가

로부터 배출권리를 매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성립되었다. 또한 UN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제도를 통해,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여 감축실

적을 인정받을 경우 배출권을 부여하고 있다(동 배출권은 국제적으로 6∼10유로/CO2톤에 거래되고 있

음). 탄소펀드는 UN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이 탄소펀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0 여종이 운영중

이며, 총규모는 약 25억 유로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받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금융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나 당장 실현시키기 어려운 일반기업이 

주요 투자자가 된다. 정부는 그동안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추진해온 에너지관리공단

을 통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금(Seed Money)을 출자하여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할 계획

인데 이 탄소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연료전환(화석연료→청정연료)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며, 자금모집 방식은 투자기관과 출자약정(Capital Commitment) 후 실제 투자

집행시 자금을 납입하는 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며, 1호 펀드는 일반기업이나 기관투자가

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로 운영한다. 동 펀드를 통해 우리나라에 아직 생소한 온실가스 국제배출권 

거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고,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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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을 비롯한 인력수요도 늘고 있다.

난치병과 발암성ㆍ기형유발ㆍ돌연변이성 오염물질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많다. 소각

장에서는 발암성물질인 다이옥신을, PCB나 DDT와 같은 물질은 발암성과 기형유발, 돌연변이성 

오염물질이라고 경고했다. 라면봉지에 환경호르몬이 나오고 건축자재에 석면사용을 금하기도 하고, 

지하철 주변에서 라돈을 검출하였다. GMO와 함께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가소제로 사용하고 있는 

프탈레이트에 의한 피해도, 보육시설내의 미생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높다는 사실도 밝

혀내고 있다. 기저귀나 화장지, 생리대에 형광표백제 등을 검출하고 합성세제의 문제점, 생물농축

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와 인체피해를 연구하고 있다. 먹는 물의 냄새와 THM을 규명하였다. 유해화

학물질에 의해 인체에서 어류에서 날마다 유독성과 발암성, 기형이 나타나고 있다. 공통점은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피해가 누적적이고 복합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산과 소비의 지혜, 책임 그리고 환경정의가 살아 숨 쉬어야 한다. 

환경정책방향은 보전과 삶의질 향상에 두어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강제이행이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삶의질을 높이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취급 되어져야 한다. 국

가지도자의 정책우선순위에 환경마인드 즉 환경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경

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기술과 제품이어야 한다.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21세기는 eco-society라는 서실이다. 국가, 도시, 살고 있는 아파트에까지 환경으로 평

가하고 있고 환경은 모두의 자산이며,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모

두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태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리더십이 요구된다. 환경문제는 단순

히 보전(conservation)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환경 = 경제」다. 환

경파괴는 질병과 환경재앙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특히 삶의 질을 악화시켜 기본권이 침해받기 때문이다. 국민과 전문가, 행정가, 시민단체 등 모두

가 책임지고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 틀은 갖추었으나 운영이나 질적 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통합기

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틈새가 보이고 있고, 환경행정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을 깨우쳐

야 한다. 

국민적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복지요 또 다른 편에서

는 개발과 성장의 요체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 환경정책전문가 또는 해설자가 많지 않다는 점, 

활동영역이 개척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과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

다. 2013년부터 교토선언의 이행강제가 확실시 되고 있다. 총량제나 배출권거래제가 정착되지 않

은 상황에서 산업활동과 가정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진다. 팔짱만 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중소기

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간 국가간 산업간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기능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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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민주당은 환경보전이 곧 경제정책이라는 인식하에서 정책을 개발한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야생동식물보호협약, 람사협약 등 국제규범에 충실하고 배출권거래

제의 정착, 원료ㆍ제품ㆍ생산ㆍ유통ㆍ소비단계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질

과 대기, 폐기물 등 매체별 관리에 치중했었으나 모든 것이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환경보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과 경제를 동일개념으로 정책화해야 한다.

자연생태계 복원, 국립생물자원관(반도 고유생물 및 자생생물 표본 985종 4600여점을 전시, 동식

물 표본 1100만점까지 영구보관)의 활용 등이다. 오염물질의 국제간 이동도 관심사이고 자유무역

협정시 환경문제의 원만한 해결도 중요하다. 산림 파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 세계 배출량

의 18% 차지하고 있다(수송부문보다 피해액이 큼). 대규모 산림보유국의 토지 대체사용에 따른 기

회비용 보상방안 마련, 국제개발원조 등 대규모 국제시범프로젝트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청정개발

체제 (Development Mechaism)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도국은 Carbon Finance 규모를 대

폭 확대해야 한다(세계은행의 Clean Energy Investment Framework 강화 및 민간부문 탄소 파

이낸스와의 연계 강화)

자연자원의 개발과 에너지문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는 탄산가스를 

대량 방출하여 온실효과(green house effect)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각 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이 되었다. 시기와 내용도 정답도 

나와 있다. 그러나 총론에는 공감하나 각론에서는 중진국과 선진국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는 형국

이다. 기후변화로 한정해 본다면 대응책은 당연히 이산화탄소 저감대책과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적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에 대한 입장이다.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탄소가격책정, 기술정책, 행

동양식변화의 장애요인 제거가 핵심이다. 탄소가격책정은 세금 (저탄소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투

자확대 유도), 배출권거래제(전세계 확산 및 신뢰성 확보)이고, 기술정책은 공공지출을 연간 200억

불 이상 확대하고 신기술 보급을 위해 정부지원을 2~5배 확대하는 것이며 행동양식 변화의 장애

요인 제거는 라벨링제도, 모범사례 전파 정보정책 강화 초기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융수단 도입 등

이다. 즉 대책과 국제적 노력으로 요약된다. 화석 및 원자력연료인 에너지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대안으로 수소연료나 전기, 태양광선을 응용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

는 환경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료나 농약 등 필수품 생산과정에서도 유해화학물

질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어린이 장난감에도 가소제로 프탈레인을 사용하면서 어린이 건강을 위

협하고 있다.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적 집단행동은 소득수준, 역사적 책임, 1인당 배출량을 감안한 선진국과 개

도국간 공평부담을 위해 선진국은 2050까지 90년 대비 60~80% 감축해야 한다. EU ETS와 신흥 

배출권거래체제와의 연계를 강화(2012이후 배출한도의 과감한 축소, 항공 등 관련 산업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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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경매제 확대 및 할당기준 강화. EU 체제와 미국과 일본 등 신흥 배출권거래제 및 청정개

발체제 (Development Mechaism)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도국은 Carbon Finance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세계은행의 Clean Energy Investment Framework 강화 및 민간부문 탄소 

파이낸스와의 연계 강화). 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해 Asia Pacific Partnership 등 아태지역 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및 기준설정에 대한 국제 공조, 저탄

소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등이다.

<조기에 방향이 잡혀야 할 환경과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이인제후보의 시각

 ❖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은 같으면서도 환경행정 때문에 못해먹겠다, 환경단체들이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다 등 인식에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님비현상 역시 강도가 높습니다.

 ❖ 이상기온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연안에서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고, 의복에서부터 사무

실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 소비시스템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나 하고는 상관없다는 무

관심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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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산업이 향후 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환경경영이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이미 지구의 위기를 지켜내고, 인간의 건강을 오염으로부터 지키자는 국제적 노력들이 활발하

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동참하지 않고는 무역장벽의 벽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 황사만 들이닥쳐도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엔 초비상입니다. 호흡기환

자가 줄을 서고 의료비가 급등하면서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부

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발업자 수준의 환경관은 현존하는 자연자원을 무시하는 환경파괴형이고, 환경을 경제의 도

구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를 경제정책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장제일주의는 개발과 성장을 조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선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없고, 섬세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할 환경문제를 외형적이고 가

시적인 것에 치중하여 보전해야 할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제후보의 주요 환경공약

-「환경은 곧 경제다」라는 인식하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여 국외적으로 相利共生의 

길을 찾겠습니다.

-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간, 부처간,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환경역량을 강화하

겠습니다. 

- 환경경영을 유도하고 환경세제를 개편하여 노력한 만큼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환경자원을 지켜 내고 먹는 물과 공장폐수, 도시공기오염과 환경호르몬, 쓰레기 문제는 물

론 상품의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내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發電으로 에너지를 다변화하겠습니다.

-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의 한 축을 이루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환경성질환의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실천하는 환경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경영을 유도하고, 친환경상품 소비를 확산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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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

창조한국당 환경 분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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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

창조한국당 환경 분야 공약

□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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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책

1. 국토환경부 신설과 국가 지속 가능 발전 계획 수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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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환경정책

3. 지구온난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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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정책

5. 환경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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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 정책

7. 자원절약 순환형 경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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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수강산 복원과 한반도 생태계 연결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회창 후보 환경분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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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회창 후보 환경분야 공약

2007. 11

자료 미제출 





17대 대선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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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후보 및 정당에 드리는 정책 제안

-  지구를 시원하게, 자연을 건강하게, 사람을 안전하게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 위주로 흐르고 있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성장만능

주의의 폐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21세기의 진정한 경제는 ‘환경

과 함께하는 경제’이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은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보호’를 통해 ‘경제’가 건강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없이 경제 없다’는 인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

습니다. 차기 정부는 당면한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문제에 접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7 대선과 차기정부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환경과 함께

하는 경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건강한 자연생태계>, <국민생명과 생활안전 보

장> 등을 제시하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께 환경 분야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이에 대해 수용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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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선정 제17대 대선 환경 분야 10대 과제

1.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수입 세계 4위 

수준임 

○ 2005년 현재, 에너지 원단위는 0.36(에너지원단위(TOE/'00년불변천$(GDP))으로, 미국

(0.22), 일본(0.11), OECD 평균(0.20) 보다 2배 가까이 열악한 상태임(1인당 에너지 소

비량에서 한국은 4.43TOE로 일본(4.15TOE)보다 많은 실정)

○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2004년 5억9,000만 tCO2로 전 세계 

배출량(490억 tCO2)의 1.2%를 배출해 세계 9위를 차지

○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서 국제적 비난

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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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산업, 교

통,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력히 추진

● IPCC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적 책임을 나누

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

2.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20년 20%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

스 등) 기준으로 2.27%에 불과(비교 : 덴마크 14.6%, 프랑스 6.3%, 미국 4.5%, 독일 

4.3%, 일본3.4% 등)

○ 정부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 2030년까지 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유럽연합 15개국은 2007년 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

중을 1차에너지 기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 독일 등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2) 정책제안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20%(1차에너지 기준)를 목표로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

●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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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비핵화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

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

○ 현재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전력분야 핵에너지 의

존도가 40%로서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일본 29.3%, 미국 19.3%)

2) 정책제안

● 남북한 전 지역에서 군사용 핵시설을 완전히 철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소 

등 민간 핵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폐기

●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며, 노후한 핵발전소

의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

4.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제도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립공원 내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과 심각한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DMZ 생태계 파괴, 도시 확산과 관광개발에 따른 하구역, 해안사구, 

연안 및 내륙습지의 파괴로 생태계 훼손이 증가

○  국토환경성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업무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은 보호구역을 보호목적에 따라 절대보전지역(Ⅰ지역, strict 

nature reserve), 국립공원지역(Ⅱ지역, national park), 천연기념물 보호지역(Ⅲ 지역, 

natural monument), 서식지 및 종 관리지역(Ⅳ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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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경관보호지역(Ⅴ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자원보호지역(Ⅵ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등 6개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보전과 개발의 

제한범위를 제시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생태계 절

대보전지역의 설정이 필요

2) 정책제안

● 생태계 절대보전지역은 생물종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규정으로 명문화

●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구역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생태계 절대보전지역 설정

5. 생태친화적 세제개혁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교통에너지환경세ㆍ교육세ㆍ지방주행세 등의 목적세와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이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뒤섞여 부과되어, 조세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초래

○ 목적세인 교통세는 오염원인 행위를 근거로 징수하였음에도, 도로 건설과 같은 또 다

른 오염 유발시설에 투자

○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나 기금 및 보조금 지출도 무연탄 관련 보조 등 환경문제 유발 

부문에 지원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ㆍ경유ㆍ석탄 등에 대한 에너지 세제가 환경개선보다는 지

역균형발전, 산업발전 등의 수단으로 활용

2)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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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유해한 기존의 각종 에너지관련 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세제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 소비세와 환경세를 중심으로 체계를 단순화하고, 환경 관련 세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되

는 보통세가 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 

● 비수송용 등유ㆍ중유ㆍ프로판ㆍ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수송용 세제와 마찬가지

로 환경세 범주로 운용하고, 과세대상을 유연탄까지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화석에

너지에 ‘탄소세’ 도입을 추진

● 유류세를 올려 소비를 줄이는 대신, 세 부담 증가분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 저소

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독일식 생태적 조세개혁 추진을 검토

6.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1) 현황과 문제점

○ 2000년 이후 자연형 하천복원과 도시공원 확대가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건강

과 휴식을 위한 녹색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

○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녹색공간 등 삼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녹지공간의 조성을 매우 중요시

○ 국민들이 생활 및 주거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내 녹지공간의 적극적 확충

이 필요

 

2) 정책제안

● 도시 내에 폐선부지, 공여지 반환 등으로 새로운 공공용지가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공원

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녹색길 및 생태축 확보

● 중앙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수 대비 공원 및 녹지 면적 확보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계

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 내 ‘생태적 사막’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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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정 환경기준 초과지역 제로(0)화

1) 현황과 문제점

○ 각종 환경 관련 법률에서 대기, 수질, 소음, 실내공기, 토양 등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

으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

○ 환경기준 관리는 배출원 관리, 오염 총량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에 국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관리가 중요

○ 환경기준을 환경행정의 느슨한 권고치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하여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오염 허용 하한치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제안

●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환경기준 초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하고, 중앙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

8.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체계 달성 

1) 현황과 문제점

○ 중국농산물,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 식

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

○ 현행 식품위생법과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식품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움

○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을 망라하여 총리실 산하에 단일한 행정관리체계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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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었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의해 표류

○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약 4만여 종에 달하며 매년 약 4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추가로 시장에 유통

○ 이에 따라 환경에 배출되거나 식품과 의약품 등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도 동시

에 증가

2) 정책제안

● 수요자중심, 안전 중심, 사전예방원칙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 법체계와 운용 시스템을 

마련

● 식탁위주의 안전관리체계가 아닌 식품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규제와 국제적 기준의 격차를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

록 국내 추진 로드맵을 획기적으로 개선

9.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는 그 규모면에서 우리의 경제적, 국제적 위상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2006년 말 현재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096%로, OECD 평균(0.3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2) 정책제안

● 현재 정부의 계획(비전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엔 권고치인 0.7%까지 높일 계

획으로 있고 2015년 0.25%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치를 0.3%이상으로 상향 조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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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자금 가운데 유상원조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현실을 고려해 

무상원조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 저개발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환경적, 사회적 악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

● 지구화 시대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적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법 제도를 마련

10. 세계 122위의 환경지속성을 세계 50위권으로 향상

1) 현황과 문제점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le Index: ESI)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로 평가(OECD 국가 중 최하위)

○ 환경지속성 세부 분야별로는 특히 환경오염 부하량과 환경의 질이 최하위 수준이며, 

국제적 책임공유, 환경위해 취약분야 등은 세계 중위권 수준이나 OECD 내에서는 최하

위권

2) 정책제안

● ‘환경지속성’은 국가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요소로서 다른 두 요소인 ‘경제적 지속가능

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국가경쟁력과 국민복지의 근

간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 부처 차원의 환경지속성 지수 개선 방안을 마련

●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5년 이내에 세계 50위 수준으로 국가 환경지

속성을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구축

□ 내용문의 : 정책실 황상규 처장(02-735-7000, 010-301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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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제17대 대선후보 대상 설문 조사 항목

대선 후보자 200자 정책설문조사 

(모든 항목은 200자 이내로 답해 주십시오)

1. 향후 10년간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귀 후보가 임기 중에 달성할 국가 온실가스 감

축 목표와 정책은 무엇입니까?

3.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차기 정부가 2012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및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 후보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자

력에너지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유류세를 포함한 에너지 세제의 환경적 개편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

는 무엇입니까?

6. 귀 후보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7.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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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9.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 새만금 갯벌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귀 후보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11. 귀 후보의 가정에서 지난 1년간(2006. 10 ~ 2007. 9) 지출한 전기

요금, 난방비, 수도요금은 얼마입니까?

12. 귀 후보는 환경단체의 회원이십니까?

13. 귀 후보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면적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배기량

은 얼마입니까?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후보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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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메모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정책



토론 메모

- 101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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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정책



토론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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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제 후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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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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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후보 정책





후보명 분야 기후변화
에너지

식품안전
유해물질관리

국토계획
생태계보호

환경세제
행정개혁

지속가능성 
향상 합계

정동영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이인제 후보
(민주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문국현 후보
(창조한국당)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이회창 후보
(무소속)) 점수       / 20       / 20       / 20       / 20       / 20

평가

항목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①답변성실도
  (1,2,3,4,5)
②정책타당성
  (1,2,3,4,5)
③정책구체성
  (1,2,3,4,5)
④실현가능성
  (1,2,3,4,5)

제17대 대선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 평가표

                              

< 이하, 국회의석 순 >

□ 제출처: 경향신문/환경연합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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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단 <100인 위원회> 평가 방법

□ 평가절차 

    1. 100인 위원회 신청   (홈페이지나 사무처에 신청)

    2. 각 당/후보 정책(안) 검토 (홈페이지 및 자료집으로 제공)

    3. 평가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및 토론회에서 제공)

    4. 사무처 취합, 발표 

□ 평가표 작성 방법 

    1. 각 당/후보의 정책(안)을 검토하고, 패널 질의 응답 내용을 확인함.

    2. 평가표[별첨] 5개 분야별 평가항목(답변성실도, 정책타당성,정책구체

성,실현가능성)별로 평점을 부여한다. (

3. 분야별로 20점으로 평가하여, 전체를 합산하여 사무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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