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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ITMENT TO JUSTICE AND EQUITY  
IN THE UNFCC NEGOTIATIONS 

a call for action and commitments 
 

a letter to the Governments in the Asia Pacific region  
from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4 November 2009  
 
Mr Lee Myung-Bak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110-820 
 

Dear Mr President Lee Myung-Bak, 
 
We write to you as member groups of Friends of the Earth in the Asia Pacific region, which have 
been actively working for several years on the issues of equity, displacement, and human right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We focus our attention o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at 
local and national levels. During this time we have built working relationships with many grassroots 
organisations and local communities that are extremely vulnerable to human induced climate 
change and many of which are already experiencing devastating impacts from climate change 
related phenomena. 
 
In addition, as members of the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ederation – the world's largest 
grassroots based environmental justice organisation – we have maintained an international 
campaign focus on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his has enabled us to gain 
a unique insight into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he United Nations climate talk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Kyoto Protocol) are at a critical point. The two major negotiation tracks that  involv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bligations (through the work of the Ad-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and the determining of the aggregate targets for emissions 
reductions by developed countries in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through 
the work of the Ad-hoc Working Group on the Kyoto Protocol) are supposed to be completed at the 
Copenhagen Conference of Parties meeting in December 2009. The  strength of commitment 
given by Annex I countries is of utmost importance if we are to achieve a truly just and equitabl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 since the Bali Conference of 
Parties in December 2007. We are disturbed by efforts of developed countries on terminating the 
Kyoto Protocol and in not committing to the deep domestic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to 
respond to calls for sufficient, reliable and consistent funding for adapt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mitigation ac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f climate change 
on extremely vulnerable people and ecosystems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sovereignty of 
Pacific Island nations and the livelihoods of communities in the Asian mega delta region, this is an 
unacceptable position to maintain. 
 
The next round of talks will be in November in Barcelon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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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st commit to undertake the following four actions to ensure that we are fulfilling ou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avoiding dangerous climate change. Detailed supporting information 
to our demands are attached in the Annex document.  
 
 
1. Sufficient emissions reduction target, without international offsets 
The next 5-10 years present us with a small window of opportunity in which to act to prevent 
catastrophic and irreversible changes to the Earth’s climate. Fundamentally, emissions from the 
industrial, transport and agriculture sectors must be reduced substantially to keep the earth from 
warming to catastrophic levels. This means the adoption of legally binding emissions reduction 
obligations, as required by Article 3.9 of the Kyoto Protocol, primarily fulfilled by domestic action in 
wealthy industrialised countries, in addition to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ctions.  
 

Friends of the Earth welcomes your effort voluntary proposal to set up emission target by 2020 as 
complementary to UNFCCC obligations.  However, Friends of the Earth encourages that the 
appropriate emissions reduction ambi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strive for is at least 20% 
reductions on 2005s levels by 202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e appropriate emission reduction target for Annex 
I countries is at least 40% below 1990 levels by 2020. The Republic of Korea must maintain 
pressure on Annex I countries to commit to these targets.  
 

 

2. Commit to sufficient, reliable, consistent funding for adapt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mitigation actions under the governance of the UNFCCC 
As the Republic of Korea is aware, Annex II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ave legal obligations to fund mitigation and adaptation measure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obligation is additional to existing finan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 UNFCCC funding obligation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DA in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high historical carbon emissions from 
these parties as enshrined under the principles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o not commit consistent sufficient resourcing for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 UNFCCC, fails to 
realise Annex II countries' financial and technological commitments to developing countries. This 
erodes their reputation within the wider international community. 
 
Friends of the Earth welcomes your effort voluntary plans the funding for Green ODA and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however, the fund for adapt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mitigation on 
climate change t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different from ODA.  In addition, the nuclear 
energy program from plan of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as mitig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on climate change should be excluded. 
 
The Republic of Korea must firmly demand that Annex II countries commit to contribute sufficient  
and consistent funding for developing countries' mitigation, adapt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needs through a financial mechanism under the governance of the UNFCCC as proposed by the 
developing countries. 
 

 

3. Rights and fund based mechanism for reducing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spirit of striving for compliance between deforestation mechanism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 any deforestation mechanism under the UNFCCC must be built on and resp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The rules and incentive 
structures set up for reducing deforestation must be fully and explicitly in line with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A market which links emissions from fossil fuels to the purchase of reduced deforestation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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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s could ultimately undermine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 by creating a false exchange 
between continued emissions in wealth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emporary prevention of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y diverting funds from 
much-needed investment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must reject carbon trading based financial mechanism for forest protection 
and commit to ensuring tha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e ensured in the design of an 
international mechanism to stop deforestation. 
 

 

4. Legal architecture based o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capacities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s an established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hich is rooted in principles of equity and fairness.  The existing legal 
architecture of the climate regime which is embodied in the UNFCCC and its Kyoto Protocol must 
be respected and followed. This means that wealthy industrialised countries must accept legally 
binding emissions reduction obligations in addition to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o move to a 
low carbon development path and protect citizens and ecosystems from the inevitable levels of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historical emissions.  
 
The Republic of Korea is encouraged to take much ambitious target at least up to 20% reduction 
on 2005s levels by 2020 and must remain firm that Annex I countries accept its legal obligation to 
act first and foremost to reduce emissions, and encourage developing countries to define their 
potential actions only after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is guaranteed. 
 

In closing, we urge you to take the above actions as essential to achieving an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 that will keep averag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below 1.5 degrees, and to 
redressing the severe global inequities in access to climate adaptation and mitigation resources. 
The Republic of Korea, as do all parties of the UNFCCC, has a responsibility to both current and 
future human generations, as well as other species on this rich and biodiverse planet,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prevent dangerous climate change.   
 
 
 

 
Sincerely,  
from the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member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 Friends of the Earth South Korea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 Friends of the Earth Bangladesh 

Wahana Lingkungan Hidup Indonesia (WALHI) –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Friends of the Earth Japan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ProPublic – Friends of the Earth Nepal 

PENGON – Friends of the Earth Palestin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Community Rights Inc– Friends of the Earth Papua New Guinea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Inc. - Friends of the Earth Philippines 

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 (CEJ) – Friends of the Earth Sri Lanka 

HABURAS – Friends of the Earth Timor Le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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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  Background Information 
 

 

Sufficient emissions reduction target, without international offsets 
 
The next 5-10 years present us with a small window of opportunity in which to act to prevent 
catastrophic and irreversible changes to the Earth’s climate. While a temperature increase of no 
more that two degrees has commonly been deemed the upper limit to avert “dangerous” climate 
change, the ice melt witnessed in the Arctic in the summer of 2007 serves as a stark warning that 
climate change is already dangerous, and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re 
already too high. The Arctic's ice cover is retreating more rapidly than estimated by any of the 18 
computer models used by the 2007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assessments, and 30 years ahead of the mean model forecast1.  Warming trends in a third of the 
world's large ocean regions are two to four times greater than the previously reported averages in 
the recent IPCC report.  
 
These impacts are occurring at temperature increases of only 0.74°C.  
 
The fact that such changes are happening at much lower temperatures than predicted highlights 
the urgency of action and the importance of adopting stabilisation targets at a much lower level. At 
450ppm CO2, the IPCC's best guess of temperature rise is 2.1°C; likely in the range of 1.4 to 
3.1°C. Baer and Mastrandrea2 predict that at 450ppm CO2, the risk of overshooting 2°C is 46 – 
85%. This is an unacceptably high level of risk and the impacts that are currently being observed 
mean that current carbon concentrations of CO2 are already too high. Hansen et al (2008) show in 
a recent scientific paper that climate sensitivity (global average temperature caused by a doubling 
of CO2 over pre-industrial levels) could be as great as 6 degrees. Therefore in the coming decades 
initial stabilisation of CO2 concentration should be no greater than 350ppm3. 
 

Fundamentally, emissions from the industrial, transport and agriculture sectors must be reduced 
substantially to keep the earth from warming to catastrophic levels. This means the adoption of 
legally binding emissions reduction obligations, primarily fulfilled by domestic action in wealthy 
industrialised countries, in addition to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actions.  
 

  
 
 

Commit to sufficient, reliable, consistent funding for adapt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mitigation actions under the governance of the 
UNFCCC 
 

Wealthy Industrialised countries listed as Annex II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have legal obligations to fund mitigation and adaptation measure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obligation is additional to existing finan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ODA), as UNFCCC funding obligation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ODA in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high historical carbon emissions from 
these parties as enshrined under the principles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ritiques of the World Bank's Climate Investment Funds are well documented4. Annex II country  

                                                      
1
  Stroeve, J., M. M. Holland, W. Meier, T. Scambos, and M. Serreze (2007), Arctic sea ice decline: 
Faster than forecast,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4, L09501, doi:10.1029/2007GL029703. 
2
   Baer, P. and Mastrandrea, M., 2006, High Stakes: Designing emissions pathways to reduce the risk 
of danderous climate chang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London.  
3
   Hansen, J. Sato, M. et al., 2008 ‘Target Atmospheric CO2: Where Should Humanity Aim?’ 
<http://www.columbia.edu/~jeh1/2008/TargetCO2_20080407.pdf> 
4
  For detailed critiques see: The Third World Network's No additionality, new conditionality: A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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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 of ODA to the World Bank's Climate Investment Funds does not address the climate 
debt and does not provide 'new and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as stipulated in the UNFCCC. 
Given the long experience of lack of funding for adaptation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under 
the World Bank and Global Environment Facility, it is far from certain that the Climate Investment 
Funds will not support the adaptation or mitigation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Funding the World Bank rather than committing to financial mechanisms under the UNFCCC  
undermines established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the transfer of finance and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To ensure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adequacy of climate-related funding, it must be 
administered through the internationally recognised mechanisms of the UNFCCC. Annex II 
countries  must pledge its commitment to financing adapt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mitigation 
ac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before developing countries’ actions are debated. The UNFCCC 
was agreed in 1992 – over 16 years ago. Wealthy industrialised countries has failed this obligation  
to provide adequate financing and technology transfer since the inception of the UNFCCC and 
must rapidly address this to foster political trust and confidence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To not do so, fails to realise  Annex II financial and technological commitment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erodes their reputation within the wider international community. 
 

 

 

 

Rights and fund based mechanism for reducing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s enshrined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declaration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8), 
the ILO Convention No 169 (1989),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1992), and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 dictates that 
collective rights are legally and normatively distinct from individual rights, which is indicative of the 
rules of social, custodial and kinship obligations of Indigenous Peoples. The UNDRIP also clearly 
articulates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Indigenous Peoples to actions on their 
nations or territories. This exact wording of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must be included in 
methodological issues relating to reducing defores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UNDRIP also 
refers to a number of other key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effective redress for actions which 
dispossess them of their lands (Article 8); the right to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lands and territories (Article 29) and the right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In the spirit of striving for compliance between deforestation mechanisms and these international 
instruments, any deforestation mechanism under the UNFCCC must be built on and resp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However, as experience from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as shown, such synergies are not guaranteed. Therefore, the 
rules and incentive structures set up for reducing deforestation must be fully and explicitly in line 
with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Failure to do so risks 
institutionalising human rights abuses and environmental racism.  
 
Insofar as funding is required for reducing deforestation and other forest protection measures, a 
fund-based mechanism is the only suitable approach to supporting countr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legal, institutional and governance reforms needed to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Furthermore, public funds are generally more 
easily tracked, managed and regulated than dispersed, highly opaque and complex markets. The 
inherent unpredictability and potential volatility of market instruments compromises the reliable 

                                                                                                                                                                                

of the World Bank's Climate Investment Funds (2008), Available online at www.twnside.or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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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of funds needed. 
 
A market which links emissions from fossil fuels to the purchase of reduced deforestation “offset” 
credits could ultimately undermine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 by creating a false exchange 
between continued emissions in wealth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emporary prevention of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by diverting funds from 
much-needed investment i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Legal architecture based o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capacities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s an established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t is rooted in principles of equity and fairness and the recognition that 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t has two key aspects: 
 

1. Common responsibility. This identifies the responsibility of all states to protect a particular 
shared environmental resource; in the present case, the climate. 

 
2.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is brings in concerns of equity- unequal socio-economic 

conditions across states; different historical responsibilities for environmental problems; and 
different technological and financial capabilities to deal with them. 

 
This makes it clear that, whilst there is common responsibility for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developed countries have a particular responsibility due to past actions and present capabilities.   
The term “respective capabilities” emphasises the need to consider the individual economic social 
and development conditions across countries and is complimentary to the obligation of developed 
countries to take the lead in addressing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for which they are 
largely responsible. 
 
The assertion that the Convention, being written in 1992, is outdated and fails to consider the 
changed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c of the 21st century, is extremely short-sighted, 
opportunistic and unhelpful. Such a position wilfully ignores  the fact that industrialised countries 
have benefited from 200 years of fossil fuels exploitation, and exponentially so in the past 50 years. 
To continue to engage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s on a false assumption that a 'deal'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can be reached through bargaining and horse 
trading will only produce an inadequate, unjust and inequitable global climate change agreement, if 
one is produced at all.  
 
The legal architecture of the post 2012 agreement must be founded in internation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and most importantly,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capacities. 
This continues to mean that wealthy industrialised countries must accept legally binding emissions 
reductions obligations in addition to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o move to a low carbon 
development path and protect citizens and ecosystems from the inevitabl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historical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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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협상에서 정의와 형평성의 약속 
-약속과 실천을 바라는 요청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들에게 드리는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서한 

 

 

2009 년 11 월 4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한민국, 110-820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형평성과 인권 문제, 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활동해왔던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회원 단체로서 이 서한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가져올 환경악화의 영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수많은 풀뿌리 단체들 및 지역주민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은 인간이 불러온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어떤 곳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상현상으로 인해 이미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풀뿌리 단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 조직단체로서 

지구의 벗 아태지역 조직체는 유엔기후변화협상에 초점을 둔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그런 활동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상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등으로 이루어진 유엔기후변화협상은 지금 중대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2009 년 12 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게 될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문제가 그 첫 번째 사안이고,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의 두 번째 기간에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정하는 것이 두 번째 사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롭고 형평에 맞는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체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Annex I 국가들이 했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07 년 12 월 발리에서 열렸던 당사국총회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기후변화 적응 사업 및 완화 사업과 기술 이전 사업 등을 위해 

충분하고 믿을 만하며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이제 교토의정서의 

실행기간이 끝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생태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고, 아시아의 저지대 거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행태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이제 다음 회의는 바르셀로나에서 11 월에 열립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한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네 가지 행동을 꼭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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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적인 상쇄(offsets)를 제외한 충분한 감축 목표 설정 

향후 5-10 년간은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와 대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구의 대재앙의 수준까지 더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 교통 부문, 농업 부문에서 배출량이 충분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 3.9 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배출감축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 약속을 받아들인다면 선진국들은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감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2020 년까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에 지구의 벗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 적절하면서도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20 년까지 2005 년 대비 최소 20%는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Annex I 국가들의 경우 2020 년까지 감축해야 할 배출량은 1990 년을 기준으로 할 때 40%는 

되어야 한다고 지구의 벗은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nnex I 국가들에게 이 정도의 

목표는 꼭 약속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서 개도국의 적응사업과 완화사업 및 기술이전을 위한 충분히 

신뢰할만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관한 약속   

대한민국 정부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nnex II 국가들은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완화 사업과 

적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야 할 법률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별개입니다.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ODA 와 전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Annex II 국가들이 기후변화협약상에서 개도국들을 위한 지속적이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들이 기존에 ODA 차원에서 개도국들에게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했다는 사실조차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Annex 

II 국가들의 명성은 훼손될 것입니다. 

 

지구의 벗은 대한민국 정부의 그린 ODA 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위한 자발적 재정계획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개도국의 위한 기후변화 

적응과 기술이전 완화에 관한 재정은 ODA 와 별개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기후변화 완화와 

기술이전을 위한 핵에너지 프로그램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의 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nnex II 국가들이 개도국들의 완화, 적응, 기술이전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개도국들이 제안한 것처럼,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안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3. 개발도상국의 산림벌채 감소를 위한 권리와 기금을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 

유엔 산하에는 기후변화협약 이외에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같이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 협약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추진하는 

산림벌채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이런 유엔 협약들과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약에서 만든 산림황폐와 방지 방안들이 이런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산림벌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규칙들과 방안들은 원주민과 

지연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산림벌채를 막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시장주의 방법은 결국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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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선진국들은 자국 내에서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하면서, 단지 

개도국에서 일시적으로 산림벌채를 막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찾는 데 써야 할 소중한 

자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에서 나온 배출량과 산림벌채감소를 위한 ‘오프셋 크래딧(offset credit)’ 구매를 

연결하는 시장원리는 선진국의 계속적인 배출과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에서 오는 단기적인 

배출예방책 사이에서 부적합한 거래를 형성하고, 투자가 더욱 필요한 선진국가들의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산림을 보호라는 명목으로 재정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벌채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메커니즘을 조성함에 원주민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약속해야 합니다.  

 

4.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따른 법적 구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은 ‘형평성과 공평성’ 이라는 원칙에 뿌리는 두고 있는 

국제환경법 설립의 기본 원칙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상에서 기후체제의 법적 

구조에 담겨져 있는 이 원칙은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즉, 부유한 선진국들은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도국들의 저탄소 발전방향의 전환을 돕고,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결과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부터 시민들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0 년까지 2005 년 대비 최소 20% 감축을 권고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Annex 

I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법률적 약속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하며, 

선진국들이 충분한 재정적 약속을 개도국들이 잠재가능한 행동에 나서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기온이 앞으로 1.5 도 이상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적인 

약속이 만들어지려면 위와 같은 행동들을 대한민국이 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행동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사업과 완화사업을 위한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균등하게 

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회원 단체 일동(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members) 
 

 

환경운동연합(KFEM) - 지구의 벗 한국 

지구의 벗 호주 

방글라데시 환경변호사 협회(BELA) -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 

왈리(WALHI) -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 

지구의 벗 일본 

SAM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민중을 위해(ProPublic) - 지구의 벗 네팔 

펜곤(PENGON) - 지구의 벗 팔레스타인 

환경법과 주민권리 센터 - 지구의 벗 파푸아뉴기니 

법적권리와 자연자원 센터 - 지구의 벗 필리핀 

환경정의센터(CEJ) - 지구의 벗 스리랑카 

하부라스(HABURAS) – 지구의 벗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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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배경 정보 

 

국제적인 상쇄(offsets)를 제외한 충분한 감축 목표 설정 

우리에겐 지구의 기후 재앙과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막기 위한 5-10 년이라는 작은 기회의 

창이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2 도의 기온상승이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상한선으로 

여겨져왔으나, 2007 년 여름에 발표된 논문의 북극 빙하 관찰에 증거하면, 기후변화는 이미 

위험의 수준에 이르렀고, 이미 온실가스의 농도가 너무 높다는 뚜렷한 위험을 보여줍니다. 

북극의 빙하는 2007 년 정부간 기후 변화 패널 (IPCC)에 의해 추정 18 개의 컴퓨터 모델링 

결과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고, 그리고 30 년 후의 모델 예측의 평균치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5 세계 대해(大海)의 3 분의 1 에서 온난화 경향은 최근 IPCC 

보고서에 발표된 평균보다 2 ~4 배정도 큽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 0.74 ° C 의 온도가 상승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조치의 시급함과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목표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 에서, IPCC 는 최고 

2.1 °C 의 온도상승을 예측했습니다. (예상범위는 1.4 에서 3.1°C ) 배어 와 마스트랜드래아 

(Baer and Mastrandrea)6는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에서 기온이 2 ° C 를 웃돌 위험이 46 - 

85 %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위험이고 

현재 관찰되는 영향(impact)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미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센 외 다수 (Hansen et al 2008)는 최근의 과학 논문에 기후민감도(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발전 이전에서 2 배 증가됨에 따른 세계 평균 기온)가 6 도까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수십 년 안에 이산화탄소농도의 안정선은 350ppm 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7 

기본적으로, 재앙적인 수준의 온난화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산업 교통 및 농업 분야의 

배출은 실질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이것은 개발 도상국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에 더하여, 

주로 부유한 선진국이 자국내 활동으로 성취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 감축 의무를 

채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서 개도국의 적응사업과 완화사업 및 

기술이전을 위한 충분히 신뢰할만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관한 약속   

유엔기후변화협약 Annex II 에 포함된 부유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재정을 지원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기존의 재정 책임인 

공적개발원조(ODA)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UNFCCC 의 자금 원조 의무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하에 인식된 역사적 다량의 탄소 배출량의 인지와 수용성이 근본적으로 

ODA로부터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의 기후 투자 기금의 비판은 잘 기록 

                                                      
5
 Stroeve, J., M. M. Holland, W. Meier, T. Scambos, and M. Serreze (2007), Arctic sea ice decline: Faster 
than forecast,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4, L09501, doi:10.1029/2007GL029703. 

6
 Baer, P. and Mastrandrea, M., 2006, High Stakes: Designing emissions pathways to reduce the risk of 
danderous climate chang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London. 

7 Hansen, J. Sato, M. et al., 2008 ‘Target Atmospheric CO2: Where Should Humanity Aim?’ 
<http://www.columbia.edu/~jeh1/2008/TargetCO2_20080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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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습니다.8  Annex II 국가의 ODA를 세계은행의 기후투자기금에 할당하는 것은 

기후채무에 대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UNFCCC 에 규정된 '신규 및 추가 재원'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후진국이 세계은행 및 지구환경기금(GEF)하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자금 원조와 관련하여 오랜 

경험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기후투자기금(CIF)이 가장 취약한 공동체의 기후완화나 적응에 

지원될 것이란 확신은 더더욱 불투명해집니다.  UNFCCC 하의 금융 메커니즘에 참여하기보다 

세계 은행에 자금을 원조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자금과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의 기초를 위태롭게 합니다.  

기후관련 재정은 책임, 투명성 그리고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UNFCCC 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개발 도상국의 '조치를 논의하기에 앞서, Annex II 

국가는 반드시 기후 적응, 기술 이전 그리고 완화 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UNFCCC 16년 전인 1992 년에 출범했습니다. UNFCCC의 출범 이후 부유한 선진국들이 

적절한 재정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선진국들은 국제 기후 변화 

협상에서 정치적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히 이것들을 다뤄야 합니다.  만약 다루지 않는 

다면, Annex II 국가의 후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공약을 현실화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국제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명성은 훼손될 것입니다. 

 

개발 도상국의 산림벌채 감소를 위한 권리와 기금을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2008), ILO 협약 169(1989), 시민 및 

정치적 권리 관련 국제 규약(1966)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생물종 

다양성 협약(1992), 그리고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1992)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8), the ILO Convention No 169 (1989),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1992),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등 국제 선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은 집단적 권리는 토착민의 사회적, 보호 그리고 혈연 의무의 

규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나 규범적으로 개인의 인권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UNDRIP 는 원주민 자신들의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자유롭고 우선적이며 

알림에 입각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자유롭고 우선적이며 알림에 입각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구절은 개발 

도상국의 삼림 벌채 감소와 관련된 방법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UNDRIP 는 (제 8 조)와 

토착민 토지 및 영토의 보존 과 보호(제 29 조) 그리고 문화 유산 보호의 권리(the right to 

effective redress for actions which dispossess them of their lands (Article 8); the right to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lands and territories (Article 29) and the right to 

protect cultural heritage)와 같은 다른 주요 권리도 다룹니다. 

삼림 벌채 메커니즘과 국제 기구 사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UNFCCC 

아래에 모든 삼림 벌채 메커니즘은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정 개발 메커니즘의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삼림 벌채 감소를 위해 설립된 규칙과 인센티브 구조는 원주민 

                                                      
8
 비평 참조: The Third World Network's No additionality, new conditionality: A critique of the World Bank's 

Climate Investment Funds (2008), 온라인 열람 가능 www.twnside.org.sg 



 12 

및 지역공동체의 권리와 이익보장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루지 못할 시에는 

인권 유린과 환경 차별의 규정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산림 벌채 및 기타 산림 보호 대책에 자금이 필요한 이상, 자금(fund)을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은 삼림 벌채와 남벌 숲의 근본 원인 해결에 필요한 법률의 설계와 수행 및 지배 

구조 개혁 및 구현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에만 적합한 방식입니다.  또한, 공적 자금은 

분산되고 불투명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보다 일반적으로 더 쉽게 추적, 관리, 규제됩니다. 

내재된 예측 불가능성 및 시장 기구의 변동 잠재력은 실제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방해합니다.  

화석연료에서 나온 배출량과 산림벌채감소를 위한 ‘오프셋 크래딧(offset credit)’ 구매를 

연결하는 시장원리는 선진국의 계속적인 배출과 개발도상국의 산림보호에서 오는 단기적인 

배출예방책 사이에서 부적합한 거래를 형성하고, 투자가 더욱 필요한 선진국가들의 에너지 

효율성과 재활용 에너지 분야에서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따른 법적 구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은 국제 환경법에서 설립된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은 공정과 

평등의 원칙과 개도국의 고유한 요구가 국제환경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엔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이 잇습니다. :  

1. 일반적인 책임: 이것은 특정 공유 환경 자원(현재의 경우, 기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책임을 말함. 

2. 차별화된 책임: 이것은 국가간 공정성과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이야기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역사적 책임, 이를 해결해나 나갈 기술 및 자본 역량의 

차이. 

이 두 측면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이 존재하되, 과거와 현재의 행동으로 

인해 선진국이 특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거기에 "각각의 

역량(respective capabilities)"이란 구절은 국가간 개별적인 경제 사회 그리고 개발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선진국들이 솔선하여 주로 그들의 책임인 국제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1992 년에 쓰여진 협약이 구식이고, 21 세기의 정치와 경제적 역동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언은 근시안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비생산적인 주장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산업국가들이 200 년간 그리고 지난 50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화석연료를 착취하여 이득을 

봐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제 기후 협상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거래’가 

거래와 현실적 타협을 바탕으로 계속한다면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도, 

부당하고 부적절하고 불공평한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을 생산할 뿐 입니다. 

포스트 2012 계약의 법적 구조는 국제 환경법 원칙에 기반하여 설립되어야 하고, 더불어 

공통의 차별화된 능력과 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유한 선진국들은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도국들의 

저탄소 발전방향의 전환을 돕고,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결과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시민들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