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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16COP16의의 쟁점과쟁점과 전망전망

COP16COP16에에 대한대한 NGONGO의의 대응대응 동향동향•• COP16COP16에에 대한대한 NGONGO의의 대응대응 동향동향

•• 토론토론:: 동북아시아동북아시아 33개국개국 NGONGO들은들은 기후정기후정론론   동북아시아동북아시아 개국개국 들은들은 기후정기후정
의를의를 위하여위하여 무엇을무엇을 논의해야논의해야 하나하나



칸쿤까지칸쿤까지 오는오는 길길(1)(1)
20072007년년 발리의발리의 타협타협, , 희망의희망의 불씨불씨

20122012년년 이후이후 국제국제 기후변화기후변화 대응체제대응체제 논의논의•• 20122012년년 이후이후 국제국제 기후변화기후변화 대응체제대응체제 논의논의
–– 핵심쟁점핵심쟁점 1: 1: 감축의무가감축의무가 없는없는 개발도상국의개발도상국의 참참
여여 문제문제

–– 핵심핵심 쟁점쟁점 2: 2: 선진국의선진국의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지원지원

•• 선진국과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개발도상국의 계속된계속된 대립대립
–– 전세계적전세계적 장기장기 감축목표와감축목표와 선진국의선진국의 중기중기 감감전세계적전세계적 장기장기 감축목표와감축목표와 선진국의선진국의 중기중기 감감
축축 목표목표 설정설정 시도시도 실패실패

•• 다행스럽게다행스럽게 발리로드맵에발리로드맵에 합의합의•• 다행스럽게다행스럽게 발리로드맵에발리로드맵에 합의합의
–– 20092009년까지년까지 협상협상 완료완료, , 개발도상국도개발도상국도 의무감의무감
축축 협의테이블에협의테이블에 참여키로참여키로 미국도미국도 참여참여 약속약속축축 협의테이블에협의테이블에 참여키로참여키로, , 미국도미국도 참여참여 약속약속



칸쿤까지칸쿤까지 오는오는 길길(2)(2)
20072007년년 코펜하겐의코펜하겐의 희망과희망과 실패실패

•• 대립대립 끝에끝에 코펜하겐코펜하겐 협정문협정문 채택채택 후후 폐막폐막
–– 장기목표로장기목표로 산업화산업화 이전이전 수준에서수준에서 2 ℃ ℃ 2 ℃ ℃ 상승상승 제한제한

–– 2010. 1. 312010. 1. 31까지까지 선진국선진국 20202020년까지년까지 수치화된수치화된 감축목표감축목표
제출제출, , 개발도상국도개발도상국도 감축목표감축목표 제시제시 요구요구

–– 선진국선진국 20202020년까지년까지 연연 1,0001,000억달러억달러 개도국개도국 지원지원 약속약속
((코페하겐코페하겐 녹색기후녹색기후 기금기금))

–– 20102010--20122012년까지년까지 유럽유럽, , 미국미국, , 일본일본 300300억달러억달러 긴급지긴급지
원원 약속약속

그러나그러나 구속력있는구속력있는 감축목표감축목표 설정설정 실패실패 등의등의 이유로이유로–– 그러나그러나 구속력있는구속력있는 감축목표감축목표 설정설정 실패실패 등의등의 이유로이유로
큰큰 반발을반발을 낳으면서낳으면서, , 공식적공식적 결정문결정문 지위지위 얻는데얻는데 실패실패



칸쿤까지칸쿤까지 오는오는 길길(2)(2)
20072007년년 코펜하겐의코펜하겐의 희망과희망과 실패실패((계속계속))

코펜하겐코펜하겐 회의를회의를 둘러싼둘러싼 평가평가•• 코펜하겐코펜하겐 회의를회의를 둘러싼둘러싼 평가평가
–– 협상협상 무산무산 위기에서위기에서 미국미국--중국중국 막판막판 타협타협, , ‘‘절반의절반의 성성

공공’’으로으로 묘사묘사((수치화된수치화된 장기장기 감축목표감축목표 개도국개도국 지원지원))공공’’으로으로 묘사묘사((수치화된수치화된 장기장기 감축목표감축목표, , 개도국개도국 지원지원))

–– 발리발리 로드맵의로드맵의 협상협상 기한기한 위반위반, , 법적법적 구속력구속력 없는없는 낮은낮은
협정문협정문 유럽과유럽과 기후변화취약국기후변화취약국 NGONGO는는 ‘‘실패실패’’로로협정문협정문. . 유럽과유럽과 기후변화취약국기후변화취약국, NGO, NGO는는 실패실패 로로
단정단정

–– 유럽연합유럽연합 이사회이사회 순회순회 의장국인의장국인 스웨덴스웨덴 환경부환경부 장관장관
‘‘재앙재앙’’이라고이라고 혹평혹평

•• 코펜하겐코펜하겐 협정문의협정문의 그림자그림자
–– 20102010년년 부속회의에서부속회의에서 협정문에협정문에 기반하여기반하여 논의를논의를 진행진행

하는하는 것을것을 두고두고 일부일부 개도국개도국 항의로항의로 대립과대립과 갈등갈등

유럽과유럽과 미국은미국은 기후원조자금기후원조자금 중단중단 위협으로위협으로 협정문협정문–– 유럽과유럽과 미국은미국은 기후원조자금기후원조자금 중단중단 위협으로위협으로 협정문협정문
지지토록지지토록 아프리카아프리카, , 남미남미 국가국가 압박압박



COP16COP16의의 쟁점과쟁점과 전망전망(1)(1)
쟁점쟁점 1: 1: 개도국개도국 의무감축의무감축 참여참여 문제문제

다배출국다배출국((중국중국 인도인도)) 선진개도국선진개도국((한국한국 등등))•• 다배출국다배출국((중국중국,,인도인도), ), 선진개도국선진개도국((한국한국 등등))
의의 감축의무감축의무 부과를부과를 위한위한 사전작업사전작업 성격성격
–– 현재현재 협상협상 구조는구조는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 트랙트랙(LCA: (LCA: 전체전체 국가국가

참여참여))과과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트랙트랙(KP: (KP: 선진국만선진국만 참여참여))로로 구분구분

선진국들은선진국들은 LCALCA 논의가논의가 비구소적비구소적 형태여서형태여서 의무감축의무감축–– 선진국들은선진국들은 LCA  LCA  논의가논의가 비구소적비구소적 형태여서형태여서 의무감축의무감축
국국 확대가확대가 어렵다고어렵다고 판단판단, , 협상협상 트랙의트랙의 일원화일원화 요구요구

–– 중국중국 등의등의 개도국은개도국은 트랙트랙 일원화는일원화는 COP11COP11 결의사항결의사항 위위중국중국 등의등의 개도국은개도국은 트랙트랙 일원화는일원화는 COP11 COP11 결의사항결의사항 위위
반반, , 개도국에게개도국에게 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책임감축책임 전가전가 시도로시도로 이해이해

•• 졸업제도졸업제도,, 의무감축국의의무감축국의 재분류재분류 시도시도졸업제졸업제 , , 의무감축국의의무감축국의 재분류재분류 시시
–– 개도국이개도국이 일정일정 수준의수준의 감축감축, , 적응적응 능력이능력이 형성되면형성되면 의의

무감축국무감축국 Annex1Annex1으로으로 전입하자는전입하자는 주장주장((미국미국))

–– 수용되면수용되면 한국한국 등의등의 선진개도국에서선진개도국에서 적용될적용될 것것 전망전망



COP16COP16의의 쟁점과쟁점과 전망전망(2)(2)
쟁점쟁점 2: 2: 선진국의선진국의 대개도국대개도국 지원지원

•• 코펜하겐코펜하겐 협정문의협정문의 대개도국대개도국 지원지원 약속약속
–– 20122012년까지년까지 300300억달러억달러 긴급긴급 지원지원

–– 20202020년까지년까지 매해매해 11천억달러천억달러, , 코펜하겐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녹색기후기금
조성조성

–– 개도국들은개도국들은 단기단기 긴급지원긴급지원 포함포함, , 공약사항을공약사항을 신속하고신속하고 구체적으구체적으
로로 이행해줄이행해줄 것것 요구요구

그그 동안동안 선진국의선진국의 공약이공약이 제대로제대로 이행되지이행되지 않은않은 상황상황–– 그그 동안동안 선진국의선진국의 공약이공약이 제대로제대로 이행되지이행되지 않은않은 상황상황

•• 쟁점쟁점: : 개도국개도국 감축의감축의 MRV, MRV, 지원지원 재정재정 관리관리
–– 개도국개도국 감축의감축의 MRV MRV 방식방식 관철시도관철시도, , 대개도국대개도국 지원지원 조조

건으로건으로 개도국개도국 감축의감축의 투명성투명성 요구요구

–– 기후원조기후원조 기금의기금의 관리관리, , 국제금융기구국제금융기구(WB, IMF) vs (WB, IMF) vs 유엔유엔



COP16COP16의의 쟁점과쟁점과 전망전망(3)(3)

-- 불투명불투명, , 미루기미루기, , 땜질하기땜질하기

•• PostPost--2012 2012 체제체제 합의합의 전망전망 불투명하다불투명하다

–– 부속회의에서부속회의에서 선진국선진국--개도국개도국 입장입장 차이차이 극복극복 못함못함부속부속 선진국선진국 국국 입장입장 극복극복 못함못함

–– 코펜하겐코펜하겐 협정문협정문 따라따라 제출하기로제출하기로 한한 감축목표감축목표 부진부진

–– UNFCC, EU, BASICUNFCC, EU, BASIC 고위고위 관계자의관계자의 부정직부정직 전망전망UNFCC, EU, BASIC UNFCC, EU, BASIC 위위 관계자의관계자의 부정직부정직 전망전망

•• 교토의정서의교토의정서의 연장이연장이 논의될논의될 가능성가능성 높다높다
19921992년년 체결체결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 발효발효 19951995년년–– 19921992년년 체결체결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 , 발효발효 19951995년년

–– 19971997년년 체결체결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 , 발효발효 20052005년년

체제체제 발효되기발효되기 전까지전까지 최소최소 년년 예상예상–– PostPost--2012 2012 체제체제 발효되기발효되기 전까지전까지 최소최소 33년년 예상예상

–– 따라서따라서 COP16COP16에서에서 협상협상 타결되도타결되도, , 공백기공백기 불가피불가피

출출 한한–– 그러나그러나 최대최대 배출국배출국 미국과미국과 중국은중국은 불참으로불참으로 한계한계



COP16COP16에에 대한대한 NGONGO의의 대응대응 동향동향
기후정의운동을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중심으로(1)(1)

기후변화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세계민중총회/ 2010/ 2010년년 44월월 2222일일••기후변화기후변화 세계민중총회세계민중총회/ 2010/ 2010년년 44월월 2222일일, , 
볼리비아볼리비아 코차밤바코차밤바



COP16COP16에에 대한대한 NGONGO의의 대응대응 동향동향
기후정의운동을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중심으로(2)(2)

•• 볼리비아볼리비아 모랄레스모랄레스 대통령대통령
–– ““실패로실패로 끝난끝난 코펜하겐코펜하겐 회의는회의는 선진국의선진국의 헤게모니헤게모니

의의 붕괴를붕괴를 보여주는보여주는 것것””

–– 기후변화기후변화 문제를문제를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해위해 전전 세계의세계의 대안적대안적 사사
회운동회운동 진영이진영이 참여하는참여하는 민중회의민중회의 제안제안((볼리비아볼리비아))

–– 20102010년년 44월월 2020--2222일일((지구의지구의 날날), ), 전세게전세게 125125개국개국 22만명만명
참가참가참가참가

•• 코차밤바코차밤바 민중민중 협정을협정을 채택채택
–– 코펜하겐코펜하겐 협정문과협정문과 구분이구분이 가능한가능한, , 기후정의기후정의 문제의식문제의식

을을 명확히명확히 부각부각



COP16COP16에에 대한대한 NGONGO의의 대응대응 동향동향
기후정의운동을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중심으로(3)(3)

•• 코차밤바코차밤바 협정문의협정문의 주요주요 내용내용
–– 기후변화의기후변화의 구조적구조적 원인원인((자본주의자본주의 생산생산//소비소비 시스템시스템))

–– 기후부채기후부채 해결해결, , 탄소시장의탄소시장의 위험성위험성, , 기후기후 이주민이주민 보호보호

–– 원주민의원주민의 권리권리 보호보호, , 기후정의기후정의 재판소재판소, , 식량주권식량주권 보호보호

–– 기술기술 이전을이전을 가로막는가로막는 지적지적 재산권재산권 문제문제

–– CCSCCS와와 같은같은 지구공학지구공학, , 유전자유전자 조작조작 생물체생물체 반대반대같은같은 공학공학 전전 작작 생물생물 반반

–– 기온기온 상승상승 1 ℃ 1 ℃ 제한제한, , 온실가스온실가스 농도농도 300ppm 300ppm 목표목표

–– 선진국은선진국은 20172017년까지년까지 19901990년년 대비대비 50%50% 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선진국은선진국은 년년 년년   온실온실 감축감축

–– 선진국의선진국의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지원지원 위해위해 GDPGDP의의 6% 6% 지원지원 요구요구



COP16COP16에에 대한대한 NGONGO의의 대응대응 동향동향
기후정의운동을기후정의운동을 중심으로중심으로(4)(4)

코차밤바에서코차밤바에서 칸쿤까지칸쿤까지•• 코차밤바에서코차밤바에서 칸쿤까지칸쿤까지
–– 코차밤바코차밤바 회의는회의는 발리발리, , 코펜하겐에서코펜하겐에서 싹튼싹튼 기후정의기후정의

운동을운동을 확산하고확산하고 강화하는데강화하는데 기여기여운동을운동을 확산하고확산하고 강화하는데강화하는데 기여기여

–– 볼리비아볼리비아 정부는정부는 UNFCCC UNFCCC 부속회의에부속회의에 코차밤바코차밤바 협정협정
문을문을 공식으로공식으로 제출제출 협상협상 의제화의제화문을문을 공식으로공식으로 제출제출, , 협상협상 의제화의제화

–– 비아비아 깜페시아를깜페시아를 비롯한비롯한 여러여러 국제국제 NGONGO들이들이 칸쿤칸쿤 회회
의의 전략의전략의 ‘‘출발점출발점’’ 역할을역할을 하고하고 있음있음

•• 칸쿤의칸쿤의 NGO NGO 활동활동 계획계획
–– 멕시코멕시코 NGONGO들들,, ‘‘멕시코멕시코 기후기후--공간공간 대화대화’’ 연대체연대체 구성구성멕멕 들들, , 멕멕 후후 공간공간 연연 구성구성

–– 클리마포럼클리마포럼10 10 조직조직 준비준비((코펜하겐코펜하겐 클리마포럼클리마포럼09 09 연속연속) ) 

–– 비아비아 깜페시아깜페시아, , ‘‘생명과생명과 환경사회적환경사회적 정의정의 대안적대안적 지구지구
포럼포럼’’ 조직조직

–– 국제노총국제노총, , 기후변화에기후변화에 대응하기대응하기 위한위한 노동자노동자 한마당한마당



토론토론: : 동북아동북아 33개국개국 NGO, NGO, 무엇을무엇을 논의논의
해야해야 하나하나(1)(1)

•• 우리우리 각자는각자는 누구이며누구이며, , 어떤어떤 위치에위치에 있나있나
–– 일본일본((선진국선진국), ), 한국한국((선진선진 개도국개도국), ), 중국중국((개도국개도국))일일 중중

––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배출량 기준기준, , 중국이중국이 세계세계 최대최대

–– 11인당인당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배출량 기준기준, , 중국중국 << << 한국한국 < < 일본일본인당인당 온실온실 출량출량 준준,, 중국중국 <<<< 한국한국 << 일본일본

–– 기후정의론의기후정의론의 시각시각: : 중국이중국이 동일한동일한 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 압압
력력 받는받는 것것 부당부당, , 또한또한 일본일본, , 한국의한국의 지원지원 당연당연

•• 한국의한국의 구속력구속력 있는있는 의무감축국의무감축국 포함포함??
–– 한국한국 배출량배출량 기준기준 세계세계 99위위((누적누적 배출배출 2222위위)) 에너지에너지–– 한국한국 배출량배출량 기준기준 세계세계 99위위((누적누적 배출배출 2222위위), ), 에너지에너지

소비량소비량 1010위위

–– 중국은중국은 교토체제의교토체제의 변경에변경에 대해서대해서 반대반대중국은중국은 교토체제의교토체제의 변경에변경에 대해서대해서 반대반대



토론토론: : 동북아동북아 33개국개국 NGO, NGO, 무엇을무엇을 논의논의
해야해야 하나하나(2)(2)

•• 우리는우리는 공동의공동의 비전을비전을 만들만들 수수 있나있나((혹은혹은
그럴그럴 필요를필요를 느끼고느끼고 있는가있는가?)?)럴럴 필 를필 를 있있

–– 우리는우리는 각국각국 정부의정부의 입장에서입장에서 자유롭고자유롭고, , 윤리적이며윤리적이며
이상주의적이상주의적 태도를태도를 가질가질 수수 있나있나??이상주의적이상주의적 태 를태 를 가질가질 수수 있나있나   

•• 각국각국 정부의정부의 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에감축에 대해서대해서 어떻어떻
게게 평가하나평가하나??게게 평가하나평가하나??
–– 일본일본 민주당민주당 정부정부, 2020, 2020년까지년까지 19901990년년 대비대비 25% 25% 감축감축

–– 중국중국 정부정부, , 탄소원단위탄소원단위 20202020년까지년까지 20052005년년 대비대비 4040--
45% 45% 감축감축

한국한국 정부정부 20202020년까지년까지 BAUBAU 대비대비 30%30% 감축감축–– 한국한국 정부정부, 2020, 2020년까지년까지 BAU BAU 대비대비 30% 30% 감축감축



토론토론: : 동북아동북아 33개국개국 NGO, NGO, 무엇을무엇을 논의논의
해야해야 하나하나(3)(3)

한일한일 시민사회는시민사회는 중국중국 지원을지원을 위한위한 재정적재정적•• 한일한일 시민사회는시민사회는 중국중국 지원을지원을 위한위한 재정적재정적
부담을부담을 질질 준비가준비가 되어되어 있는가있는가??
–– 기후정의기후정의 관점관점, , 기후협상의기후협상의 돌파구돌파구 위에서위에서, , 기후변화기후변화

취약국취약국 중국에중국에 대한대한 지원을지원을 확대해야확대해야 함함

일본과일본과 한국도한국도 그런그런 지원을지원을 위해서위해서 노력해야노력해야 함함–– 일본과일본과 한국도한국도 그런그런 지원을지원을 위해서위해서 노력해야노력해야 함함

–– 일본일본 정부도정부도 개도국개도국 지원지원 지위지위 인정인정, , 한국한국 정부도정부도
‘‘녹색녹색ODAODA’’ 강화강화 천명천명녹색녹색ODAODA 강화강화 천명천명

–– 문제는문제는 중국을중국을 포함한포함한 대개국대개국 지원을지원을 위한위한 재정재정 지출지출
증가가증가가 필요필요

–– 이를이를 위해서위해서 조세조세 등의등의 방식으로방식으로 국민에게국민에게 부담될부담될 가가
능성능성 높음높음. . 



토론토론: : 동북아동북아 33개국개국 NGO, NGO, 무엇을무엇을 논의논의
해야해야 하나하나(4)(4)

우리우리 모두는모두는 기후정의를기후정의를 위해위해 싸울싸울 준비가준비가•• 우리우리 모두는모두는 기후정의를기후정의를 위해위해 싸울싸울 준비가준비가
되어되어 있는가있는가??
–– 코차밤바코차밤바 민중회의의민중회의의 메시지메시지: : 기후변화기후변화 해결책이해결책이 정정

의로와야의로와야 한다는한다는 것것

자국자국 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 위해위해 바이오연료바이오연료 이용이용 그러나그러나 인인–– 자국자국 온실가스온실가스 감축감축 위해위해 바이오연료바이오연료 이용이용, , 그러나그러나 인인
도의도의 팜오일팜오일 플랜테이션의플랜테이션의 환경환경 파괴파괴, , 원주민원주민 탄압탄압??

–– 버마버마 군사정권군사정권 하의하의 천연가스천연가스 개발개발 및및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개개버마버마 군사정권군사정권 하의하의 천연가스천연가스 개발개발 및및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개개
설설((한국한국 개발개발, , 중국중국 이용이용)?)?

–– CDM CDM 사업의사업의 문제점문제점((실제실제 감축감축 되는가되는가? ? 시장주의적시장주의적 접접
근은근은 문제문제 없는가없는가?)?)

–– 논란논란 많은많은 기술적기술적 해결책해결책(CCS, (CCS, 원자력원자력))에에 대한대한 정부의정부의
관심과관심과 투자는투자는 문제가문제가 없는가없는가??관심과관심과 투자는투자는 문제가문제가 없는가없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