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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Rio+20와 녹색경제1)
-한국의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 조명래 단국대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1. 문제제기

ㅇ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UNCED, Earth 
Summit)가 개최되었음.

- 이 회의에서 현재의 발전이 미래세대까지 계속 지탱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채택되었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
음. 

- 아울러 매 10년마다 그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음. 이렇게 해서 2차 정상회의(UNCSD, WSSD)가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
그’에서 열렸고, 3차 회의가 올(2012년) 6월20일-22일 브라질 리오에서 ‘리오+20’(정식명
칭,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란 이름으로 열릴 예정.

- 193개국 등에서 참여할 3차 정상회의의 의제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임.

ㅇ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하 SD)은 일국적 차
원은 물론, 범지구적 차원에서도 거버넌스(governance)의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이에 한국도 1992년 리우회의 이후 SD를 다양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오면서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1) 이글은 2012년3월18일 참여연대강의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한 자료의 대부분이 정회성박사 팀이 2011년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출처를 일일이 적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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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상회의 기간/장소 주제

‘72 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1972.06
스웨덴 스톡홀름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

'92 유엔환경개발회의 1992.06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 그러나 2008년 광복60주년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이래, SD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녹색성장’, ‘녹색경
제’란 명칭 혹은 개념으로 재포장되었음. 

- 이는 2012년 3차 세계정상회의 의제(특히 녹색경제)와 맞물리면서 ‘리오+20’가 마침 
한국을 위한 혹은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라는 인식마저 낳고 있음. 그 결과 녹색성장이 
과대 포장되듯, ‘리오+20’ 또한 정책 홍보적 수준의 이해와 그에 준하는 준비가 정부차원에
서 이뤄지고 있음. 

- '리오+20'는 어떤 회의이고, 무엇이 논의되며, 어떠한 실천대안을 생산할까? 한국의 
녹색성장/녹색경제는 세계적 논의와 실천을 선도할 정도로 진정성이 있는가? '리오+20'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녹색경제는 어떻게 연결되고, 한국 사회 내부(특히 시민사회)에서
는 그 ‘연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리오+20'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한국사회를 전환시
킬 계기로 삼을 수 없을까?

 

2. 리오+20의 개최배경과 의제

ㅇ 1960년대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환경에 대한 국제회의가 제안된 이후, ‘72년 유엔인
간환경회의(UNCHE), '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Rio), ’02년 제2차 세계정상
회의(WSSD, Rio+10) 등이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개최되었음.  

- ‘02년 세계정상회의는 리우회의 이후 10주년을 맞이하여 ’의제 21의 이행상황 검토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마련‘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WSSD 이행계
획을 최종 결과물로 채택했음.

- 빈곤퇴치, 보건, 무역, 교육, 과학 기술, 지역문제, 자연자원, 제도적 장치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필요한 우선과제들이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으로 제시되었음.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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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D)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발전(ESSD)

'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Rio+10)

2002.09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의제21의 이행상황 검토 및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마련

'1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 Rio+20)

2012.0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체제

ㅇ ‘12년 제3차 세계정상회의(Rio+20)는 ’92년 리우회의 이후 이행 성과를 점검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와 추진 틀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 제64차 유엔총회(‘09)는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 개최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 이에 의하면 Rio+20의 목표는 세 가지: 1) SD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사명감을 새로
이 함, 2) 현재까지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상회의의 결과를 구체적으
로 실현하기 위한 과제 분석 하기, 3) 재정위기, 식량위기, 기후안보 등 새로운 도전과 위
협의 규명(목록화).

- 이와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12년 세계정상회의는 두 가지 의제를 다루기로 함.

∙ 의제 1: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관점에서의 ‘녹색경제’ 
   (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 의제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이 주된 두 의제의 채택은 리우+10 이후 추진된 지속가능발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음. 즉, 경제위기와 불평등 및 빈곤의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이란 인식 하에서 ‘녹색경제’와 
‘제도 틀’를 핵심의제로 채택되었음. 

3. 리오+20 준비 및 논의동향 

ㅇ 준비과정



- 6 -

- Rio+20은 ‘12.6.20(수)~6.22(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이를 위해 
2010~2012년간 세 차례 준비회의(PrepComs) 개최 됨. 

- 이 외에 3차례의 Rio+20 회기간 위원회 회의(Intersessional Committee), 준비위 
Bureau회의, 지역별 준비회의, UN측과 개별국가 협력에 관한 비공식 준비회의 등이 진행
됨.

- 한국이 속한 지역별 준비회의로는 ‘11.10.19-20, ’리오+20 아태지역준비회의‘가 서울
에서 개최되었고,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녹색경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62개 회
원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Seoul Outcome'이 채택됐음. 

구분 기간 및 장소 주요의제

제1차 준비회의 ‘10.5.17~19, 뉴욕 유엔본부
∙의장단 선출: 한국 및 안티구아바부다 주
유엔대사를 준비위 공동의장으로 선출
∙사무국 설치 등 Rio+20 준비위 구성

제1차 회기간 
준비회의 ‘11.1.10~11, 뉴욕 유엔본부 ∙지속가능발전 공약 이행평가

∙녹색경제와 제도적 체제에 대한 논의

제2차 준비회의 ‘11.3.7~8, 뉴욕 유엔본부 ∙Rio+20 개최일정 및 준비일정 확정

제2차 회기간 
준비회의 ‘11.12.15~16, 뉴욕 유엔본부 ∙compilation document에 대한 논의

∙zero draft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논의

제3차 회기간 
준비회의 ‘12.3.26~27, 뉴욕 유엔본부

제3차 준비회의 ‘12.6.13~15, 브라질 리우

 

- ‘11.11.4까지 각국의 Rio+20 결과문서 제출. 이에 따라 한국도 리오+20에 대한 기대
와 성공개최 의지 표명(서론)과 녹색경제이행을 위한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상위목표 및 
분야별 목표설정, 2) 녹색경제 진척도 측정, 3) 국가별 녹색성장전략 수립 및 - 추진, 4) 글
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리오+20 결과문서 초안에 대해서는 협상회의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4 차례 걸쳐 열림
(1차 ‘12.1.16-19, 2차 ’12.2.13-17, 3차 ‘12.3.19-23, 4차 ’12.4.30-5.4)   

ㅇ ‘녹색경제’에 관한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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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녹색경제의 개념 정의 >
 
∙ UNESCAP
 - 경제적인 번영이 생태적인 지속가능성과 함께 갈수 있는 경제라고 정의

∙ UNEP
 - 녹색경제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경제 전반에 걸친 
   활동’(economy-wide activities)으로 본다. 또, 녹색경제를 “환경적인 위험과 생태적인 결핍을 크
게 감소하는 반면, 인간의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로 정의하며 단순화해서 정
의하면 “저탄소, 자원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포괄적인(Inclusive)한 경제”로 정의(UNEP, 2011: 2)

∙ EU
 - EU가 정의하는 녹색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방안이다. EU는 녹색경제를 지속가능한 발
전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경제를 녹색화하는 것으로 이해

- ‘92년 리오 회의에서 채택된 SD는 경제개발,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적 발전개념. 그러나 현실의 지배적인 발전시스템은 여전히 경제 중심으로 작
동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음.

- 이를테면, 사회적 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이 증대하고, 오염
에 대한 비용이 재화의 가격에 불충분하게 반영되며, 물과 같은 자연자원의 상품화를 위해 
과잉 개발되는 등으로 인해 SD를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발전 시스템의 핵심인 ‘경제의 녹색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다는 인식은 ‘녹
색경제’에 관심으로 구체화. 녹색경제(green economy)란 용어는 1989년 데이비드 피어스 
외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이 환경보호와 
함께 경제성장이 결합될 수 있는 가에 연구를 의뢰했고, 피어스 등은 ‘Blueprint for a 
Green Economy'에서 어떻게 환경적 배려가 경제, 그리고 정치적 정책결정과 통합될 수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음. 여기서 녹색경제는 영국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국가경제에서 
지속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정책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 

- 이에 반해, UNEP는 ‘Toward a Green Economy'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성장, 고용에서의 증가와 함께 빈곤을 감소시키는 경제로 녹색경제란 
용어를 사용했음. 즉,  ‘녹색경제’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
진하는 경제 전반에 걸친 활동’(economy-wide activities)으로 정의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생태근대화론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개념으
로서 경제․사회․환경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한 과정(pathway)으
로 간주됨. 즉, 지속가능발전의 3개축 중에서 경제부문의 녹색화(경제와 환경의 접목)를 우
선전략으로 채택하고 중요시하는 입장이 녹색경제. 그렇지만 녹색경제의 구체적인 이해는 
주창자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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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에서 녹색경제를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
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로 정의

∙ UN: GA, UNCSD PrepComs. 준비 보고서 2010. 11.22
 - 녹색경제의 컨셉은 주요하게 환경과 경제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강조(집중)임

∙ UNESCAP 아태지역회의 자료(2011, 10 서울)
 - 녹색경제의 실제 쓰이는 정의(working definition)는 UNIMG(UN Issue Management Group)에서 
나왔는데, 이는 소득 증가와 생산성 있는(productive) 고용, 기초서비스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지속
가능 소비
   와 생산(SCP), 빈곤․불공평․위험노출의 감소가 목표되고(targeted) 통합된 투자와 정책에 의해 달성
되는 경제.
 - UNCSD 준비위원회 대표단들은 녹색경제는 경제성장을 자원사용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건강, 웰빙, 농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지닌 오염을 감
소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의 환경축(environmental pillar)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해 옴. 
 - 한편으론 녹색경제 프레임워크의 혜택을, 지속가능개발․천연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있어 더 큰 효율
성(greater efficiency) 및 일자리 창조를 위한 경제적 정책을 더욱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potential)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녹색경제의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녹색경제의 성격은 물론, 지속가능
발전과의 관계설정, 녹색경제에 이르는 이행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녹색경제의 의미가 파
악되어야 함. 이 모두는 크게 보면, 지금까지의 국제회의에서 나타났듯,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됨.

<선진국>
· EU 등 선진국들은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주장, 녹색경제의 정
의보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단과 행동을 강조. 
· 선진국들은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 녹색경제를 위한 로드맵 마련, 에너지 목표 설정 등 녹색
경제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안하고, 환경기구 강화와 같은 제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논의를 제안함.  

 <개도국>
· 77그룹 등 개도국 들은 녹색경제가 개발원조의 조건 또는 환경을 빌미로 한 보호무역주의
(Environmental Protectionism)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녹색경제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
· 개도국들은 녹색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이행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여 개발과 사회 부문을 통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환경기구의 강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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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녹색경제에 관한 PR Retreat(2011.5)에서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음.

   · 테러리즘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의 경우를 보면 녹색경제에 관한 정의가 없어
도 논의 가능.

   · 정의 부재를 이유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녹색경제는 경제개
발과 환경보호간의 부정적 연계를 극복(de-couple)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

   · 선진-개도국간 만성적인 대립이 리오+20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탄소세, eco-tax, 
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재정(financing) 방안을 모색 및 녹색경제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특혜조치 등 검토 필요.

   · 녹색경제 전환에 있어 국가별 접근, 국제금융기구(IFIs), 민간기업 등 광범위한 이
해당사자와의 접촉 확대, 과학기술 지식 활용을 위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군소도서국가
(SIDS)의 Blue Economy 추진 등 지역차원의 녹색협력 강화가 중요.

- 요컨대, 녹색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녹색경제의 개념, 녹색경제와 지속가
능한 발전의 관계 및 이행방안 등에 있어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임. 이 이유만으로, 리우
+20 회의가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전 논의의 재논의 및 의견차이의 확인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됨.

4. 한국의 녹색성장(녹색경제) 정책
ㅇ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 한국은 ‘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결과 설립된 유엔지속개발위원회에′93년부터 매
년 정부대표단을 파견. ’94년부터 ‘의제 21’이행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사무국에 제
출했으며 특히 의제 21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 21’을 수립. ‘00년에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이 발표되고,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President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치되었음.

- 참여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지속발전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성평가
지표를 확정함. ‘07년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위원회로서 국
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ㅇ 녹색성장(녹색경제)의 제도화



- 10 -

부문 정책 세부사항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①폐자원 에너지화 ②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③수
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④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조성 ⑤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⑥풍력․태양광 기
상지원지도 작성 ⑦자동차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 마련

기후변화 적응

①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 구축 ②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예측모델 개발 ③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감축잠재량 평가 
④기후변화취약성 지도 작성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입 
⑤기후변화대비 하수도시설 개선

녹색성장
동력

10대 
환경기술 개발

①수처리 선진기술 ②green Car ③Non-Co2 온실가스 저
감기술 ④온실가스 대체물질 기술 ⑤고효율 자원회수 기술 

- ‘08년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 및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 함. 즉,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
었음.

-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녹색성장위원회’ 설립(‘09),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
개년 계획’ 수립(‘09)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녹색성
장위원회‘, ’녹색성장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의 3대 제도화 방안/장치라 
할 수 있음.

- 녹색성장의 목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이를 
위해 2009-2013년 기간 중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 투자을 녹색성장을 위해 
투자할 계획. 

-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은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전략,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전략,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
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전략.

- 녹색성장의 정책부문은 저탄소, 녹색성장동력, 녹색생활문화․녹색인프라, 녹색일자리, 
그리고 생활공간 5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녹색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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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토양․지하수 오염정화기술 ⑦생물자원 활용․복원기술 ⑧
친환경제품 기술 ⑨환경보건 선도기술 ⑩융합기반 환경오
염 기술개선

10대 
환경산업 육성

①환경플랜트산업 ②먹는 생물 수출확대 ③그린카산업 ④
탄소시장 ⑤기상산업 ⑥자원순환사업 ⑦토양정화산업 ⑧생
물자원산업 ⑨그린화학산업 육성기반 ⑩환경컨설팅산업

녹색생활문화․
녹색인프라

녹색생활
문화실천

①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실천 
②녹색소비․구매확대 
③지속가능 자원순환형 사회문화 조성 
④생태관광 활성화

국토환경의
 녹색화

①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수립 및 시범조성
②Blue-Green 네트워크 구축

자원순환성
제고

①자원순환성 평가체계 ②폐자원의 구부가가치 재활용 촉
진 ③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추진

녹색성장
거버넌스

①녹색성장포럼 운영 활성화 ② 녹색성장 교육 홍보 ③남
북환경협력사업 ④국제 녹색성장포럼 구성․운영

녹색경영․금융 ①녹색경영 촉진 ②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

녹색일자리

정부 녹색뉴딜
①클린코리아 실천사업 ②하수관거․하수처리시설확충 ③하
수처리수 재이용 ④그린카 보급확대 ⑤폐자원에너지화 ⑥
순환형 매립지 정비 ⑦생태하천 복원

환경개선사업&일
자리창출

①상수관망 관리 선진화 ②새만금비점오염관리저감 ③비점
오염 저감사업

단기일자리
창출

①환경분야 사회적일자리 
②환경분야 인턴 환경조사사업

녹색인재양성 ①환경전문인력 양성 및 단기 일자리 창출
②환경․에너지 대학원대학 설립

생활공감

고품격환경․기상
서비스 제공

①향기로운 도시만들기 ②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③
취수체계 다변화 ④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국민건강보호
①아토피없는 나라 프로젝트 
②『그린코디』서비스실시 ③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④지
하역사 공기질 개선

-  녹색성장 (정책)의 국제화를 위해, 정부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녹색ODA', '글
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설립 등을 추진해 왔음.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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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국가 사업명 사업내용

에 너 지 
인 프 라 
개선

동티모르 태양광을 이용한 담수생산 및 공급
사업

- 수력, 화력, 원자력 등 발전
소 건립 및 보수,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 저소득층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 전화(電化)사업,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지역단
위 전력망 구축 
- 에너지 개발 및 효율적 활용
- 에너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지역난방 및 용수공급 
시스템 개선 사업

짐바브웨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사업

지부티 태양열 발전설비 지원사업

이집트 북부 카이로 배전자동화 2단계사업 - 송배전망 기초조사,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 송배전 운영기술(배전자동화, 
원격검침, 516KV 건설등) 전수
- 시범사업 실시 및 손실 저감
기술, 시스템 보호기술 등 선진
기법 전수

아이티 레오간지역 전력복구사업
아이티 소나피공단 배전설로 설치사업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아제르바이잔 배전계통 타당성조사 및 배전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 배전손실 감소 및 시범사업

십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둠. ’08년부터 ‘12년까지 총 5년간 2억불(약 한화 2,000억 원)
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

· ‘녹색ODA'는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부문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녹색성장 관
련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분야의 공적개발원조를 말함. 녹색성장5개년 계획에 의하면, ’12년
까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녹색 분야 지원규모를 1.2조원에서 1.7조원으로 확대하고, 
녹색 ODA 비중을 ‘07년 11%에서 2020년 30%로 확대할 계획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한국정부 주도로 녹색성장 모델의 발전과 전파를 통
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는 국제적 
비영리 민간법인.

<그린 ODA 중 에너지 분야의 사업명과 사업 내용>

ㅇ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녹색경제 관계의 왜곡: 녹색성장의 정치화와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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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04년 UNESCAP 서울총회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08년 8월 
한국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면서 국가정책 의제가 되었고, OECD
가 ‘09년 ‘녹색성장 선언’을 채택함으로 국제적인 의제가 되었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를 국내 정책개발과 국제 환경논의에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는 이 개념을 한국 정부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발전 혹은 성장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녹색
성장, 녹색경제 간에 분명한 논리구조와 추진전략이 정립되어야 함. 녹색성장은 그린
(green) 부문에의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선순환 성장전략의 강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경제-사회체질의 구축과 함께 지속가
능발전을 이끌어내게 됨.

- 따라서 이 세 개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궁극적이면 포괄적이며 최상위 개념이고, 
이에 이르는 수단과 과정개념이 녹색경제이며, 녹색경제를 직접 창출하는 행동의 조직과정
이 녹색성장임. 정책으로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의해 궁극적으로 포함되고 언젠간 
대체되어야 할 임시 실천 전략이라 할 수 있음.

녹색성장 ->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 이러한 위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MB정부)의 녹색성장은 두 가지 오류를 가

지고 출발했음. 

첫째, 토건적 성장 프로젝트의 확장, 즉 토건적 성장과 개발에 녹색을 덫씌우는 것으로 녹색
성장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조직화 되었음. 
둘째, 전정부까지 추진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제도와 성과들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면서 녹색성
장의 하수로 전락시킨 뒤 녹색성장을 정권적 차원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추진했음.

- ‘토건적 성장프로젝트의 확장’이란 점은 녹색성장이 재생가능에너지·녹색기술·녹색산업 
등 녹색경제를 우선으로 하면서, 실제 반녹색 에너지(예, 원자력에너지 중심), 생태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산업의 육성, 대규모 토건사업(예, 녹색뉴딜, 저탄소녹색도시건설, 4대강 정비 
등) 등을 중심으로 추진 된데서 확인 됨. 따라서 무늬만 녹색일 뿐, 실제 기존의 경제중심 
성장, 그것도 퇴행적인 토건식 성장으로 추진됨에 따라  MB식 녹색성장은 기실 ‘회색성장’
의 한 변형(예, 녹색토건주의 성장)이라 할 수 있음.

  · MB식 녹생성장의 오류는 ‘제본스 파라독스’로 집약됨. 즉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신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일으키며, 생태효율적인 기기나 도구의 사용을 확산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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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단위당 생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듯하지만 총 에너지 사용을 늘려, 종국엔 더 많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뜻. 

  · 이러한 모순은 실제 정권의 임기동안에 이미 나타났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환경성과지수는 163개국 중 94위를 기록했음. 이는 2년 전인 2008년에 비
해 48위가 하락한 것인 데, 이 기간 동안 MB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후변화 시대를 
선도할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올인(all-in) 했음.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 수질, 생물종 
다양성, 산림, 기후변화 등 10개 지표 25개 항목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OECD 30여개 회원국 중 꼴지를 기록했음. 

- 한편 ‘지속가능발전의 폄하’는 녹색성장을 정권적 차원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음. 지속가능발전이 서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
로 왜곡 규정한 뒤, 현실적용성과 실천가능성을 내세워 녹색성장 개념의 우월성을 지속적으
로 홍보했음. 이의 연장선에서 상위기구인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혹은 국가지속
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 자문위원회로 전락시킨 뒤, 새로 설치한 녹색성장위원회의 
하위 전문위원회로 두었음. 또한 시민환경전문가 혹은 활동가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시장주
의의 환경전문가(환경경제전문가, 기업인 등)들로 구성한 뒤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운영
되었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적 수단인 거버넌스(협치)가 와해되었음. 

5. MB식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리오+20

ㅇ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환경보존과 경
제발전의 조화, 사회시스템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사회의 상태로 가는 과정(pathway)
임. 그러나 한국에선 녹색성장을 정치화한 결과, 녹색경제는 기존 회색경제를 녹색으로 분
칠한 것에 불과하게 되었음. 

ㅇ 이 상태에서 2012년 리오+20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녹색성장정책을 각종 
체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넘어 주요 의제로의 채택을 요구하였음. 말하자면, 국
내 정책 속에서 구축되어 있는 녹색성장-녹색경제-지속가능발전의 왜곡된 관계를 교정이나 
보완함이 없어, 정권의 대외홍보 혹은 치적 쌓기 차원에서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와 녹색성
장의 선구자로 자처하고 나섰고, 나름의 의제형성자로 행세하였음.

ㅇ 그러나 한국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크게 
교차하고 있음. 긍정적 평가는 유럽연합과 이태리,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
지고 있는 반면, 부정적 평가는 프랑스와 인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일부 개도국을 중심
으로 이뤄지고 있음. 특히 인도와 중국은 한국이 ‘한국의 아젠다를 우리가 써야 하나’ 하면
서 모든 문서에서 녹색성장 단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등 녹색성장의 국제사회 적용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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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개념에 대한 반응 -
 
￭ 녹색성장 논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
∙ UNEP,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개함.
 - 비공식 협의회(2011.8, 브라질)에서 유럽연합(EU)과 이태리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녹색경
제로의 이행
   을 위한 모범사례로 언급하며 높이 평가함. 
∙ 한국은 중국, 브라질 등과 함께 개도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녹색
경제로의 이
  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
 - 개도국 뿐 아니라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에게도 바람직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

￭ 녹색성장 논의에 대한 부정적 반응
∙ 일부 개도국들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의견을 피력(2011.8자문회의, 
정래권 대사)
∙ 녹색성장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꾀하는 것이며, 녹색성장
은 결국 기술
  과 재정의 문제로 개도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인도, 중국 등 일부 개도국과 
프랑스).
 - 중국은 “green development” 용어를, 인도는 “inclusive growth"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

적으로 거부하고 있음. 

ㅇ MB식 녹색성장(녹색경제)에 대한 이중적 평가는 녹색성장 자체의 적실성에 대한 것
이라기보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리오+20의 전체의제와 그 설정방식에 대한 선 후진국간 입
장 차이에서 나온 것에서 연유한 것임. 따라서 한국정부(MB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정
부가 추진해온 녹색성장(혹은 녹색경제)는 선진국 주도 ‘리오+20’의 의제와 일치함으로서, 
그 정당성을 대외적으로(국제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됨. 이로 인해 MB정부는 그 
동안 시민사회 중심으로 제기해 온 ‘녹색성장의 정당성과 추진의 민주성’에 부담을 계속 회
피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리오+20’의 중심의제인 녹색경제는 과연 바람직
하고 적실한가, 왜 선정되었을까,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을까? 

ㅇ 기본적으로 ‘녹색경제’는 선진국에서 적합한 경제모델임. 녹색경제를 지속가능발전에 
이르는 과정(pathway)로 간주하는 것은 경제 중심으로 성장을 계속하되, 녹색기술, 녹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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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녹색소비 등 환경을 이용해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함. 이러한 녹색경제는 녹색일상관계, 녹색시민사회, 녹색민주주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녹색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은 선진국에서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것들임.

ㅇ  1992년 리오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대안 발전모델로 채택했고, 이를 2002
년까지 각국들이 국가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성과는 전지구적 빈곤의 심화, 환경의 악화 등
과 같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지속가능발전
이 추진되는 지난 10년간 전세계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휩싸이게 되었음. 승자독
식의 시장만능주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의 발호는 지속가능성의 구현을 가로막았던 것임.

ㅇ 이러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
되었음. 지속가능성의 악화에 대해 선진국들은 자유교역, 개방화, 민주화 등의 부진에 원인
을 돌린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다국적 자본 주도로 세계시장이 개방되고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며 경제적 목적의 자연착취형 개발이 범지구화 된데 원인을 둘렸음. 마찬가지로 그 
처방에서도 선진국은 자유교역 확대, 개방화, 민주화(민주적 거버넌스) 등, 개도국은 자본거
래규제,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경제적 원조 확대 등을 요구했음.

ㅇ 2002년-2012년 사이, 기후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한 국제환경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 그러나 경제적 위기는 계속되었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악화는 계속
되었음. 범지구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그 어떠한 지구적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았음. 시
간이 거듭할수록, 기후변화당사국회의의 합의와 결의가 약화되듯이, 지난 10여년간 범지구
적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낼 지구촌 시민들의 시도들은 갈수록 무력화되어갔음. 

ㅇ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구촌 시민들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한 기후변화를 걱정하면
서, 다른 한편에서는 각국 정부들은 물질적 부의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중심의 정책
운영의 끈을 더욱 당겼음. 지속가능발전을 앞세우면서 녹색경제를 제3차 세계정상회의 중
심의제로 채택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 환경과 상생으로 포장된 경제중심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숨겨진 의도를 표현하되, 특히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이끄는 선진국
의 ‘순화된 입장’을 내밀히 반영하는 것.

ㅇ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에 이르는 경로이자 과정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는 교묘
하게 이를 대체하는 것임. 

ㅇ MB정부가 토건적 성장(예, 747성장)의 한 방식으로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MB식 녹색성장이 
갖는 모순은 ‘리오+20’의 중심의제인 녹색경제가 갖는 모순과 유사함. 이러한 중첩된 모순
의 해결은 일국적이면서 동시에 범지구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모색되어야 함. 토건주의식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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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성장에 대한 한국의 시민운동은 ‘리오+20’식 녹색경제에 대한 범지구촌 시민운동과 결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리오+20’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지금부터 
본격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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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독스

출처: 조명래, 근간,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 한울, 제6장

1. 녹색성장 2년의 성과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
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2008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747성장이나 대운하 건설과 같이 녹색과 거리가 먼 정책을 강조하던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뜬금없이 제안한 것에 대해선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왔
다.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흐름에 맞춘 시의 적절한 정책 전환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 녹색
으로 포장한 또 다른 토건주의 성장정책일 뿐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반응들은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다.

 2008년 선포 이후 2여 년 간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모든 걸 올인(all-in)하
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부처별 녹색성장정책을 생산해내는 데 경쟁
을 벌렸고, 또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을 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렇다면, 그 2여여 동안 녹색성장은 실제 어느 정도, 어떻게 실현되었을까? 결론
부터 말한다면,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정목표로 선포된 이래 정부는 여러 대책을 요란스럽게 
만들어냈지만,  대부분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인프라, 즉 프로그램, 조직, 지원법 
등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이들을 실제 집행해서 녹색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어낸 것은 
최소한 이명박 정부 4년차를 맞는 2011년까지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대규 토건개발사업을 녹색뉴딜 등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MB표 녹색성장은 ‘또 다른 토건주의 성장정책’이라는 부정적 인식만 고착시켜 왔다. 심지
어 보수언론 조차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고 논평했다 (주간동아, 
2010.4.20).

 그렇다면, 녹색성장을 운운한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환경성적표는 실제 어땠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을 세계가 인정한다고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화자찬이 민망할 정도로 그의 정부가 거둔 첫 2년간 환경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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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없었다. 세계경제포럼이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한 ‘2010년 환경성과지
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나 하락한 94위로 보고되었다. 이는,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꼴지를 차지한 순위였다. 대기오염, 수질, 생물종다
양성, 산림, 기후변화 등 10개 지표 2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57점
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던 것이다. 어느 언론은 이를 두고 ‘녹색성장 외치는 한국.... 환
경성적 세계 94위’(한겨레, 2010년 1월 28일)란 기사를 실었다. 주요 환경단체들은 콘크리
트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는 식의 토건 성장주의가 MB표 녹색성장의 실체인 한 이러한 결
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성과지수의 악화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기간 동안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도 파국의 
시각을 향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이명박 정부 4년 차인 2011년의 한국 환경위기시계는 9
시 59분으로, 2005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악이었다. 그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
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환경위기시계가 파국을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인 것은 
신개발국가가 추진한 녹색성장이 녹색을 무늬로만 내세우고 실제 환경파괴적인 토건주의 
성장과 개발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이는 녹색토건주의 모순과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다.

 

2. 하드웨어 정책의 과잉

 이 대통령의 경축사 직후 정부 각 부처들은 각종 추진계획과 대책들을 경쟁적으로 쏟
아 냈다. 2008년 8월27일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
략’, ‘기후변화 대응종합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중장기 마스터 플랜’, ‘저탄
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녹색기술 연구개
발 종합대책’,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등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약 5
개월 동안 줄줄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 에너지 및 산업 
기술의 개발을 중심 내용으로 했는데, 이는 곧 장차 본격화될 녹색성장의 산업기술적인 밑
바탕이 되었다.

 2009년 2월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녹색성장을 이끌 사령탑이 만
들어진 셈이다. 같은 해 7월, 이 위원회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고 제안되었던 녹색성
장 관련 프로그램들을 모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녹색이란 색깔을 덧씌워 환생한 것이다. 실제 이 5개년 계획은 박
정권 하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래 처음이었다. 계획 수립은 발표할 당시까지 제정이 안 
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근거했으니, 엄밀하게 보면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11월엔 기후변화대응과련 핵심지표인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29일엔 녹색성장위원회가 마련한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이고 
녹색기술, 산업, 국토, 도시, 교통 등을 포괄하는 종합법이자 기본법으로 MB표 녹색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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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동법이 2010년 4월14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고 본다면, 법에 근거
한 녹색성장의 추진공과는, 녹색성장 선포 후 2년이 될 때까지, 수 개월에 불과했다. 이러
한 제도 준비와 함께, 녹색성장 관련 국가예산 규모도 확정되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2009년부터 5년간 107조4천억 원을 투입하는 ‘녹색성장재정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매년 국내 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연평균 10.2% 증가시키는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한 외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정투자계획이 갖추어졌다.

 이렇듯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래, 정부부처들이 쏟
아 낸 대부분의 정책들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제도 틀이었다. ‘녹색성
장위원회’,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5개년계획’은 이러한 정책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예이
면서, 동시에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 하드웨어의 강
구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첫 2년간 이명박 정부가 거둔 성과라면 성과였다. 그러나 정책 
자체를 놓고 본다면, 개별 정책 간에 충분한 조율과 조정을 거치지 않고 중복,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녹색성장 정책이 불필요하게 ‘과잉화’되었다는 비판을 불러 왔다. 이는 
녹색성장이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또한 하향적, 기술관료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것의 불가
피할 결과였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비판에는 2년간 요란스럽게 마련된 녹색성장 정책들이 
국민생활에 스며드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담겨 있
었다.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한 덕분에 녹색성장을 제창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세계적
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책의 소비자이자 주체인 국민들은 녹색성장이 정작 무엇이고, 
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한 관심도 별로 없었다.

 정부만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신명이 났고, 또한 관료, 기업, 전문가
들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마련하는 데 신명났던 것이다. 그 결과 선정된 녹색성
장 정책들은 대부분 녹색을 덧칠한 개발사업에 불과했고, 또한 국민들의 수용여부와 관계없
이 일방적으로 공표되었다. 국민들은 정책의 추진과정에 단순히 동원되고, 또한 추진결과의 
편익을 언젠간 막연히 향유할 피동적 수혜자로만 가정되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을 녹색화하면서 밑으로부터 녹색성장을 이끌어내는 상향적, 소프트웨어적 접근은 MB
표 녹색성장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가령 아일랜드와 우리나라가 그린 홈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그린 홈 사업은 저탄소 생활화를 통해 변화를 꾀하는 시민사
회의 정책이고, 실천의 주체는 가정이다. 이에 견주어 우리나라에선 ‘그린 홈 100만호 공
급’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택정책 사업일 뿐이다. 즉, 기존 건물을 
없애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을 새로 지어 대량으로 공급하는 주택 산업화의 한 방식으
로, 추진의 주체는 정부와 기업이다. 

 

3. 그들만의 녹색 잔치

 결국, 녹색성장은 이명박정부의 집권 세력과 그 동조 세력들이 북 치고 장구 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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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의 녹색잔치’라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이란 용어부터 그러하다. 2008년 광복절 경축사
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래, 정부는 이 용어가 전에 
없이 새로운 것으로 선전해 왔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원리라고 강조하는 경제와 환경의 상
생은 기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환경부가 ‘투 에코스(two ecos)’이란 이름으로 펴온 환경정
책의 화두였다. 여기서 투 에코스는 경제(economy)와 생태(ecology)란 영어의 두 앞 글자
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녹색성장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해왔던 
‘지속가능(한)발전’의 부분 혹은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생태 영
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발전 개념이지만,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생태의 하위 개념)의 상생
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지속성이나 생태적 지속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따라서 정책목표나 
내용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전 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정책에 비해 퇴행
한 것이지만, 이 정부의 녹색성장 관계자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편협한 입장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미 다 알
려져 있듯이,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2월에 정식으로 발족했지만, 그 전신은 김대중 정
부 때부터 설치되었던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
회 활동은 사실 세계적인 모범이라고 할 정도로 적지 않는 활동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이
명박 정부는 법과 제도를 고쳐 녹색성장위원회를 최상위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대신, 지속가
능발전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의 하위 전문위원회, 즉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
이 통괄을 받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축소됐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시대착오적인 좌파정책이라고 폄
훼하고 무력화시킨 뒤, 그 자리에 경쟁논리 중심의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을 밀어 넣었다. 마
찬가지의 이념적 논리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을 녹색성장정책으로 
바꾸어 놓았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는 ‘그들의 사람’만 철저하게 심어 놓았다. 시민사회 
진영의 환경전문가나 환경운동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친정부 성향의 기술관료적인 
환경전문가들만 골라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다. 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거버넌스 원리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와 비교한다면, 녹색성장위원회는 그 만큼 편협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구
성되었다.

 이렇게 된 결과, 녹색성장정책의 여러 과제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가장 많
이 걱정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환경운동 진영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
었다. 전통적인 녹색세력에 등을 돌리면서, 정부가 녹색성장의 주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은 
시장세력, 즉 산업계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경경제 전문가들이었다. 이렇다 보니, 녹
색성장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들은 잦은 회합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생산해내는 듯하지만, 
그러한 서클에 끼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들끼리 짜고 치는 놀이판일 뿐이
었다. 

 2010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는 제2기로 전환되었다. 2기 위원회의 첫 공식행사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였다.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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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제8차 보고대회의 주제는 ‘시장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
(market-driven green growth)’이었다. 세부 주제로는 ‘녹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 
‘녹색투자 과제 및 녹색기업 지원방안’, ‘핵심 녹색기술의 산업화’ 등이었다. 보고대회는 녹
색성장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이에 화답하여 정책방향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녹색산업의 근간이 되는 녹색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
적으로 논의되었다. 대회를 통해 ‘30대 그룹, 앞으로 3년간 22.4조원 투자’, ‘2013년까지 
녹색전문중소기업 1천개 육성, 녹색 신성장 투자전문펀드 확대(2009년 1,050억원 -> 2013
년 1.1조원)’, ‘녹색 경쟁력 확충을 위한 녹색 R&D 예산 확대(2008년 1.4조원 -> 2013년 
3.5조원)’, ‘초기 녹색기술 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공공 녹색시장 규모를 2013년까지 2배 이
상 확대(2009년 3조원 -> 2013년 6조원)’의 결의 사항이 도출되었다. 

 녹색성장을 둘러싸고 한 동안은 ‘성장만 있고 녹색은 없다’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강하
게 들렸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제도 틀이라 할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특히 그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녹색만 있고 성장은 없다’라는 기업의 목소리
가 더 강하게 제도권으로 흘러들었다. 시행령 안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줄이는 것으로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전국 600여곳 추정) 등을 의무감축 대상으로 해 정부가 중점관리한다’는 내
용이 담겨 있었다. 산업 측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녹색성장위원회 
소속의 한 전문가는 ‘지속가능발전은 성장에 있어 환경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고, 녹색성
장은 환경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라고 개념을 새롭게 정리했다.

 
4. 녹색성장의 한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으로 규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자원이용
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
지는 성장을 곧 녹색성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경제와 환경의 
상생관계 설정에 있다. 그 동안의 성장에서 경제와 환경은 상충하는 관계에 있었다. 양자 
간의 상생 관계 설정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실현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힘의 
관계로 표현하면 상생은 경제와 환경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에서 녹색
의 진정성에 관한 의구심은 ‘경제와 환경이 상생 가능하고, 환경이 경제에 대해 대등한가’
에 관한 질문에서 연유한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녹색성장’에 관한 정부의 구상을 
들여다보면, 환경보다 경제가 여전히 우선하는 콘텐츠로 짜여 있음을 여러 군데서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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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령,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긴 녹색성장 사업은 크게 ‘녹색경제․산업육성’, ‘기후변화․에

너지대책’,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으로 나누어지는 데, 그 편성에서는 ‘녹색경제․산업의 
육성’이 녹색성장의 몸통이 되고 ‘기후변화․에너지대책’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이 이
를 돕는 주변적인 것으로 결합되어 있다.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의 대처란 측면에
서, 경제중심 발전 패러다임의 극복이란 측면에서 ‘기후변화․에너지대책’과 ‘지속가능한 국
토환경조성’은 어느 정책보다 상위에서 추진돼야 할 전략과제다. 하지만 동법에서 그 위상
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녹색경제․산업의 육성’을 돕거나 이와 연동되는 수단으
로 전락되어 있다.

 녹색성장의 이러한 실체는 2009년 초에 발표된 ‘녹색뉴딜’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녹색 뉴딜사업의 전체 50조원 예산 중 14조원 이상이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것
을 포함해서 토목사업인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32조원 이상이 배정되었다. 또한 50조원 투
자를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 96만개 중 91만개는 주로 건설 쪽의 일시적인 단순 생
산적이다. 최소한 녹색뉴딜로 드러난 녹색성장은 온통 반환경적인 토건개발을 위한 잔치판
에 불과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볼 때, 저탄소 녹색경제의 실현과 고용창출에서 중심은 재생가능에너
지와 에너지 효율향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녹색성장 전략에서 녹색 에너지기술의 몸통은 
‘저탄소일지 모르지만 결코 녹색이 아닌’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 발전량 비중으로 볼 때 
원자력은 2007년 36%에서 2030년 59%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녹색기술개
발 예산에서 ‘원자력․핵융합기술개발’은 가장 큰 몫(2009년의 경우 35.9%)을 차지한 채 진
짜 녹색기술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다. 원자력이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에너지의 대
표 주자로 간주되는 것은 온전히 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의 녹색성장은 산업과 개발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환경은 
돈이 되고 산업이 되며 경제중심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측면으로만 결합되어 있다. 성장만 
있고 녹색은 없다는 지적은 이를 두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경제와 환경의 상
생관계가 허울임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허구적인 경제-환경 상생관계를 내용으로 한 
녹색성장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진되면 이른바 ‘녹색 권위주의’와 같은 녹색권력
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권력의 비호 하에서 녹색의 가면을 쓴 산업세력은 환경을 더욱 
노골적인 돈벌이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생태환경의 파괴는 은밀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이
루어진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은 녹색성장의 유혹에 더욱 깊이 말려들면서 녹색환각에 도취
되고 있다.

 스탠 콕스(2009)가 쓴 ‘녹색성장의 유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녹색’이라는 단어에 의
해 포장된 ‘성장’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괴적인지를 신랄하게 그려주고 있다. 원제목이 ‘병
든 지구(Sick Planet)’인 이 책은 의료, 제약, 청정에너지, 유기농, 식품 등 녹색을 표방하
는 산업들이 지구촌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 지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들 산업은 환경과 
생명의 돌봄을 구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실 추악한 돈벌이에 매몰되어 환경과 생
명을 오히려 거덜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의 유혹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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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각 때문에 번창하는 녹색산업의 이러한 역설과 모순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논지에서 스탠 콕스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정부의 녹색거품과 그 위험을 경
고하고 있다.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연료전지, 원자력 에너지, 청정석탄, 친환경 자동차, 
LED 전구, 바이오 신약,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녹색성장이 성공하면 할
수록 더욱 암담한 현실이 닥쳐올 것이라고 한다. ‘만일 그 계획이 성공한다면 높아진 효율
성은 경제 확장에 기여해서 결국 더 많은 에너지 소비나 더 많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제본스 패러독스’를 근거로 한 경고였다. 이 책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국식 녹
색성장의 바탕원리가 되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무모한 
성장이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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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평가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I. 들어가며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UN 인간환경회의가 열렸고 이를 계기로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
(Ramsar) 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런던 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
하기 위한 바젤(Basel) 협약 등의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만들어졌다. 

그 후 20년이 지난 1992년에는 리우에서 인간환경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세계 각국의 NGO들이 모여 
Global Forum이라는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후로는 정부 간 환경회의가 있을 때에는 항상 
병행하여 NGO 회의가 같이 열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물로 
나온 중요한 것으로는 의제 21(Agenda 21)이 있고 또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UN지속
가능발전위원회(UNCSD: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두기로 했고 
각국 정부에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권고 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를 계기로 만들
어진 국제 환경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
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스톡홀름 협약 등이 만들어졌다.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POI: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지난 리우 회의에서의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면
서 이의 보다 확실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결의에 부응하여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를 만들었는데 그 후로 각 지자체가 다 이 기구를 만들어 세계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왔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대신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두어 이 기능을 이어 받게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성장을 뜻하
는 개념이 아니다.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산을 축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 녹색성장은 이미 그 용어에 나타나 있듯이 성장이 
근본 목적이고 녹색을 성장을 위한 도구, 혹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4대강 살리기’와 ‘녹색 에너지 개
발’이다. ‘4대강 살리기’의 영문 명칭은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즉, ‘4대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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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데 실제는 하천복원공사가 아니고 그 실명은 ‘4대강 토건공사’이다. ‘녹색 에너지 개
발’도 실은 녹색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명은 ‘핵에너지 개발’이다. 이 글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실체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추세에 견주어 평가해보고자 한다. 

II. 핵에너지 개발사업

현재 23기가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세운 제5차 전
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여 앞으로 2024년까지 14기를 더 건설하고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석탄발전소 17기, 복합발전소 26기 양수발전소 2기 등 총 59기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녹색 에너지’ 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대
통령은 2011년 9월22일 UN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핵에너지를 포기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후변화의 재앙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라고 연설
을 하였고 뒤이어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각각 4기씩 더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총 42기에 이르러 단연 세계 최고 밀도의 원자력 발
전소를 갖게 된다. (현재 미국이 104기, 프랑스가 58기, 일본은 54기였으나 모두 문을 닫아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가 없고, 러시아가 33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3.8배, 
프랑스는 5.6배 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다.) 이들 발전소와 아울러 전국 곳곳에는 고압송전
탑이 세워지고 고압송전선이 깔리고 있다. 얼마 전에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분신자살한 
농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지방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는 다 원자
력 발전소의 건설과 관계가 있다. UAE에 건설할 원자력 발전소 4기의 계약금액이 24조원
이었는데 이는 1기당 6조원이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들 발전소를 다 짓는 데에는 엄
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현재,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앞질렀다. 우리의 일인당 전기 사용량은 독일의 1.5배에 이른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앞 다투어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보다도 더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데,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이런 에너지 과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서
는 나라의 앞날이 크게 우려된다. 덴마크는 1970년대에 석유파동이 일어난 이후 줄곧 에너
지 효율개선과 절약정책을 편 결과 지난 30여 년간 에너지 사용량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에너지의 전량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사용이 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원시사회로 돌아
갔나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풍력기술 세계 1위, 에너지 효율기술 세계1위를 자랑하고 태
양광 기술 등을 세계에 수출하면서 경제도 크게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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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0년   2050년2050년

 온실가스(1990년 기준)             온실가스(1990년 기준)            40% 감축40% 감축      →         →   80~95% 감축80~95% 감축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18%18%           →                →     60%60%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35%35%           →                 →      80%80%

 1차 에너지 소비(2008년 기준)    1차 에너지 소비(2008년 기준)   20% 감축20% 감축      →           →     50% 감축50% 감축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리노베이션 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리노베이션 비율 1% 미만      1% 미만      → → 2% 2%   

표 1. 독일의 장기 에너지 기본계획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17인으로 구
성된 윤리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찬성 전문가들과 반대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은 후 자체 토
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위원회의 건의를 독일 연방의회에서 하원
의원 513명 중 찬성 426, 반대 79, 기권 8로 8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하여 이런 결
정을 내리게 되었다. 윤리위원회는 전 UNEP 사무총장 퇴퍼(Klaus Töpfer)와 독일연구재단
(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회장인 클라이너(Matthias Kleiner)가 공
동의장이었고 세 명의 장관을 비롯한 독일 각계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독일은 17기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2021년까지 폐쇄하되 만약에 대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2022년까지는 폐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의 에너지 계획은 
다음 표 1과 같다. 즉, 205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전력 중 재생 에너
지의 비율은 80%로 올리며 온실가스는 80～95%를 줄인다는 것이다. 

독일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원자력 발전소 없이 충분히 에너지를 충
족시킨다고 확신하였고 그리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이 앞으로 독일의 경제를 
이끌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자력과 화석 에너지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가지만 재생 에너지는 머지않아 가격이 이들 에너지 보다 더 싸진
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에너지 절약 기술만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에너
지의 29%를 줄일 수가 있고 그럴 경우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도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연
구결과가 나와 있다 (Byrne J. 외, 에너지 혁명, 매일경제신문사, 2004). 이런 정책을 도입
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에 투자한 비용은 5년 이내에 모두 회수되고 그 이후에는 에너지 수입 감소와 환경개선으
로 인하여 매년 50조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
나라가 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짓느라고 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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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가 엄청나서 3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
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에서 사후처리 충당금을 7조원 이상 모아두
었는데 이 돈이 실제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다 빌려 주고 현금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볼 때에 이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해 보인다. 즉,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그냥 떠넘기는 셈이다. 만약 사
고라도 난다면 그 뒤처리할 돈도 실제로는 한 푼도 준비된 것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클린튼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 의하면, 앞으로 건물의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교통 
에너지는 1/3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 담화는 백악관을 친환경
적으로 리모델링 한 후에 백악관의 에너지 사용이 절반으로 준 사실을 확인한 후에 발표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한 시설이어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지을 수가 없고 인구밀도
가 작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보내는 대규모의 송전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송전탑 건설로 야기되는 주민과의 분쟁도 여기에서 생겨난다. 전기의 소
비처가 멀기 때문에 송전과정에서 또한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진
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중·저준위 폐
기물 중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과 세슘은 반감기가 약 30년이다. 그래서 경주에 
짓기로 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앞으로 300년은 관리하기로 되어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에는 플루토늄이 있는데 이의 반감기는 24,400년이다. 
이를 관리하자면 앞으로 2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한다. 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아직 아무 나라도 이를 처분해본 적도 없다. 우리도 처리할 
줄을 모르는 폐기물을 자자손손 후손들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죄악이다. 

에너지 안보를 떠들지만 에너지 안보는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발전소를 많이 짓는
데 있지 않다. 석유는 앞으로 40년 정도 쓸 것이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가스는 60년, 
석탄은 130년, 우라늄은 50년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고갈되기 이전에 정점이 오면 그 이후
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재의 에너지 체계는 
앞으로 20년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에너지는 기술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즉,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 에너지를 찾아 나가야 한다.

 III.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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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는 ‘국운융성의 길’이라면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건 ‘한반도 대운하’는 원래 경부운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이 호남운
하, 충청운하에다가 북한까지 연결하는 운하로 커져서 17개 운하에 총연장 3,134 km 이르
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운하를 만들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
고 오염된 하천바닥을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로를 넓혀 홍수를 막아주며, 물을 저장
하여 가뭄도 막아준다고 주장하였다. 

일찍이 운하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운하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 운하가 아니면 갈 
수 없는 나라에만 주로 운하가 이용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육상과 항공교통이 발달하
면서 섬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 국가들은 현재 운하 물동량이 없다. 경부운하가 벤치마
킹한다는 독일의 RMD운하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인 뉘른베르크 부두에도 화물선은 거의 보
이지 않는다. 운하보다는 철도가 빠르고 싸고, 철도보다는 도로가 더 빠르고 싸기 때문이
다. 

이 사업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자 2008년 12월 후에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다시 ‘4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4대강 
살리기’의 사업 내용은 4대강 본류에 대해서 하상을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 하고, ‘슈퍼 제
방’을 쌓아 자전거와 자동차 도로를 놓고, 댐을 만들고, 천변 저류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인데, 이는 실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주장하고 있는 이 
사업의 효과로는 ‘한반도 대운하’에서 말하던 내용들로서, 홍수조절하고, 물부족 해결하고, 
물 깨끗이 하고, 하천 생태계를 살린다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흘러야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
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
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
란할 장소를 찾고 물을 맑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이다. 이런 자
연질서를 파괴하여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
워 놓으면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홍수 범람을 일으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많은 
수중생물들은 죽고 물은 썩는다. 플로리다 운하의 예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플로리다는 1920년대에 반도의 구석구석을 다 운하로 연결하기 위하여 고불고불한 강
들을 직강화하여 강 길이들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수심을 10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
여 강바닥을 파고 댐과 갑문을 설치하여 전기로 수문을 열어야만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놓
았다. 그러나 1928년에 이 공사가 완공되자 말자 홍수가 범람하여 2,500 여 명이 죽는 참
사가 벌어졌다. 운하에는 물을 항상 채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홍수 때에 범람하는 것은 당
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플로리다 운하에는 6m 높이의 둑을 죽 다 쌓았다. 그 후로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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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일들이 벌어졌다. 물이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서 갈색으로 변해 버렸는데 이 물들이 지하
수로도 스며들어가 거의 모든 운하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중생물들이 사라지면서 90-95%의 물새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플로리다는 이 운하 중의 
대표적인 강인 키시미 강을 ‘Kissimmee River Restoration Act'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복
원하고 있다. 이 강을 운하로 만드는 데에는 3천만 달러가 들었으나 복원공사에는 3억 달
러를 지원하였다. 이 복원도 완전한 복원은 아예 불가능하고 운하 옆에 일부 옛 물길을 찾
아 물이 흐르도록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 Everglades 습지도 복원하고 있는데 30
년간 100억 달러를 들이고 있다.  

독일도 라인강과 도나우 강의 상류를 운하로 개조하면서 강에 줄줄이 댐을 쌓은 후에 
많은 환경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강바닥의 모래가 사라지면서 수서생물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물고기들은 산란 장소를 잃었다. 댐을 쌓으면서 강의 수위가 낮아진 지역은 지하
수위가 동시에 내려가 농업과 식생에 피해를 입었고 수위가 올라간 지역은 비만 오면 배수
가 되지 않아 침수피해를 입었다. 그리하여 운하 옆에 인공하천을 파서 빗물을 배수하고, 
저류지를 만들고, 그리고 큰비가 올 때면 인근의 농지에 범람시킨다. 이들 농지들은 지주들
의 동의하에 계약에 의해서 범람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범람시킨 후에는 보상을 한다. 댐의 
아래 부분은 모래가 씻겨 내려가고 윗 부분은 퇴적물이 쌓여 모래가 없기 때문에 하천 생
물들의 서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늘 모래를 갖다 붓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
천을 자연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독일이다. 이 운동은 세
계각국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런 배경 하에서 EU는 하천에다 댐을 짓는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기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여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2000년에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 제 4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WFD 가 발효
된 후 늦어도 15년까지는 모든 인공적이거나 심하게 변질된 수체를 ‘good surface water 
status’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수체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하천의 등급을 인간의 간섭 정도에 따라 ‘High Status', 
'Good Status', 'Moderate Status'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High Status'는 인간의 간섭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 ‘Good Status'는 인
간의 간섭이 약간 있는 상태, ’Moderate Status'는 어는 정도의 간섭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EU의 각 나라들은 이 지침에 따라 인공적으로 변질된 강들을 자연에 가깝도록 복원하
고 있다. 많은 댐들은 폭파되었고 콘크리트와 돌로 만들어진 제방들은 허물어졌다. 우리의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에 의하여 하천에서 대규모 토목공
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의 404조는 명확하게 이 지침을 전달
하고 있는데 미국 환경청은 이 법 조항을 특별히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즉, 하천
과 호수에 준설, 매립, 댐, 제방, 골재채취와 고속도로, 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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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2. 습지에 잠재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하고, 그리고 
 3.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
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무지막지한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다. 

주로 콘크리트로 축조되는 댐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다. 콘크리트 구조의 수명은 대
개 길게 잡아도 100년 미만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댐은 계속 침전물이 쌓여 언젠가는 수
명이 다하게 되어 있다. 선진국들이 댐을 만든지 50년이 지나고 100년을 보라보는 지금에 
이르러 붕괴되어 큰 피해를 일으킨 댐들도 많이 있고 댐이 차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댐들
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댐을 건설할 당시에 했던 경제성 평가들은 대개 편익을 과
다하게 잡고 피해를 줄여 잡아서 실제 당시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댐은 하나도 
없다 ( McCully, P. Silenced Rivers, Zed Books, London, 2001). 그리하여 지금은 많은 
댐들을 폭파하여 원래 강의 모습을 되찾아 주고 있다. 미국에서만도 500여개의 댐들이 폭
파 철거되었다 (Marks, JC, "Down go the dams," Scientific American, Mar. 2007, 
pp. 48-53).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세계적인 수치거리이다. 이런 토목공사를 국제적으로는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즉 우리말로 하자면 ‘하천복원’ 이라는 이름으로 홍보
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를 속이는 부끄러운 짓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원시켜야 한다. 
우리가 복원시키지 않으면 강이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갈 것이다. 4대강에다 짓고 있는 댐들
은 언젠가는 다 터진다. 쉬는 날 없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24 시간 내내, 상식을 어기고 
영하의 날에도 콘크리트를 부으면서 날림공사를 한 댐들은 벌써 물이 줄줄 새서 에폭시로 
땜질을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강바닥을 열심히 파냈지만 언젠가는 도로 다 메워지게 되
어 있다. 파냈던 강바닥은 벌써  25～30%가 재퇴적이 되어 이를 도로 준설하자면 매년 2
조원 가까운 돈이 들것이다. 슈퍼 제방이라고 이름 붙이고 둑을 쌓았지만 언젠가는 터진다. 
중국이 수천 년에 걸쳐서 단단하게 쌓은 황하와 양자강의 제방도 역사 대대로 큰 비가 올 
때마다 터졌다. 황하의 제방도 지난 130년 동안 세 차례나 터져서 터질 때마다 수백만 명
씩 죽는 참사를 겪었다.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공학 기술로 제방을 쌓았지만 다 터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밤에 잠도 안자고 날림으로 쌓은 슈퍼 제방이 몇 년을 견딜 것인가? 
강 옆에다 만든 자전거 도로, 공원, 언젠가는 다 씻겨 내려간다. 이 강이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4대강의 본류의 강바닥을 깊이 파면서 공사한 구간의 모든 지천들에서 역전침식이 일
어나 허물어지고 있어서(그림 2 참조) 이 지천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것으
로 예상이 된다. 정부는 이 지천정비 1단계 사업에만 15조 1천 900억 원의 예산에다가 총 
약 30조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여론에 밀려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허물어진 지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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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이 새서 에폭시 주사 맞는 댐들

그림 2. 4대강 사업으로 무너져 내린 제방과 지천들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천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댐에 물을 채우자 말자 지하수
위가 오르면서 농지에 물이 차올라 농민들은 농사도 못 짓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그대로 유지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 원래 모습대로 복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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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화조력과 인천만 조력 계획도

IV. 가로림만, 강화도-영종도의 조력발전사업

이명박 정부는 최근에 가로림만을 막아 520 MW 짜리 조력발전소 건설하겠다고 하는
데 이는 현재 최대인 프랑스의 랑스(Rance: 240 MW)의 2.17배에 이른다. 또 강화도와 영
종도를 완전히 둘러싸는 방조제를 만드는 세계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
획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이 발전소의 규모는 2,160 MW로서 랑스 조력발전소의 
약 9배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사업은 갯벌을 완전히 둘러싸는 방조제를 쌓아 최저수
위를 올려놓기 때문에 해양생물들의 갯벌 서식처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특히 어민들은 
간만의 차이가 큰 싸리 때에 주로 어획을 하는데 그 구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해
역의 연안생태계는 완전히 그 기능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조력발전이 재생 에너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소중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엄청난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다. 우리가 잡는 물고기의 90% 이상은 
다 갯벌 때문에 서식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구의 어디 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곳이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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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이다. 그리고 폐수를 정화하는 능력이며 기타 환경적인 기능이 빼어난 곳이 연안 갯벌
이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갯벌을 전혀 손상하지 못하
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갯벌을 개발하려면 그와 같은 대체 갯벌을 만들 수 있어야만 승
인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의 해안 생태계 파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그 동안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해오던 발전차액보전제도(FIT: Feed-In 
Tariff)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바꾸면
서 대기업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
고 있다. 조력발전(Tidal Barrage)이 댐을 지어 갯벌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선진국
들에서는 대규모의 조력발전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고, 지금은 댐을 짓지 않고 조류를 
이용하여 갯벌을 파괴하지 않는 조류발전(Tidal Turbine)을 선호하고 있다. 조류는 특히 
강의 하구에서 강하기 때문에 뉴욕시에서도 허드슨 강의 하구에서 조류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을 제외한 모든 주요한 강들의 하구를 둑으로 막았는데 이로 인하여 하구 
둑의 물은 오염되고 연안은 영양염류가 유입이 안 되어 생태계가 빈약해지고 있다. 이 하
구 둑들을 터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울러 그
렇게 하면 조류발전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 

갯벌을 간척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된다는 주장은 벌써부터 있어 
왔다. 간척해서 비료 주고 농약 뿌리고 씨 뿌리고 밭 갈고 해서 열심히 농사짓는 것보다는 
갯벌을 그대로 두고 저절로 나는 것을 잡기만 하면 되는 수산업이 훨씬 더 쉽고 소득도 높
고 식량안보에도 이롭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간척을 하면 해양의 생물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바닷물 흐름의 변
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해안선의 변화도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해수욕장들이 지금 
모래가 사라지고 있고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는 뻘까지 퇴적하여 해수욕장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그밖에도 해일을 막아 준다든지, 해안의 침식을 방지한다든지, 기타 심미적, 
생태학적인 여러 기능들을 생각할 때에 간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부분의 선
진국들은 갯벌을 국립공원이나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서 일체 개발행위를 금하고 있다. 

V. 그 밖에 근본이 흔들린 환경정책 들

그 외에도 1980년에 환경청이 설립된 이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여러 환경
정책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그 동안 낙동강 페놀 사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수질오염사건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



- 35 -

리 정부는 맑은 물 대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다. 그 
중 두 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 제도와 수변구역제도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제도는 ‘한반도 
대운하’를 거론하면서 상수원에 배를 띄우고 위락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근본
이 흔들렸다.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면서도 이런 개발계획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 지역에 농
민들을 팔당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 쫓아내고 대신 그 지역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유기농보
다도 훨씬 오염이 더 심한 위락시설들이다. 그리고 수변구역은 수변 50 미터 구간을 보호
하도록 설정한 것인데, 수변구역은 비가 땅 바닥을 씻어가는 오염이 강에 유입되기 전에 
이 구역을 거치면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
면서 ‘친수구역 특별법’을 만들어 강변도시와 위락단지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변구역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우리나라의 자원재활용정책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분리수
거가 이렇게 잘 정착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 그런데 종이컵 예치금제도를 없애고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하는 제도도 없애버려 이명박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장려하였다. 다 
국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으나 실은 특정인들에게 사업거리를 주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퇴비와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
는 정책도 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잘 발달하여 정착되어 있다. 디스포저를 이용
하여 음식 쓰레기를 하수구로 내버리면, 하수 처리장에서는 이를 도로 고형물로 만들어 처
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 에너지와 수고도 훨씬 적게 들
고 최종 생산물은 더 유용하게 쓰인다. 디스포저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이를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설치
한 아파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썩히는 경우가 많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것도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실은 특정인에게 돈벌이 수단을 제
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그린벨트 제도도 무시되어 각종 개발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절대농지 
제도도 무시되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농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명색은 ‘농지 리모델
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실은 마을과 길보다 높이 쌓아 올린 그 땅이 물을 대기는 어렵
고 흙은 거칠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 땅 값들이 다들 껑충 뛰었
는데 그 이유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행정 간소
화를 하기 위하여 ‘전봇대’를 뽑는다고 하면서 환경구제들이 뽑히고 있다. 기업 활동을 비
롯한 각종 개발 사업들의 인허가 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다 보
니,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환경규제들도 대충 형식만 거치게 되어 제대
로 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현재 모든 선진국들은 환경규제 만큼은 더욱 강화하고 있고 
환경부서의 권한도 강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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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환경단체 약화 시도

1992년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열린 이후에 국제적인 환경회의에는 반
드시 시민단체 환경회의가 병행하게 열리어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협력과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민간환경단체들을 존중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
다. 국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시민단체에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여 지금까지 하던 지원을 다 끊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기업들마저 압박하여 많은 환경단체들이 예산이 없어서 맥을 못 쓰고 명맥만 유
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건으로 일어난 촛불을 지극히 혐
오하여 이에 참여한 1890개의 단체들을 모두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이 마치 테러
리스트인양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였다. 중요한 환경단체들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 정
부와는 아무런 대화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 시장을 할 
때에 사학법 문제로 촛불 시위와 거리 행진에 참여를 했었다. ‘내가 하면 애국충정이지만 
남이 하면 불법폭력이다’ 라는 태도이다. 그리고 최열씨와 박원순씨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의 지도자들과 환경단체들을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는 등 못 살게 
굴어 시민단체들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IV. 맺으며

UNEP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라고 하여 모범적
인 녹색사업으로 소개하였다(UNEP, A Global Green New Deal, 2009. 2.). 그래서 4대강 
사업이 마치 하천복원 사업인양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23일 
UN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국은 4대강 하천복원 사업을 통하여 하천 생태계를 살리고 
홍수를 예방하며 물부족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OECD 사무총장인 앙헬 구
리아(Angel Gurria)씨는 이명박 대통령을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극찬을 하였다. 이런 공
로를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분야의 노벨상’을 받는다고 우리나라의 언론에 보도되
었는데 이 상은 아랍 에미리트에서 주는 상으로서 정식 명칭은 ‘Zayed International 
Prize for the Environment’이다. 그리고 2010년에는 UN 생물다양성협약(UNCBD: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으로부터 UNCBD 상을 받았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대학으로 부터는 환경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과 상들은 실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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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실은 녹색이라는 이름을 덧씌운 성장정책일 뿐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근본을 뒤
흔들어 놓는 반환경적인 정책들이다. 말로는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번다’ 고 선전하지만, 실
제로는 환경을 이용하여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돈을 벌게 하고 국가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
히는 정책들이다.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잘못된 정책을 되돌려 놓고 훼손된 환경을 복구시
키며 그리고 정직한 환경정책을 펴도록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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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4]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 박숙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서문

새천년개발목표가 선언된 지 십 년이 넘어서면서 목표에 도달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앞
으로 도달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두고 많은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새천년개
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기한인 2015년이 다가오는 현시점에
서의 고민은, 새천년 선언을 한 시점과는 정치-경제-사회-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앞
으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구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이다.  특히 현
재의 개발목표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목표를 좀더 확대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이번 리우+20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게 되었다. 

리우+20에서 논의될 지속가능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설정이 되면 앞으로 지구정상회의나 유엔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의제인 새천년개발 목
표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인지, 기존의 개발의제를 온전히 대체할 것인지 정해지게 될 것
이다.  이제 겨우 한 달여 남은 리우+20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확정 지을 확률을 상당
히 낮은 편이지만, 선언적 발언을 한 이후 2014년까지 각 국가의 의견을 담아 수 차례 수
정을 거친 후 새로운 의제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 

선언적 차원에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사회가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는 일은 매
우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시민사회가 국제기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괜한 합법화 과
정에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선정과정에도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
어가는 일은 뜻깊은 과정이라 보여진다. 

과정의 원칙

본 워크샵은 리우+20 에서 다뤄질 중요한 몇 개의 요소에 우리의 의견을 담아내는 수렴
과정이기에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몇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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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내용에 대한 원칙 둘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과정에 관한 원칙으
로서, 첫째는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누가 이 의제들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가이다. MDGs가 
선언되고 개발되는 과정은 일부 전문가와 기술관료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러하기에 
Top-down방식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Bottom-up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조사과정
도 기계적이고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자료의 신뢰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예를 들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표로서 2015년까지 1990년 기준값의 반으로 감소
시키기 위해 빈곤아동들의 끼니수를 빈곤층이 아닌 아이들의 끼니수까지 포함시키는 등 자
료에 대한 불신이 있다.  따라서 의제와 지표의 개발에 실질적인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지차단체나 시민단체가 적극 방법적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국가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과 유엔 사무
총장하에 특별 기구를 두어 이를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SDGs가 개발되고 이것이 개발의제를 대체하게 된다면 지속가능발전 이사회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가 이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Committee (위원회)가 Commission (이사회)로 격상되어 진행되는 것이 집행력을 강화시
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하지만 유엔사무총장 하에 특별 전담반 내지는 기구를 두게 된
다 할지라도 이들이 국가별 자료를 해마다 수집하고 회람을 통해 평가하고, 다음 해의 집
행목표와 수단을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호이해와 협력의 바탕이 될 것이
다. 

셋째로 기존의 MDGs와의 차별성인데, MDGs가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마무리 지어
지든, 혹은 적절하지 못한 목표였다고 비판을 받고 사라질 위기가 오더라도 기존의 체제를 
무조건 무시하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준과 목표에 대한 혼돈
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혁신적인 목표는 오히려 
설정 자체가 어려워 결국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SDGs는 MDGs의 역할
을 적절히 보완해나가는 수준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MDGs의 역할이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이분적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보조금 실질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애쓰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지원을 하고 그 결과물만 관리하는 식의 형태가 되었다면, SDGs에서는 국가
별 빈부의 격차를 좁히고 민주성을 높이는 형태로서 Donor와 Donee 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과정에 대한 마지막 원칙은 국가별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자연자원을 관
리하는데에도 Adaptive management라는 방식이 있다. 적응관리 시스템이라고도 해석되
는 이 방식은 상호적 관리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정책을 집행하였을 때 그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 목표를 지향하되 지
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 상호조절하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시간과 예
산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대상집단을 이해당사자로서 참여시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자 할 경우 국가별 유연성과 함께 
국가별 제도화가 함께 담보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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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원칙

내용에 관한 원칙과 당장 필요한 목표들은 책을 하나 따로 내야할 정도록 방대한 작업
이긴 하나, 과정의 원칙에서와 같이 우리가 Rio+20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
능한 정도로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MDGs를 평가하는 틀의 논의에서도 
계속 제시되었던 바 있듯이 ‘측정가능한 지표’에 관한 것이다.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성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지표
라는 것은 측정을 위해 생성된 종목이다.  단 여기에 두가지 중요한 사항은 그 지표가 전
문가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의해 inclusive하게 의사가 반
영되었는지이다.  경제학자들과 기술관료들의 측정법과 현실에서 이를 겪고 사는 사람들은 
이를 대하는 태도와 느끼는 바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표가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정해진다면 그 지표가 얼만큼이나 현실을 반영해 줄 수 있느냐는 정확도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표들의 총합을 각각의 목표에 따라 지수로 표시할 수도 있는
데, 이 때 이러한 정확도는 가중치로서 작용하거나 앞으로 후세들이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목표를 정할 때 그 기준되는 시기를 언제로 놓고 보아야 하는 점인데, MDGs
의 기준연도는 1990년이다.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어떤 시점을 기준값으로 정해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SDGs나 개발의제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평
범하게는 2010년을 기준으로, 2030년을 목표로 20년간을 새로운 목표연도로 설정하는 것
은 어떨까 싶다.  경제와 기술이 하루하루 변화되는 현 세대에게 2005년을 기준으로 비교
가치를 둔다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고, 25년은 과거의 100년보다 더 많은 변
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정하되 20년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셋째는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원칙인데, 기존에 수많은 지표들이 있어왔
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지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단 기존의 지표들 중 현실을 잘 반영
하고 앞서 말한 adaptive management의 원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취약성 
(Vulnerability)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특히 Rio+20에서 언급하고 있는 
회복력은 사회와 환경의 건강성을 평가하여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회복력은 위기에 노출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경제, 사회, 환경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적 노력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
는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 각 부문별로 측정되고 있는 Vulnerability 
Assessment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회복력에 근거하여 추진해 나
가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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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20의 SDGs논의는 기존의 개발의제와의 관계구도에 그 주안점이 있다. Rio+20라는 
체제하에서 완전히 새로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기존의 MDGs를 보완하고자 하는 지구적 
논의에 들어가는 단계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과정 민주화 (inclusive and open)를 통한 SDGs의 지표개발 선언 자체에 있다. 이를 
통해 국가별, 그리고 지구적으로 논의될 SDGs 에 시민사회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적 담
론에 참여하고, 국가별 제도화의 기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Rio+20 이후 시민사회가 녹색성장의 그늘에서 나와 지속가능발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임을 또한 의미한다. 

(참고자료 1. 사주캉의 UNESCO 차장의 스피치, 2. MDGs 지표) 

Post-2015 Development Agend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 2015년 이후 개발의제 관련 UN 대표단 브리핑
나) 2012년 2월 28일 사주캉 UNESCO사무차장의 인사말에서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2015이후의 개발의제에 관한 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사무총장
은 2015년 이후의 유엔개발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UN 시스템내 업무 전담반을 만들어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UNDP의 헬렌 클락과 제가 이 전담반을 이
끌도록 지시했고, 조모씨와 크죠르벤씨가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반은 1월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분석자료와 전문가, 대외협력을 포함한 협상과정을 
유엔전체 시스템에서 지원 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지난 이틀간 전담반은 처음으로 전
문가 그룹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의 연설문 뒷부분에서 이 회의 주요결과를 정리해
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
의 의견을 나눠주실 겁니다. – Deepak Nayyar 씨와 Jan Vandermoortele씨입니다.  
이분들의 기여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이 브리핑은 UNDP와 DESA 분들께서 공동으
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 관해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이후 
개발의제에 대한 작업은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 바탕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MDG 의
제는 인류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전 이 목표들이 현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개발문제들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끌어왔다고 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원의 손길들도 이어져왔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경우, MDG가 국가 개발전략을 작성하
는데 견인적 역할을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최근 과거의 도전이 악화되거나 또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한 듯 보입니다. 
기후변화에서 종다양성 상실; 토양악화에서 담수부족; 사회적 불평등에서 실업률 상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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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불안, 특히 청년실업문제; 인구증가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도시화와 해
양악화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지구전체적 차원에서 서로 연관되고 복잡한 관계를 이루
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입니다. 이들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지구적 파트너쉽에서 전체적으
로 제동이 걸려야 할 문제들입니다. 
2015이후 개발의제가 전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들에 맞게 새로 생성되
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MDG 의제의 강점을 살려 세워지되, 오늘날의 광범위한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지금의 MDG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새천년목표는 단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간개발의 비전을 잘 담아냈다고 봅니다. 
(2000년 새천년선언에서) 하지만 다른 문제들은 더 나은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을 겁니
다. 예를 들면, 불평등을 줄이는 좀더 탁월한 안을 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구변화의 
역동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15 이후의 의제가 모두에게 공동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동적이게 해서 국
가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각자) 설정하게끔 해야 할까요?  (개발에 대한) 소유권은 중요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협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들은 현재 준비중인 Rio+20에도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Rio+20의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2015이후 개발의제가 Rio+20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봅니다. 회의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발
전목표는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반영으로서 zero draft 는 회원국들
에게 지구적 SDG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착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목표는 지
속가능발전의 세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잘 반영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Rio+20 회의에서 채택될 뚜렷한 목표들이 정해져 있진 않은 상태입
니다. 깊이있는 토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핵심은 우선분야를 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 녹색일자리, 적절한 일자리와 사회 비차별; 식량안보와 지속가능 농업;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식수권과 효율성; 지속가능한 도시; 해양; 그리고 재해의 위험요
소 축소와 회복력. 
궁극적으로, 리우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이는 2015년 개발의제에 크게 영향을 줄 것
입니다.  다음은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올라왔던 이슈들과 결과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1.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협상과정,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과정이 요구되고 있
다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다. 고로 2015이후 개발의제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이해관
계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2. 많은 참석자들이 인권에 관해 강조했고, 경제, 사회, 문화의 권리에 주목했으며 특히 
참여권도 강조되었다.

3. 현재 단순하게 짜여진 MDG 토대에서의 지구적 비전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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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는 주요질문들이 나왔다.
4. 이와 관련한 질문들로는,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사이즈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고, 새

롭게 등장하는 도전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어떻게 지금의 지구적 비전을 유지해나가
겠냐는 질문이 있었다. 

5. 참여자들은 또한 2015이후의 개발의제가 효과적인 모니터링, 평가, 신뢰성 메커니즘
을 유지함과 동시에 어떻게 측정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포함해 나가겠는지도 의문했
다.

6. 끝으로, 전문가 회의는 Rio+20(선언)과 2015이후 개발의제 논의 과정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고, 결국 지속가능발전이 2015 이후 개발의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전문가 그룹에서 이 외에도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 점들을 가
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UN 사무총장은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그리
고 산업 영역간에 토의를 해 나갈 바탕이 되는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담은 제안서가 만
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Rio+20의 결과물이 2015 이후 개발의제에 관한 토의에 중
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지속가능 발전이 2015이후 개발의제의 핵심적 위치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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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Goals and Targets

(from the Millennium Declaration)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Goal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Target 1.A: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se income is less than 
one dollar a day

1.1 Proportion of population below $1 (PPP) per 
day2)

Target 1.B: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including 
women and young people

1.2 Growth rate of GDP per person employed
1.3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1.4 Proportion of employed people living below $1 

(PPP) per day
1.5 Proportion of own-account and contributing 

family workers in total employment 
Target 1.C: Halve, between 1990 and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suffer from hunger

1.6 Prevalence of underweight children under-five 
years of age

1.7 Proportion of population below minimum level 
of dietary energy consumption

Goal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Target 2.A: Ensure that, by 2015, children 

everywhere, boys and girls alike, will be able to 
complete a full course of primary schooling

2.1 Net enrolment ratio in primary education
2.2 Proportion of pupils starting grade 1 who 

reach last grade of  primary 
2.3 Literacy rate of 15-24 year-olds, women and 

men
Goal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Target 3.A: Eliminate gender dispari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eferably by 
2005, and in all levels of education no later than 
2015

3.1 Ratios of girls to boys in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3.2 Share of women in wage employment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3.3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

Goal 4: Reduce child mortality 
Target 4.A: Reduce by two-thirds, between 

1990 and 2015, the under-five mortality rate
 

4.1 Under-five mortality rate
4.2 Infant mortality rate
4.3 Proportion of 1 year-old children immunised 

against measles
Goal 5: Improve maternal health 
Target 5.A: Reduce by three quarters, between 

1990 and 2015, the maternal mortality ratio
5.1 Maternal mortality ratio
5.2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Target 5.B: Achieve, by 2015, universal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5.3 Contraceptive prevalence rate 
5.4 Adolescent birth rate
5.5 Antenatal care coverage (at least one visit 

and at least four visits)
5.6 Unmet need for family planning 

Goal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Target 6.A: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spread of HIV/AIDS
6.1 HIV prevalence among population aged 15-24 

years 
6.2 Condom use at last high-risk sex

Official list of MDG indicators 
All indicators should be disaggregated by sex and urban/rural as far as 

possible.
Effective 15 Jan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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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roportion of population aged 15-24 years with 
comprehensive correct knowledge of HIV/AIDS

6.4 Ratio of school attendance of orphans to 
school attendance of non-orphans aged 10-14 
years

Target 6.B: Achieve, by 2010, universal access 
to treatment for HIV/AIDS for all those who need 
it

6.5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dvanced HIV 
infection with access to antiretroviral drugs

Target 6.C: Have halted by 2015 and begun to 
reverse the incidence of malaria and other major 
diseases

 
 
 
 

6.6 Incidence and death rates associated with 
malaria

6.7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sleeping under 
insecticide-treated bednets

6.8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5 with fever who 
are treated with appropriate anti-malarial drugs

6.9 Incidence, prevalence and death rates 
associated with tuberculosis

6.10Proportion of tuberculosis cases detected and 
cured under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arget 7.A: Integrate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country policies and 
programmes and reverse the loss of environmental 
resources

 
  
Target 7.B: Reduce biodiversity loss, achieving,  

by 2010,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rate of loss

7.1 Proportion of land area covered by forest
7.2 CO2 emissions, total, per capita and per $1 

GDP (PPP)
7.3 Consumption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7.4 Proportion of fish stocks within safe biological 

limits
7.5 Proportion of total water resources used  
7.6 Proportion of terrestrial and marine areas 

protected
7.7 Proportion of species threatened with extinction

Target 7.C: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7.8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an improved 
drinking water source

7.9 Proportion of population using an improved 
sanitation facility

Target 7.D: By 2020, to have achiev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lives of at least 100 
million slum dwellers

7.10 Proportion of urban population living in slums3)

Goal 8: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Target 8.A: Develop further an open, 

rule-based, predictable, non-discriminatory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Includes a commitment to good governanc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arget 8.B: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ome of the indicators listed below are 
monitored separately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frica,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8.1 Net ODA, total and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percentage of OECD/DAC 
donors’ gross national income

8.2 Proportion of total bilateral, sector-allocable 
ODA of OECD/DAC donors to basic social 
services (basic education, primary health care, 



- 52 -

Includes: tariff and quota free acces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exports; enhanced 
programme of debt relief for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and cancellation of official bilateral 
debt; and more generous ODA for countries 
committed to poverty reduction

Target 8.C: Address the special needs of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rough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 outcome of the 
twenty-secon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Target 8.D: Deal comprehensively with the debt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in order to make deb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nutrition, safe water and sanitation)
8.3 Proportion of b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OECD/DAC donors that is untied
8.4 ODA received in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s a proportion of their gross 
national incomes

8.5 ODA received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s a proportion of their gross national 
incomes

Market access
8.6 Proportion of total developed country imports 

(by value and excluding a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admitted free of duty

8.7 Average tariffs imposed by developed countries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textiles and 
clothing from developing countries

8.8 Agricultural support estimate for OECD 
countries as a percentage of their gross 
domestic product

8.9 Proportion of ODA provided to help build 
trade capacity

Debt sustainability
8.10Total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reached 

their HIPC decision points and number that 
have reached their HIPC completion points 
(cumulative)

8.11Debt relief committed under HIPC and MDRI 
Initiatives

8.12Debt service as a percentage of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Target 8.E: In cooperation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provide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in developing countries

8.13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affordable essential drugs on a sustainable 
basis

Target 8.F: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make available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especial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8.14Fixed telephone lines per 100 inhabitants 
8.15Mobile cellular subscriptions per 100 

inhabitants
8.16Internet users per 100 inhabitants

1.8 Poverty gap ratio
Share of poorest quintile in national consumpti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come from the Millennium Declaration, signed by 189 countries, including 147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in September 2000 (http://www.un.org/millennium/declaration/ares552e.htm) and from further 
agreement by member states at the 2005 World Summi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 A/RES/60/1, 
http://www.un.org/Docs/journal/asp/ws.asp?m=A/RES/60/1). The goals and targets are 
interrelated and should be seen as a whole. They represent a partnership betwee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to create an environment –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s alike – which is conducive to development 
and the elimination of poverty”.

2)  For monitoring country poverty trends, indicators based on national poverty lines should be used, where available.
3) The actual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slums is measured by a proxy, represented by the urban population living in 

households with at least one of the four characteristics: (a) lack of access to improved water supply; (b) lack of access 
to improved sanitation; (c) overcrowding (3 or more persons per room); and (d) dwellings made of non-durabl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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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5]

한국 정부의 Rio+20 대응 방향
 - 정은해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I. 배경 

□ 추진 배경

ㅇ ’92년 리우정상회의 이후부터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를 10년 주기로 개최(’02년 

Rio+10, 요하네스버그)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올해 Rio+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국제적 거버넌스 강화” 등을 주

제로 전지구적 협력방안 논의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2.6.20(수)～22(금), 브라질 리오

- 본회의 : 6.20(개막식), 6.20~22(총회와 고위급 원탁회의 개최)

- 부대행사 : 6.5(세계 환경의날), 6.16～19(주제별 부대행사 개최)

ㅇ (참가)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NGOs, 산업계 등 

※ 121개국 정상급(국가원수 78, 정부수반 43) 참가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정부, 지자

체, NGOs, 산업계, 언론 등 주요인사 대규모 참가 예상

ㅇ (의제) ①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관점에서 녹색경제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

도적 틀

ㅇ 예상 성과물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상선언문 채택

- 녹색경제로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 초안(“The

Future We Want”) 문안 협상중

※ ’92 Rio 회의 : “리오선언”과 “의제 21” 채택

※ ’02 WSSD :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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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3장]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의 녹색경제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기초하여 각국의 발전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선택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이행 추구

․ 2012-2030간 녹색경제로의 이행 로드맵 제시

[4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

․ 지속가능발전 3대 축(경제, 사회, 환경)의 결합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의 거버넌스 강화 필요

․ 유엔기구(총회, ECOSOC, CSD)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이사

회(SDC) 설립안 

․ 유엔환경계획(UNEP) 강화 또는 전문기구화 방안

[5장] 행동을 위한 틀

․ 식량안보, 물, 에너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녹색

일자리, 기후변화 등 우선 행동분야(priority)별 이행계획

․ 재정, 과학기술, 능력배양, 무역 등 이행수단   

Ⅱ. Rio+20 정상선언문 개요

결과물 

'The Future We Want'

- Rio+20 정상회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한 인류 미래상 제시 -

서론

[1장] 서문

[2장] 정치적 공약 재확인

․ 리오 선언, Agenda 21, 요하네스버그 선언 등 관련 공약 재확인

․ 92년 이후 진전 및 목표와 이행현황간 간극(gap)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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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io+20 정상회의 활동계획   Rio+20 정상회의 활동계획  

III. Rio+20 정상회의 활동계획 

11  정상 선언문 협상 대응   정상 선언문 협상 대응  

□ 대응방향

ㅇ 녹색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행동지향적 결과문서 도출

-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 지식 플랫폼(GGKP) 등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 

논의

-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원칙, 주요 내용, 설정과정에 대해 합의하여 SDGs 설정에 대한 

UN내 구체적 계획마련 논의

ㅇ 물, 사막화방지, 녹색일자리, 해양 등 우선행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안에 합의할 수 있

도록 선진/개도국간 협의

※ 5.29(화)-6.2(토)간 추가 협상회의 개최 예정

(1) 정상회의 일정

□ 6. 20(수) : 개막식(15:00)

○ 반기문 UN 사무총장, UN 정기총회(General Assembly)의장, Rio+20 정상회의 의장 등 개

회사 및 수석대표 기조연설 

□ 6. 21(목)-22(금) : 총회(수석대표 기조연설) 및 고위급 원탁회의 

※ 원탁회의 주제 : 정상회의 예상결과물 이행방안(Looking at the way forward in

implementing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nference)

□ 6. 19(화)-22(금) : 국제기구, 각국 정부 주최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대행사 

(2) 활동 계획 

□ (기조연설) 녹색경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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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급원탁회의)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Green Growth Architecture* 설계,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

사업”의 필요성 논의

* Green Growth Architecture : 녹색성장의 이행을 위한 3가지 축으로서의 녹색 성장 전략

(법 제도), 녹색 기술, 재원

□ (GGGI 국제기구 서명식) 녹색성장전략 Think-Tank인 GGGI의 국제기구화

□ (녹색경제 녹색성장 부대행사 참여)

○ 덴마크 주관 글로벌녹색성장 포럼 참석

○ OECD와 녹색성장 라운드테이블 회의 공동 주최(6.21)

○환경부 UNESCAP 주최 ‘녹색경제 고위급 정책포럼’ 개최(6.19)

* 한국의 공공기관 녹색구매제도, 그린카드 제도 등 우수사례 전파 통로 마련

○ Rio 3대 환경협약 주최 ‘지속가능발전과 3대 환경협약의 역할’에 대한 회의(6.21)

○ 독일-카자흐스탄-러시아-한국 공동 개최 고위급 회의 운영(6.21) 등

□ (녹색기후기금 유치 및 기후각료회의 관련 활동 전개)

○ 정부 대표 및 지역그룹 대표, 글로벌 국제기구와의 양자를 통한 녹색기후기금 유치활동 

전개 

○ 기후변화협상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한 양자회의를 통해 기후각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의 추진 

[3] 민-관 협력 및 홍보

□ Rio+20 참여 준비 민-관 간담회 추진 

○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NGO 대상 Rio+20 대응 관련 의견 교환 및 전략 모색의 장 마련 

※ 산업계-정부 간담회(4.5), NGOs-정부 간담회(5.18),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정책 포럼(5.24),

Rio+20준비 심포지엄(6.4) 등

□ NGO, 지자체 참가단 주도로 다양한 부대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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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대행사 내용 활동계획

기업지속가능성포럼

(6.15-18)

UN Global Compact 주관으로 기

업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등 발표

한국 기업

사례 발표

시민사회 포럼

(6.16-19)

8개 주제 논의. 결과물은 총회 라

운드 테이블 논의에 제출

환경연합등시민

단체 참여 예정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총회(6.14-18)/ 포럼

(6.13-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 논의

국내 지자

체 참가단 참

여

과학․기술․혁신포럼
(6.11-15)

국제과학협의회(ICSU) 주관,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의 역
할

국내과학계참여

⃞환경 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Rio+20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

○ 세계 환경의 날(6.5), 녹색소비페스티발(6.1-14) 등 환경행사와의 연계 홍보로 Rio+20 및 녹색생

활 홍보

⃞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다양한 연령층의 소통 촉진 

⃞ Rio+20 계기 Press Conference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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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6]

리우+20,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새로운 전환과 
도전

 - 이강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담당위원

들어가는말_ 리우선언, 리우+20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리우+20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의 의제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
우 의미있는 일이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은 구체적으로 중앙/지방정부 정책의 변
화, 시민/시민사회의 참여와 역량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지속가능 거버넌스 조직의 역동성
에 달려있다. 그 중에서도 녹색서울시민원회는 우리나라 지속가능 거버넌스의 중요한 모델 
중 하나이고, 리우+20의 성과물로서 새로운 전환과 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발
제를 준비하였다. 

  
1992년 리우선언이후 국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방의제21이 만들어졌고, 서울시는 민선

1기 조순시장의 발의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민선2기 고건시장에 활성화되
었다가 난지도골프장 문제로 시민사회위원들의 사퇴, 그리고 민선3기 이명박시장 시기에 
청계천시민위원회를 계기로 서울시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선4기 오세훈 시장시기에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녹색위는 사실상 지속가능발
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보다는 환경분야실천거버넌스로 그 위상이 크게 후퇴하였다. 

녹색위 내부에서도 지속가능거버넌스로 발전을 위한 여러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행정
의 무관심으로 실패를 거듭하여왔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폐기되었으며 서울지속위는 발족도 하지 못한 채 ‘녹색
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로 수렴되고 말았다.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서울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2년 리우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UN과 국제사
회에서 큰 호응을 받았지만, 리우+10을 전후로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찬밥신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리우+20의 주요 의제가 “녹색경제와 제도화”라는 점은 현재의 
서울 상황과 매우 닮은 꼴이다. 서울 역시 기존의 디자인수도, 한강르네상스 등의 토목개발
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녹색성장정책에서 ‘마을경제/사회적 경제’ 그리고 ‘원전하나
줄이기’와 같은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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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정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지속위로의 진화발
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이 리우+20과 닮은 꼴이라 함은 리우+20의 “녹색경제와 제도화”
라는 의제와 유사하게 “서울의 녹색경제, 그리고 서울지속위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지방의제21의 동향(원저:이창우 시정개발연구원)4)

(1) 종합요약 
우리나라 지방의제 21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정체 상태에  있다. 

2009년 현재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2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였
다.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는 219개이며 사무국은 113개에 이른다.

지방의제 21은 운동, 보고서, 계획의 성격이 있다. 운동 측면에서 볼 때, 시민참여의 동
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수정보완이 없어 잊혀져가고 
있다. 계획 측면에서 볼 때, 이행계획이 없고 성과 평가와 환류 과정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시민, 기업, 행정의 파트너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제 21은 생활밀착형 단기
성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 지방의제 21 운동은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였는데 지방의제 21을 추진한 
유럽 국가들은 선도국, 중진국, 후발국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선도국에서는 지방의제 21
이 사라졌으며, 일부 후발국에서만 현재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제 21 선도국인 영국에서는 지방의제 21 추진기구가 지방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으로 제도화되었다. 지방 전략 파트너십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공
동체 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을 수립하고 지역 협정(Local Area 
Agreement)을 중앙정부와 체결하는 등 지방의제 21의 전반적 구조가 제도화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영국 지방의제 21 제도화 과정을 벤치마킹하고 단기적으로는 소통을 주제
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지방의제 21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2) 지방의제 21의 세계적 동향
○ 개관
1996년 4월에서 1997년 1월에 걸쳐, ICLEI는 지방의제 21 운동의 세부적인 평가작업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1996년 11월 30일 현재 64개국 1,8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 
활동에 참여했다. 제2차 서베이가 있었던 2001년 12월 현재, 전 세계 113개국 6,416개 지
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 추진에 참여했다. 이후 전 세계 지방의제 21 추진현황을 조사한 

4) 녹색위의 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TF 회의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창우 박사의 발제문으로, 현재 녹색
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이해를 돕고자 이글에서 부분 발췌하여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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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다.  
일본의 경우, 2003년 3월 발표된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개 도도부현, 12개 정령지

정도시, 318개 시구정촌이 지방의제 21 수립을 완료하였다.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한 바 
없다. 일본의 지방의제 21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만든 환경기본계획 또는 지구환경보
전계획이 대부분으로 참여적 과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엄밀하게 말해 지방의제 21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없었다. 다만 
시애틀을 비롯한 여러 도시가 추진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지방의제 21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1992년 의제 21이 채택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는
데 특히 유럽 국가들이 지방의제 21 운동을 주도하였다. 지방의제 21에 참여한 유럽 국가
들은 도입 시기와 대응 정도를 기준으로 3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 그룹은 지방의제 
21 선도국으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가 이에 속한다. 선도국들은 세계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했다. 제2 그룹은 지방의제 21 중진국으로 덴마크, 핀
란드, 노르웨이 등이 해당된다. 제3 그룹은 지방의제 21 후발국으로 오스트리아, 독일, 이
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가 있다. 제3 그룹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지방의제 21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난 수년간 스페인, 이태리, 독일에서 지방의제 21이 대체로 활성화되었으나 영국과 스
웨덴에서는 지방의제 21이 쇠퇴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영국에서 지방의제 21
이 자취를 감춘 것은 지방의제 21이 다른 형태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 영국
영국이 지방의제 21 선도국이 되었던 배경에는 대처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지방

자치권 축소 정책이 있다. 보수당은 1979년에서 1997년까지 집권했다. 신보수주의를 표방
한 대처 정부(1979-1990)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장의 원리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
를 향상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
가 1980년에 도입된 의무경쟁입찰(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제도이다. 대처 
정부 하에서 영국의 지방정부들은 자치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따라서 영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의제 21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은 1999년 강제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최고가치(Best Value) 제도
를 도입하는 한편 2000년 지방정부법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을 법정계획으로 만들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은 지방의제 21
이 제도화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은 지방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이 주체가 되어 수립한다. 

영국에서 지방의제 21은 완전히 소멸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을 통해 지방의제 21
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의제 21이 획일화되
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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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1996년 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 수립을 완료했다. 
지방의제 21을 확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지방자치

단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으나 지난 15년간 스웨덴의 지방의제 21 추진 성과는 그리 만족
스럽지 못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자원 부족인데, 중앙정부가 단기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했기 때
문이다. 사업의 단기적 성격이 지방정치의 단기적 특성과 리더십의 의지 부족과 결합하여 
스웨덴 지방의제 21의 급격한 쇠퇴를 가져왔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지방의제 21이 법정 계획 및 사업과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
는 가운데 지방의제 21이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의 지방의제 21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면서 
지방의제 21을 다른 영역의 일반적인 사업과 결합하는 데 실패했다. 

지방의제 21 보고서를 만들고 단기적인 사업을 펼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지방의제 21
을 제도화하지 못함으로써 스웨덴 지방의제 21은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 

○ 독일5)

유럽 국가 중 독일은 지방의제 21 후발국이지만 지방의제 21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2006년 7월 현재, 26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 과정에 참여하였다. 리우회의 후 
5년이 지난 1997년까지 100개도 되지 않던 지방의제 21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1997년에서 
2002년에 이르는 5년 사이에 거의 2400개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 2002년 이후에는 
구동독지역의 주를 제외하고 지방의제 21을 새롭게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었다. 

주이면서 동시에 시인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은 독일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방의제 21 
추진 단체였다. 예를 들어 베를린 시 쾨페니크 구의 경우 이미 1994년에 지방의제 21을 수
립하였다. 작소니-안할트 주는 아직도 2% 이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에 참여하고 
있어 독일에서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독일 지방의제 21은 규모가 큰 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었다. 인구 10만 이상 도시
의 99%와 인구 5만 이상 도시의 94%가 지방의제 21에 참여하였다. 지방의제 21 선도 지
자체는 하이델베르크, 프라이부르크, 뮌스터와 같이 지역중심지로서 대학도시인 특색도 있
다. 바바리아 주 지방의제 21 평가에 따르면 지방의제 21 추진에 영향을 미친 주 요인은 
재정이었다.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일수록 적극 지방의제 21에 참여하였다. 하노버, 뮌헨,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과 같은 지방의제 21 선도 지자체의 경우 녹색당, 적녹연정과 시장의 
적극적 지원이 지방의제 21 활성화의 주 요인이었다. 

1994년 10월에서 1998년 6월 사이에 베를린 23개 구 전체에서 지방의제 21 결의문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지방의제 21 결의문이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베를린의 구 의제 21 활동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5) Kristine Kern, Claudia Koll and Malte Schophaus, "The Diffusion of Local Agenda 21 in Germany: 
Comparing the German Federal States,", Environmental Politics, Vol. 16, No. 4, August 2007, 
pp6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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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체로 보아 지난 수년간 지방의제 21이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마을 가꾸기와 같
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 지방의제 21을 통한 여러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
자 많은 지방의제 21 참여자들은 정책결정자의 지원 없이도 달성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
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독일의 지방의제 21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은 시민사회단체, 지방행정기관, 의회간의 사회적 자본이지 일반시민간의 사
회적 자본 형성으로 발전하지 못했다.6)  

○ 호주7)

1996년 호주에서는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 과정에 참여했다.
빅토리아 주에서 지방의제 21 과정에 참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지방의제 21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 부족과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2년에 지방의제 21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16개에 이르
러 1998년의 8개에 비해 양적으로는 두 배로 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어려움
으로 지방의제 21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의제 21 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을 펴기
는 했으나 이를 지방의제 21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빅토리아 주의 현황조사 결과, 지방의제 21을 추진하
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호주에서 공식적인 지방의제 21은 사라졌으며 여러 형태의 지속가능성 정책
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 ICLEI
1990년 창립된 ICLEI의 회원은 1994년 8월, 141개 단체였다가 1997년 1월, 243개로 

늘었다. 2010년 현재 회원수는 1107개 단체(한국 회원 48개 단체)이며, 지역사무소가 14개
에 이른다. 특히 2006년-2009년의 3년간 회원수가 2배로 증가했다. 

ICLEI의 발달사는 곧 지방의제 21 발달사다. 1990년 9월 유엔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자치체 회의”에 참석했던 단체들에 의해 설립된 ICLEI는 의제21 제 28장
에 지방의제 21을 포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CLEI는 지방의제 21 시범사업 실
시, 연수 목적 세미나 개최, 재정 지원, 훈련 및 기술 지원, 추진현황 서베이 등을 통하여 
지방의제 21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근에 나온 ICLEI 뉴스레터나 관련 문헌에서 지방의제 21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
다. 간혹 눈에 띄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지방의제 21 후발국인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의 사
례가 대부분이다. ICLEI는 요즈음 기후보호, 신재생 에너지, 녹색 조달 등에 조직의 자원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09년 6월 캐나다 알버타 주 에드먼튼 시에서 열린 ICLEI 세계총회에서 지방의제 21

6) Brigitte Geissel, "Participatory Governance: Hope or Danger for Democracy? A Case Study of 
Local Agenda 21,"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35, No. 4, August 2009, pp401-414.

7) I. G. Thomas, "Environmental policy and local government in Australia," Local Environment, Vol. 
15, No. 2, February 2010, 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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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핵심 주제가 아니었다. 핵심주제는 도시 생물다양성, 기후보호,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
한 교통, 지속가능한 물 관리, 녹색 조달, 지속가능한 소비 패턴, 생태예산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 관리 및 거버넌스 프로그램 등이었다.   

- 2010년 10월 5-7일, 인천에서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ICLEI 창립 20주년 기념 세
계총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지방의제 21 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3) 지방의제 21의 발전방향
○ 장기적 전략: 영국의 지방의제 21 제도화과정 벤치마킹
2001년에 영국 지방정부의 62%가 지방 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을 구축하였으며 2005년경에 이르러서는 영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방 전략 파트너십
을 구축하였다. 지방 전략 파트너십이 추진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SCS)을 수립한다. 

영국의 지방의제 21은 대부분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에 녹아들었다. 2000년의 지방정
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지
방의제 21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은 수립 방식도 비슷하고 참여단체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가 비법정 계획인데 비해 후자가 법정 계획이라는 점과 전
자가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포괄적인 지방 이슈를 다루는 데 비해 후자가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이슈를 다룬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은 지방 전략 파트너십이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데, 지방  전략 
파트너십은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지방 전략 파트너
십은 제일 위에 집행위원회(Board)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Executive Group)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포럼(Forum)에서 수개의 분과위원회(Theme Groups)
를 구성한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지
역 협정(Local Area Agreement: LAA)을 맺는다. 지역 협정의 최종안은 반드시 지방 전
략 파트너십을 거쳐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개발 프레임워
크(Local Development Framework: LDF)와 정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국이 지방의제 21을 제도화한 과정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시
민사회단체의 파트너십 역량을 계속 길러나가야 한다.

서울시정의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

민선 5.5기 서울시정은 빠른 속도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희망서울정책은 
여러모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표방하고 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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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희망온돌복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회적경제와 마을경제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활성화
한강자연성회복
원전하나줄이기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시정에서 실질적인 거버넌스와 참여가 시정운영의 새로운 기조가 되고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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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모든 사업들이 초기단계로서 그 정책적 실효성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간의 토
목개발 중심의, 친기업적인 정책에서 마음중심, 시민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러한 정책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하나의 철학과 일관성으로 꿰어나가는 숙제를 안고 있
다. 

맺는말_서울지속위로의 전환과 도전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과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하나
의 틀거리에서 통합되고 소통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지속위로 구체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 실
행위원회 구성으로 기존에 녹색위가 가지고 있던 환경실천적 거버넌스 역할(서울기후행동위
원회, 서울행동21분과위원회, 각 구별 의제21실천단 또는 그린스타트 영역) 은 별도로 원전
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로 재탄생하고 있다. 

녹색위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서울지속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 논
의는 다음과 같다. 
Ÿ 위상 : 국가 지속위와 같이 시장직속 심의자문기구
Ÿ 기능과 역할 :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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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 지표개발과 이행점검 -> 서울시 지속가능보고서
3. 서울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 수립시 사전지속가능성 평가
4. 25개 자치구 지속위 활성화 및 역량강화
5. 기능화된 행정조직의 수평적 소통과 지속가능발전으로의 행정개혁
6.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 기업, 행정의 인식제고 

Ÿ 목표
1. 중장기목표 :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2. 단기목표(~2014) : 지속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1차 서울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Ÿ 사회적 합의 형성 : 1천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지속위
Ÿ 로드맵

그러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기존의 환경거버넌스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어 새로운 
혁신이 쉬운 과제는 아니다. 행정과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치밀하고 대
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리우+20을 계기로 리우선언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철학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이자, 리우+20의 서울의 성
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리우+20에 참가하는 서울시장은 서울의 좋은 정책들
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서울이 리우+20에서 고민하는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의 제도
화’를 대도시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것인지 비전을 발표하고, 세계에서도 대도
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16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거버넌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지속가능 거버넌스로 발전시킬 것을 그 비전에 포함시킬 것을 기대해본다. 

아울러 서울의 지속가능거버넌스가 과정과 결과 모두 시장 중심이 아닌, 시민사회와 기
업,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합의로 만들어내는 지속가능 거버넌스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