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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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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책임의 분배가 적정하여야 하고(분배적정의),

- 정책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며(절차적정의), 

-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기존의 화석연료 생산구조와 생산방식을 전환시
켜(생산적정의),

- 지구적 차원의 이익과 생태계의 존재까지 인정하고 서로 공존할 수(인정적정의)있는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사회정의, 환경정의와 기후정의 : 자본주의 폐단 대응(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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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Social Justice)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시대적 배경
도입

20c초, 부의 불평등, 
각국법제도화(헌법)

20c중반, 산업발전 및 오염증대, 
법제도화(법률)

20c말~,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법제도화 미정

원인제공/피해 자본가 vs 노동자
자본가 vs 노동자+사회경제적 약자

(인종, 계급, 젠더 등)

- 자본가+사치성(온실가스)
배출 계급 vs 노동자+사회적 약자
- 선진산업국가 vs 개발도상국

문제의 범주
- 인간+국내
- 경제적 불평등

- 인간+국내
- 경제적, 환경적 불평등

- 인간+국내+생태계+국제,

국가형태 복지국가 (welfare state) 환경국가 (environmental state) 기후국가 (climate state)

목표 노동조건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오염의 피해 최소화,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지구/국가/사회

해결주체 개별 국가정책 개별 국가정책 국제기구, 국제연대, 개별국가정책

정의의 범주 국가내부의 정의 국가내부의 정의 국제정의 + 국내정의

정의론
책임X, 분배O
국가의 책임은 없지만
분배의 의무는 있음

책임O, 분배O
국가의 책임(산업정책)과
분배의 의무가 모두 있음

책임O, 분배O
분배/절차/생산/인정
국내외적 책임과 분배



} RECOGNITION CLIMATE JU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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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arks 『경제학 · 철학 수고』, (1844)
- 인간과 자연의 관계
- Stoffwechsel (Metabolism) 



} CLIMATE CRISIS의 출발점 ? 과도한 인간활동

} JUSTICE  ? 인간계내의 차별 vs. 비인간생명

} FUNDMENTAL SOLUTION ?  인간활동 규제

- RECOGNITION CLIMATE JUTICE

내용: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 비인간생명에 대한 법적 지위강화
목표: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균형 회복

수단: 지구법체계로의 전환 및 지구차원의 국제연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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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과도한 인간활동? 
= 인류가 지구에 끼치는 영향 ?
- Great Acceleration 
- Biomass?
- Population?
- Ecological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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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인위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인구, 자원이용, 기술개발 등)의 급격한
상승과 지구 시스템(온실가스 방출, 홍수, 열대우림의 감소, 생물다양성 감
소)의 급격한 변화

자료: 윌 스테픈(IGB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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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5500억톤) 중 인간(6000천만톤) 이 차지하는 비율은 0.01% 내외 (10,000분의 1에 불과)

- 식물(80%) > 박테리아>  곰팡이 > 고세균 > 동물(인간포함 , 20억톤) > 인간과 가축(1억6천만톤)

▷ 인류문명이전 포유류(4000만톤), 현재 포유류(1억7천만톤)= 야생포유류(700만톤) + 인간과 가축(1억6천

만톤)

▷ 멸종생물 :  야생포유류(83%), 해양포유류(80%), 식물(50%), 어류(15%) 

BIOMASS(CARBON)?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 CALTec , PNAS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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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 Elhacham et al., Nature, ‘20.12

BIOMASS (C+=Organic matter,  1조 2천억톤 )  < Anthropogenic Mass 

- 사회 및 경제 시스템
의 물질 흐름 정량화
평가

- 20c초 인공물 20년
마다 2배 증가, 2040
년 인공물 증가폭 3
배 증가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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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N Estimate (July 1, 2021)

7,874,965,825

2025년:   8,184,437,460   0.97% 

2050년:   9,735,033,990    0.53% 

2100년: 10,874,902,318    0.04%

인구증가에 따른 지구영향

-인공물 증가?

-가축증가?

-야생 생물 감소?

-생물 종 다양성 감소?

-탄소흡수원 감소?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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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생태발자국 축소와 생태용량의 확대

▷ 1970년대를 기점으로 생태발자국이 생태용량을

초과하면서 자연자산의 소멸을 야기하고 있음

▷ 생태자원의 남용, 인구증가,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

로 생태용량은 감소함(WWF, 2016)

▷ 자연자원의 재생 및 회복 능력 상실, 생물다양성

파괴, 극한 이상기후 발생시 더 큰 피해 유발 등 지구

생태계 존속에 위협

<생태용량과 생태발자국 추이
변화>

자료: global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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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GDP)
- 인구
- 인공물
- 탄소발자국
- 탄소배출
- 가축사육두수
- 도시화
- 에너지 사용

- 생태용량
- 생물(종)다양성
- 자연물
- 야생 동식물
- 농경지
- 산림
- 자연자원

인공지표
(anthropogenic mass)

생태지표
(biomass)

VS

- 인공지표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생
태지표(반비례 관계)

- 인간의 행위 규제를 통해 인공지표의
가속화를 멈추고, 생태지표의 보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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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과도한 인간활동 규제
-철학?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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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 산업혁명(18c) 이후 인간중심주의 및 이원론적 사고는 확장(자연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믿음)

- 지구상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영역이 확장될수록 지구시스템은 붕괴되고
생명은 파괴되는 중(6번째 대멸종 도래)

- 인간과 지구 생태계가 미래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수 백년 간 지속해온 이
원론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

-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일원론적 사고로의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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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변화 – 사회적 합의?

- 기후위기의 대재앙; 본질적 원인에 관한 사회적 가치 변화 논의 시작?

▷ 본질적 원인: 자본주의의 시작(18세기)à대량생산∙소비 고도화
à기후위기 초래à생태계파괴 및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직면(21세기 현

재): 악순환

▷ 기후위기 대응 – 본질적 부분의 치유로 부터(생태계 복원 / 건설)
: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수단 – 생물다양성 보전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탄소흡수 가능

▷ 자본주의(Capitalism)의 폐단 최소화 - 생태문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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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 근대문명에 출발한 기존 산업 및 에너지 전환(경제 및 산업구조 문제)

- 기존 사회시스템(도로, 교통, 주거, 통신, 관광, 예술, 체육 등)의 전환(사회구조

문제) 

- 사회인식의 전환(교육, 문화, 사회운동) 

▷ 인간이외 생명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입법화: 효율적인 최선의 수단(지구법적

관점)

- 생물다양성 전반과 생태계에 속해 있는 수 많은 생명체의 법적 지위 강화

- 엄격한 자연 보호구역(Zoning) 법제화

- 최소 육상/해양의 30% 보호구역 설정(EU 그린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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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체계의 전환(인간중심의 근대법 à 생태문명을 위한 지구법)

- ‘Great work’은 지구 황폐화 시대로부터 인간과 지구가 상호 유익했던 이

전 시대로 전환하는 것(T.Berry) 

- 지구상의 통치체계를 인간 중심에서 지구(인간과 자연의 공존) 중심으로

재편

- 경제활동을 장려해오던 기존 정책 폐기 및 전환

-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인간의 사회적 활동 의미 새롭게 규정할 필요



▷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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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문명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인구 및 소비&공급 유지

-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온실가스 등에 대한 인지예산제도 등

-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 법익형량을 통한 엄격한 개발 통제( B/C분석, 사법심사기준의 개선)

-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 확대 적용(확립된 헌재판례 이론) 

-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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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인간활동의 규제

-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전 지구 생태계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 필요

- 과도한 인간의 활동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

- 지구생태계보전을 위한 인간활동의 적정성 기준 제시 필요

- 인간의 무한한 욕망충족을 위한 수요/ 공급 억제시책필요



22



23

▷ 과도한 인간활동의 규제 방향(예시)?

- 지속가능성 저해 활동 규제(SDGs 17개 목표별)

- 국내선 비행기 운항 단계적 축소

- 내연기관 재정지원 감축 등 운송 수단 부문 규제

(현대차 2035~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

- 가축사육두수제한

- 육식억제 및 채식중심 식단 지원 정책

- 1회용품 사용 억제, 재포장 금지

- 비닐 및 플라스틱 생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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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적 기후정의’는 인간의 활동규제의 철학적 근거

- 인위적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 규제기준(생물량, 

인공량, 인구, 생태발

자국, GDP 등) 마련

2. 기준 초과하는 인

간활동(수요/공급)

규제

3. 농/어업, 축산업, 공

업 등 각종 산업, 토양, 

해양, 국토, 대기, 물, 

폐기물, 먹거리 등 전

분야의 규제기준 마련

HOW TO?

- 수요/ 공급 정책 효과
적 규제 수단 마련

- 보조금/부담금 등 조
세 및 재정 정책의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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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근대법 지구법

공동체 인간공동체 지구공동체(인강공동체와 자연공동체)

근본규범 인간존엄 자연존중과 인간존엄

규범의 근거 없음(천부인권설) 우주와 진화

주체 인간과 법인 인간·법인·자연(생물체)

기본권 인간의 권리 지구원·자연과 인간의 권리

기본권의 제한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
지구안보·제한의 법칙(The Law of 

Limits)·공공복리

의사결정절차 민주주의 생명주의(Biocracy)

법의 지배 시민법의 지배 지구법의 지배

협의체 국가연합 종의 연합

평화론 세계평화 지구평화

▷ 근대법과 지구법 체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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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문명은 국제연대(선택이 아닌 필수?)

- 인류세 등장 및 6번째 대멸종 도래

- 향후 500년 이내 지구 생물종의 20~50%

멸종

- 중생대 백악기 말 멸종보다 급격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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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문명, 선택이 아닌 절박한

필수

(생명&국제주의)

- 현재 인류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

하기 위해서,

- 지구상의 통치체계를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재편(생명주의)

-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

제협력을 확장해야 함(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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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침묵의 봄..
침묵의 지구(Silent Earth)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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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운동가의 역할” 에 관한 결의안(유럽의회 결의안 채택
(‘21.5.19.)

1.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인권과 환경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후행동(climate action)에 인권기반의 접근법을 적용한 법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함
- 기후변화와 인권 문제를 관련된 EU 정책에 모두 통합해야 함
- 광산의 아동 노동 및 인권 유린과 학대 문제와 물 부족 문제를 정책 의제로 올릴 것을 요구함
- 기수립된 인권과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 담보 의무
- 재정 및 기술지원과 역량 구축 활동 확대 요구 등

2.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와 팬데믹이 환경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사람들의 건강, 사회, 경제, 정치 문제에 미치는 결과의 심각성 지적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및 식량 공급 체인의 압박 문제
-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불황이 국제사회의 기후 목표와 인권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행 약화 우려
- EU 회원국들과 위원회에 환경권 포함 및 환경보호 운동가들을 옹호할 것을 요구함

3. 환경보호 운동가와 원주민의 역할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증가하는 살인, 원주민 박해, 환경보호 운동가&토지권리 운동가에 대한 협박에 대한 강력한 책임

요구
- 원주민의 토지나 자연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협정 및 사업에 대해서는 원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청함
- 불법적인 토지 취득과 벌목, 산림 벌채로 이어지는 계획 및 사업을 지지하지 않기로 함
- 환경보호 운동가의 활동을 지지하고 규정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 요구

4.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정의, 그리고 의무
- UNFCCC 당사자들이 협약을 맺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계속 실현하고, NDC와 적응대책에 인권 문제를 통합할 것을 촉구함
- 지속가능하고 책임감있는 거버넌스를 지원할 것을 EU에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