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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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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
Yu Eui-Do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Chair of NAFCC

김상희 국회부의장
Kim Sang-hee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한정애 환경부장관
Han Jeoung-ae
Minister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Choi Jong-moon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
Ban Ki-moon
President of the Assembly & Chair
of the Council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and 8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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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Yu Eui-Dong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개회사  Opening Remarks

약력 | Summary

학력 | Educati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Chair of NAFCC

Present

Present

Present

Former

Former

Former

Co-Chair,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Member of the 19th and 20th and 21th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Vice Chairman of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C San Diego(Master of Pacific Inter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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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Ban Ki-moon
GGGI 총회·이사회 의장

환영사  Welcoming Remarks

약력 | Summary

President of the Assembly & Chair
of the Council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and 8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n February 20, 2018, Mr. Ban Ki-moon was unanimously elected as the President of the Assembly and Chair of the 

Council by the two respective governance organs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His leadership has 

been instrumental for the Institute to help its Members adopt the green growth-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socially inclusive-model of development.

In addition to leading GGGI, Mr. Ban serves as the Chair of the Boao Forum for Asia since April 2018. Along with 

the former President of Austria Mr. Heinz Fischer, he serves as Co- Chair of the Ban Ki-moon Centre for Global 

Citizens in Vienna, Austria since January 2018. Mr. Ban is the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Ethics Commission since September 2017, and he is the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and Honorary Chairman at 

the Institute of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Korea. Mr. Ban also serves 

as Deputy Chair of The Elders since 2017, an independent group of global leaders established by President Nelson 

Mandela.

Prior to the current appointments above, Mr. Ban served two consecutive terms as the Eighth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 from 2007 to 2016, during which time he worked to build bridges, to give voice to 

the world’s most vulnerable and marginalized people, and to bring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to the UN. He 

successfully initiated global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that culminated in the adoption and rapid entry into 

force the landmark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in 2016. He worked closely with member states to shape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establish UN Women, the latter of which advances global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He also led major efforts to strengthen UN peace operations, protect human 

rights, improve humanitarian assistance, prevent violent extremism and revitalize disarma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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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leading the UN, Mr. Ban wa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37-year 

career as a diplomat included postings in New Delhi, Washington D.C., and Vienna, as well as key responsibilities for 

a variety of portfolios, including as the Foreign Policy Advisor to the President, the Chief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esident, the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Deputy Minister for Policy Planning, and the 

Director-General for American Affairs. Mr. Ban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issues relating to inter-Korea relations and 

WMD proliferation by serving as Vice Chair of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and Chairman of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Mr. Ban holds a B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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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Kim Sang-hee
국회부의장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학력 | Education

약력 | Summary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1972 - 1976 

2020.06.05. - Present

2020.05.30. - Present

2020.03.09. - Present

2020.02.26. - Present

2020

2019

2018 - 2019

2018

2017 - 2019

2017

2016 - 2017 

2016 - 2020  

2012 - 2014 

2011 - 2012  

2008 - 2010   

2008              

2006 - 2007 

Deputy Speaker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NA)

Member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4-Term Member from 18th to 21st NA)

Vice Chairperson, Special Committee on COVID-19, DPK

Member, Special Committee on COVID-19, NA

Chairperson, Special Committee on COVID-19, DPK

Chairperson, Committee 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DPK

Member, Special Committee on Political Reform, NA

Member,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olitical Reform, NA

Vice Chairperson, Presidential Commission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Moon Jae-in Administration)

Member, Special Committee on Political Reform, NA

Chairperson, Special Committee on Livelihoods of the People, NA

President, Caucus on Population Policy and Life Politics, NA

Chairpers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NA

Deputy Floor Leader, Democratic Party

Chairperson, National Women’s Committee, Democratic Party

Member, Supreme Council, United Democratic Party

Chairperson,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Roh Moo-hyun Administration, Ministerial Rank)

College of Pharmacy,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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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6       

2002 - 2004     

1996 - 2006     

1997 - 2005   

Member, Board of Directors,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Co-Representat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o-Representative, Women’s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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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Han Jeoung-ae
환경부장관

학력 | Education

약력 | Summary

Minister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3

1992

1989

2021 -

2020 -

2020

2020 -

2016 - 2020

2017

2016 - 2020

2016 -

2012 - 2016

2014 - 2015

2012 - 2016

2006 - 2011

2005 - 2006

Minister, Ministry of Environment

Member of National Assembly (21st Legislative Assembly)

•Chair, Policy Committee, Democratic Party

•Co-Chair, National Assembly Forum on Animal Welfar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20th Legislative Assembly)

•Member of Social Policy Sub-Committee, Advisory Commission to the 19th President

•Assistant Administrator/Member of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f Environment and Labor

•Co-Chair,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19th Legislative Assembly)

•Spokespers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f Environment and Labor

Vice-Chair, Federation of Korean Public Trade Unions,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Chair of Trade Unio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Ph.D. in Indust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Nottingham, UK

M.A.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A.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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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Choi Jong-moon
외교부 제2차관

학력 | Education

약력 | Summary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1987. 5.

1982. 2.

2020. 12.

2018. 1.

2016. 3.

2015. 11.

2015. 3.

2014. 4.

2011. 3.

2009. 1.

2008. 3.

2007. 3.

2004. 12.

2002. 1.

2001. 1.

2nd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to the French Republic

Deputy Minister for Multilateral and Global Affairs, MOFA

Special Advisor to the Minister, MOFA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 and Sherpa for the Nuclear 

Security Summit

Special Advisor to the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 

for UNESCO Affairs 

Head of Preparatory Secretariat for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2014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to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Director-General for South Asian and Pacific Affairs, MOFAT

Director-General for Planning and Management, MOFAT

Senior Assistant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Protocol Affairs, Office of the President

Minister-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Counsellor, Korean Embass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retary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 U.S.A.

B.A.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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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1999. 3.

1995.12.

1989. 1.

1983. 6.

1983. 4.

Director, Southwest Asia and Oceania Division, Asian and Pacific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Assistant Secretary, Office of the President

First Secretary, Korean Embassy in the Kingdom of Thailand

Second Secretary, Korean Permanent Observer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U.S.A.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Passed High Diplomatic Servic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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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Linking NDCs with SDGs

to Cope with Global Challenges 

Session 1

NDC 와 SDGs를 연계한 글로벌 전략과 대응 과제

Presentation

Moderator

Discussion

발표

좌장

토론

헬렌 마운트포드 World Resources Institute 부소장
Helen Mountford
Vice President, Climate
and Economics,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GGGI 사무총장
Frank Rijsberman
Director-General,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Lee Tong-q
Director-General for Climate Change, Energy, Environment
and Scientif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Ahn Yoon Gih
Senior Vice-President of POSCO Research Institute 

윤제용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원장
Yoon Jeyong
President of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Kim Choony
Executive Director of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 Management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Simon Smith
Brit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Strategy for Green Transformation and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and Achieving SDGs

15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Frank Rijsberman
GGGI 사무총장

좌장 Moderator

Director-General,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약력 | Summary

Dr. Frank Rijsberman leads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in supporting governments transition towards a model 

of economic growth that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socially inclusive. With over 30 years’ experience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poverty reduction with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hilanthropic 

foundations, Dr. Rijsberman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stitute, on October 1, 2016.

In his role, Dr. Rijsberman engages with senior international stakeholders to drive the green growth agenda and help mobilize 

finance for climate a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n advoca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r. Rijsberman is 

focused on supporting GGGI Member and partner governments to implement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under the Paris Agreement and achieve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targets.

Prior to joining GGGI, Dr. Rijsberman served as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Consortium. In this role, he led CGIAR’s transformation from 15 independent research centers towards 

a single integrated organization. This included a process of cultural and institutional change towards results-based 

management,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Consortium’s 2016-2030 Strategy and new portfolio of research programs 

for 2017-2022, building an integrated organization and governance structure, and developing its policies and proced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From 2010 to 2012, Dr. Rijsberman was the first Director of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where he developed a strategy to help achieve universal access to sustainable 

sanitation services using radical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ve market-based mechanisms. Dr. Rijsberman also has 

worked as Program Director at Google.org, the philanthropic arm of Google, where he led grant making in the public health 

initiative and was responsible for programs and partnerships in health, disaster response, geo-informatics,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Before working at Google, Dr. Rijsberman was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an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with HQ in Colombo, Sri Lanka.

He holds a PhD degree 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planning from Colorado State University (US) and a MSc and 

BS in Civil Engineering from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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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마운트포드

Helen Mountford
World Resources Institute 부소장

발표1 Presentation 1

Vice President, Climate and Economics,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약력 | Summary

Helen Mountford is the Vice President for Climate and Economics at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The Climate team helps policymakers, businesses and civil society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identify and advance the deep structural shifts needed to 

successfully address climate change. The Economics team supports work across WRI by integrating 

an economics approach as appropriate to strengthen the underlying analysis and impact of our work. 

Helen is also Program Director for the New Climate Economy project, the flagship initiative of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 that provides independent and authoritative evidence on 

actions which can both strengthen economic performance and reduce the risk of dangerous climate 

change. Helen previously worked as Deputy Director of Environment for the OECD advising governments 

on policy reforms, and overseeing work on green fiscal reform, climate change finance and economics, 

fossil fuel subsidy reforms, green growth, water pricing, biodiversity incentive measures, and economy-

environment outlooks and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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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스미스

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학력 | Education

약력 | Summary

Brit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16 - 2017

2015 - 2016

2012 - 2015

2007 - 2012

2004 - 2007

2002 - 2004

1998 - 2002

1997 - 1998

1995 - 1997

1994 - 1995

1992 - 1994

1989 - 1992

1987 - 1989

1986 - 1987

1986

1981 - 1986

Language training (Korean)

FCO, Leader, Review of Buildings Security

Kyiv, Her Majesty’s Ambassador

Vienna, Her Majesty’s Ambassador & UK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FCO, Director, Russia, South Caucasus and Central Asia Directorate /Head of Eastern Department

FCO, Head of North East Asia & Pacific Department

Moscow, Counsellor (Economic/Commercial)

Language training (Russian)

FCO, Deputy Head of Southern Europe Department

FCO, Speechwriter to the Foreign Secretary

FCO, Head of Nuclear Policy Section, Security Policy Department

Tokyo, Second Secretary, later First Secretary

Language training (Japanese)

FCO, Assistant Desk Officer, East Africa Department

Joined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Department of Employment

Wadham College, Oxford University, MA in Modern Languages

발표2 Presentation 2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Strategy for Green Transformation and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and Achieving SDGs

33



34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기념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to Celebrate 2021 P4G Seoul Summit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Strategy for Green Transformation and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and Achieving SDGs

35



36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기념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to Celebrate 2021 P4G Seoul Summit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Strategy for Green Transformation and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and Achieving SDGs

37

학력 | Education

약력 | Summary

2021. 3.

2019. 6.

2018. 1.

2014. 12.

2011. 12.

2010. 6.

2005. 6.

2002. 7.

1996. 5.

1996. 4.

Director-General for Climate Change, Energy, Environment and Scientif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 Scientific Technology Bureau, National Council 

on Climate and Air Quality (NCCA), Seoul, Korea

Director, Climate Diplomacy and Green Economy Division, Climate Change, Energy, 

Environment and Scientific Affairs Bure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Deputy Consul-General, Korean Consulate General in Hamburg, Germany

Counsellor, Korean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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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ecretary, Korean Permanent Delegation to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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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Vice-President
of POSCO Research Institute

<The Present>

•The Carbon Neutral Industry Transition Committee/Steel Section (the Ministry of Industry)(‘21~)

•The Carbon Neutral Standard Strategy Committee (The National Agency for Tech. and Standards)(‘21~)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Climate and Environment(‘20~)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ISO TC 207/SC4 (EPE) Secretary and ISO14030-3 Korean Mirror Committee’s Chairman

•The Society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vice President (‘20~)

<The Past>

•POSCO Energy/Environment Biz.’ Head of Department  / The assistant for the President(‘17~’19)

•The Public-Private Low Carbon Social Transformation Vision Forum/ Chairman of the industrial Division

(’19) (by KMoE)

•The expert committee member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Industry & Economy)(‘09~’19)

•The 3rd National Energy Basic Plan/ Demand Management Committee(‘18)

•The Presidential Council on Green Growth/An Expert of the Green Technology Division (‘09)

•The Presidential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 An Expert of Energy Efficiency(’08)

•An Expert (Korean Mirror Committee) of ISO 14001(EMS), 14031(EPE), 26000(Sustainable Development),

50001(EnMS) (‘95~’15)

Ph.D) Erasmus University (The Strategy for Corporate Sustainable Development) (‘07)

MA) Korea University (The Applied Economics) (‘91)

토론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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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패러다임 하, 탄소중립 및 순환체제를 바탕으로 그린딜(녹색성장) 지향

(1) 「2050 탄소중립비전」 실현을 위해 “How to Do”에 집중해야. 특히,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체제를 바탕으로 성장전략

(예, 그린딜)으로 이해 필요

○ 글로벌 사회는 2030 NDC에 이어 2050 탄소중립비전 선언 → 전세계 저탄소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에는 공감

○ 이제, ‘그린 E (재생E+그린수소)’로 에너지전환을 전제로 저탄소 공정 및 제품 (+ 순환제품)의 개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교한 계획과 글로벌 시장조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

→ 단순 주장을 넘어 실제 가능한 로드맵이 전제로 할 때, 탄소중립비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미래 투자가 좌초자산이 안될 듯

→ ‘저탄소·순환제품’의 시장의 창출 및 조성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저탄소 및 순환경제로 체계적

이행 필요.

※ 특히, 저탄소·순환제품 시장은 정책에 의해서 큰 영향 받음. 이에 각국은 정치적 여건과 관계 없이 지속적인 감축

/개선 노력 시현 필요

○ 그리고, 탄소중립 및 순환제품 기술개발과 시장조성은 투자자 등 금융 참 여가 반드시 있어야 신성장 등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에 성공 가능.

- 글로벌 사회는 UNEP FI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의 역할에 관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그리고, G20 재무부 장관은 UN PRI (Principle on Responsible Investment) 즉 투자자의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ESG 

관점의 수탁자 책임투자(stewardship)를 강조(2006→2008→2019~).

→ 실제, EU는 탄소중립 및 순환 정책 하 신성장 전략으로 EU 그린딜을 선언하고(‘19.12.), ESG 관점 하 투자대상의 

기준을 산업별로 세분화한 기준 Taxonomy를 법제화(regulation) 하였음(’19.말).

→ 그리고, 약 5,500조원(재정 1,500조원+민간 4,000조원)을 탄소중립 및 순환제품에 투자겠다고 선언 (‘20.5.). 

나아가, 폐플라스틱,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EU ETS의 유상할당 등을 통한 자금을 EU 역내 산업의 육성 및 재생에 

활용하겠다고 하였음 (다음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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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탄소시장 및 순환제품 시장 조성과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서 「파리협정」 제6조(국제시장메커니즘)을 적극 

활용 필요

○ 최근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IPCC 1.5°C 특별보고서 권고사항 (2010년 기준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을 

고려하여 2050 또는 2060 탄소중립비전을 선언하고,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2030 NDC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한국도 ’20.12월에 2050 탄소중립비전을 UN에 제출하였고, 또한 갱신된 2030 NDC는 2017년 (7억 910만톤) 

대비 24.4% 감축해서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36억톤으로 제한하기로 했음(과거년도 대비 총량기준).

※ (‘16.11월 제출 2030 NDC) 2030년 예상배출총량(BAU) 대비 37% 감축해서 5.36억톤 달성 (미래 배출량 대비 

감축하는 BAU 방식)

<고려사항> 기준년도 대비 각국의 온실가스 연간 감축률 (감축속도)

- 기준년 1990년 고려 시, EU의 연간 감축률은 1.4%(=55%/40년)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음.

- 한국의 경우 기준년 2017년 고려 시, 연간 감축률은 1.9%로, EU 보다 높고 미국(2%)과 유사한 수준

○ 그런데, 한국은 기존 시설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 추가로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고,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신규 시설의 

도입과 에너지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단 기간에 감축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

○ 2030년 NDC 목표는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하고 개도국의 SDGs 지원하는 환경 건전성이 높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용방안을 적극 고려 필요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인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파리협정」 제6조의 활용을 저탄소 산업구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임.

- 이에, 일본, 싱가폴이 주조하고 있는 「파리협정」 제6조 RuleBook 개발작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필요

→ 「파리협정」 제6조의 취지(기술개발과 국제시장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성장지향)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대를 제품 및 재활용 인프라구축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

→ 일본은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에 2010년 전후하여 Joint Crediing Mechanism을 기획하고 「파리협정」 

6조에 포함. 당시 많은 국가가 회의적이었으나, 결국 「파리협정」 6조에 반영되었음. 현재, 일본, 스위스, 싱가폴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 NDC 계획 수립 (첨부).

→ 또한, 일본, 싱가폴은 금년 12월 COP 26(영국)에서 확정될 「파리협정」 제6조 RuleBook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3) 저탄소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및 그린딜을 위해서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는 기본임. 이를 위해 투자자의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ESG 관점의 수탁자 책임투자(stewardship) 자본의 유입은 반드시 필요

○ 즉, 온실가스 감축도 촉진하면서 새로운 저탄소기술 및 인증시장 창출 등 탈동조화에 기여해야 함. 이를 위해서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가용기술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를 중심으로 투자의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수한 제품기능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 산업의 역량, 특히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의 지속가능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BAT 투자기준은 탄소중립시대에 있어 

우리산업 국제경쟁력 및 금융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단추일 수 있음.

→ ISO는 최근 ISO 저탄소투자기준(Taxonomy) 국제표준에 전과정사고 하, BAT에 근거한 투자기준 반영 (금년 6월말 

또는 7월초 확정 예정)

→ 이는 ISO 국제표준의 환경라벨링 Type I, II, III 국제표준 특히 Type III (EPD 또는 환경성적표지제도)와 일관될 수 있음.

구 분 E U 미 국 일 본 한 국 중 국

탄소중립 목표연도 2050 2050 2050 2050 2060

'30년 감축목표 ‘90 년比 △55% ‘05 년比 50~52% ‘13 년比 46% ‘17 년比 24.4% 피크 도달

'30년 목표달성속도 년△1.4% 년△2.0~2.1% 년△2.7% 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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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OECD의 공정 중심의 PPM(Production & Product Method)를 넘어 21세기는 EU의 IPP(Integrated Prodcut 

Policy) 하 제품중심의 환경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조만간 EU 집행위가 발표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을 견제하면서 우리의 지속가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음. 글로벌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면서 제품의 거래 및 교역에 기반하여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음.

(4)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비전” 시대는 구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임해야 할 것임.

○ 2030 NDC는 지구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일부를 줄이는 것이고, 2050 탄소중립비전은 지구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한 양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

-  2030 NDC : 공정 중심의 사업장의 감축 강조. 이에 Scope 1, 2에 초점 (공정 및 사업장 중심의 제도 구축)

- 2050 탄소중립비전 : 국가 차원의 그린전력, 그린수소 등의 인프라의 확충을 전제로 개별기업(사업장) 공정과 함께 제품 

중심의 글로벌 차원의 감축 강조. 즉, 개별기업으로써 감축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개별기업(사업장)의 

감축에 초점을 두는 2030 NDC와 구별되어야 하며,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Scope 3의 감축이 매우 중요 (현재, 

전과정 평가 및 Type I, II, III 라벨링 정도의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중이며 확대 예정).

○ 즉, 2050 탄소중립 실현은 Scope 3의 감축에 의해서 좌우됨. 그러나, Scope 3는 측정/산정 등에 어려움으로 2030 

NDC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 대상에서는 제외. 

- 그러나, 2050 탄소중립비전 실현과 함께 탄소중립 및 순환 제품의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저탄소 및 순환 제품 등과 연계한 avoided emission (사회적 감축) 등은 탄소중립 시대에는 의미 있는 

감축방식으로 고려 필요

→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논의 확산에 따라 제품 관련 온실가스 측정 또는 산정 그리고 이에 대한 가치를 넘어 

가격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참고사항

■ 「파리협정」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제6조), 2030 NDC 목표 달성에 국제협력 활용을 강조

◎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목표를 상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NDC를 달성하는 것을 허용 (제6조)

◎ 유치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전성을 달성하고, 지원국은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물(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을 통한 비용효율적인 감축으로 NDC를 상향할 수 있음.

◎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의 연구1)에 따르면,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하여 국가간 협력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기존 NDC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2030년 기준 약 275조원(2.5천억USD)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활용한다면 추가적으로 50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1) https://www.ieta.org/resources/International_WG/Article6/CLPC_A6%20report_no%20crop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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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파리협정」 제6조 활용 사례

◎ 일본 약 1억tCO2의 해외감축실적을 NDC 목표 달성에 활용

- 일본 정부는 2010년 전후 Joint Creditign Mechanism(JCM)을 기획하고 「파리협정」에 반영 기획 (주변국과 협력도 시도)

- 2013년부터 개도국과 JCM을 시작해서 2021년 4월 까지 17개2) 국가들에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 중 

(JCM의 여건 조성)

- 일본 NDC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감축실적을 제외하고, 일본 정부의 해외 감축실적 확보량만 0.5~1억톤을 NDC 

목표달성에 활용한다는 계획

◎ 스위스 NDC 감축목표 중 약 25%를 파리협정 제6조를 활용해서 달성

- 스위스의 파리협정 NDC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감축할 계획

- 감축량의 최소 75%(1990년 대비 37.5% 감축)는 국내에서, 나머지 25%(1990년 대비 12.5% 감축)는 해외 감축 

실적을 활용해서 달성할 계획

◎ 싱가폴은 Carbon Service Hub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

- 싱가폴 재무부 장관(Mr. Heng)은 2020년 10월 의회 발표에서 아시아의 탄소시장 서비스 허브를 국가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고 언급3)

- 싱가폴 총리실 산하의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NCCS) 에서도 탄소시장 서비스를 국가적 사업 기회로 언급

- 이를 위해 싱가폴 정부기관인 경제개발위원회(EDB)와 엔터프라이즈 싱가폴(ESG)에서 자국의 탄소배출권 사업 

개발업체들과 협력 중

■ 싱가폴, 일본, 「파리협정」 제6조 RuleBook 개발 주도 계획

◎ 파리협정 제6조 Rulebook은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정

2) 몽고,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팔라우, 캄보디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필리핀

3) https://www.businesstimes.com.sg/government-economy/singapore-budget-2020/singapore -wants-to-be-asias-carbon-services-hub- dpm-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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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용

Yoon Jeyong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원장

학력 | Education

약력 | Summary

President of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990. 3. - 1993. 2.

1989. 3. - 1990. 2.

1980. 3. - 1984. 2.

2018. 12. - Present

2000. 3. - Present

2015. 3. - 2019. 1.

2015. 1. - 2017. 12.

2015. 1. - 2016. 12.

2013. 1. - 2016. 12.

2007. 1. - 2008. 12.

2000. 8. - 2001. 12.

1998. 2. - 2005. 12.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Presi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n Dep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Academic Society for Appropriate Technology                           

•President 

Asian Institute Energy and Environment Sustainabil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Member of the committee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                                       

•President 

Citizen’s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Director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Member of the committee in water resource Dept.

Advisory Committee for Ministry of Environment                       

•Member for waterworks of Seou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D in Civil Engineering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MSE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BS in Chemical Engineering 

토론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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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SDGs의 성격

-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목표였던 밀레니엄발전목표(MDGs)가 종료되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최대 공통목표를 17개로 설정한 것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다.

- UN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목표의 틀로 ‘지속가능발전’을 상정했는데, 이는 환경, 경제, 사회라는 3개의 축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세대의 필요를 추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개념 속에는 태생부터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지가 굳건하게 

내재화되어 있다.

- SDG의 17개 목표는 인류 보편의 문제에 더하여, 환경, 경제, 사회라는 지속가능발전의 3개 축에 따라 나눌 수 있겠다.

① 인류 보편 문제 : 빈곤(1), 기아(2), 질병(3), 교육(4), 성평등(5)

② 환경 문제 : 물(6), 청정에너지(7), 지속가능도시(11), 책임있는 소비/생산(12), 기후변화(13), 해양·육지생물(14, 15)

③ 경제·사회 문제: 고용(8), 산업혁신(9), 불평등(10), 평화/정의/제도(16) + 16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17)

□ SDGs와 기후변화 대응

- SDG의 목표 중 기후변화 대응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13번 “기후행동”이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기후취약성이 높은 개도국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13번 목표의 골자이다. 이에 더하여, 7번 

청정에너지, 11번 지속가능도시, 12번의 책임있는 소비/생산(자원순환)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 하지만 사실상은 SDG 17개 목표 전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의 결과 가속화되는 폭염, 

태풍, 가뭄, 폭설, 한파, 강풍, 해수면상승 등에 의해, 물 부족, 식량 부족, 질병의 확산, 빈곤층 증가, 취약계층 및 공동체의 

붕괴, 양극화, 난민 발생, 분쟁 확산 등의 문제가 함께 심화되는 것이 기후위기의 특징이 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넘어, 안보·경제·사회 문제의 전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촉진인자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SDGs의 주류화·내재화이다. 즉, 모든 개발협력 활동 속에는 개발대상국의 

경제발전 뿐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당연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속가능성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보편의 가치이다. 이런 접근으로 생각해 볼 

때, SDGs의 모든 활동 속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원칙이 주류화·내재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큰 프레임이자 목표는 “2050년 전지구적 탄소중립의 달성”이다.

□ 탄소중립의 전지구적 주류화 추세

-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량은 흡수 또는 

포집·활용·저장을 통해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른 말로 순배출량 제로라는 의미에서 

“넷제로”라고도 부른다.

- 2019년 EU가 유럽그린딜에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한국 역시 작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국가목표로 선포했으며, 작년 말 발 

빠르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으며, UN에 제출할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의 감축목표 상향도 올해 중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탄소중립의 기점이 2050년이 된 것에는, 2018년 10월에 채택된 IPCC의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C>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파리협정에서 최선의 목표로 삼은 1.5°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에 최소 45% 감축,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 결과적으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보면 1.5°C 보고서의 권고에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탄소배출량 

대비 2030년에 45% 감축, 2050년에 탄소중립 달성”이 매직넘버이다. EU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 역시 2005년 대비 2030년 52%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최근에 목표로 선포했다. 

일본도 2013년 대비 2030년 46%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잡았다. IPCC 특별보고서의 권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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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IPCC 보고서에 부합하는 2030년 목표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목표는 2017년 대비 2030년 

24.4% 감축인데,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 감축에 해당되어, 다른 탄소중립 선언국과 비교할 때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며칠 전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서한을 보내서 2017년 대비 

50% 감축으로 한국의 목표를 두 배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의 

탄소고착상태를 풀어야 한다. 한국의 목표 상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SDGs와 탄소중립의 연계와 상호작용

- 정리하자면, SDGs와 탄소중립은 다음의 세 가지 지점에서 상호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SDGs는 13번(과 7번) 목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즉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은 SDGs의 

17개 목표 중 하나가 구체적으로 프레이밍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둘째, SDGs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원칙 속에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17개 목표 전부에 기후변화 대응이 주류화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후의 경제발전은 저탄소경로를 

택해야 한다는 “녹색회복” 개념이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차세대 육성산업은 녹색산업이어야 한다는 “그린뉴딜” 역시 

앞으로 모든 경제발전의 경로 속에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발상의 산물로 볼 수 있다.

- 셋째, SDGs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즉 ODA의 원칙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는데, 결국 개도국의 

저탄소발전 경로 견인의 필요성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최빈국이나 도서국,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측면에서 SDGs와 전지구적 탄소중립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그린ODA”라고 부르는 분야로서, 전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자체적 감축노력을 넘어 개도국/빈국의 

저탄소 발전 및 기후회복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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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이

Kim Choony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학력 | Education

약력 | Summary

Executive Director
of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 Manag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DMZ, Protected area and Bio Diversity, Waste Issue .

Current Position at KFEM : Executive Director (2021 ~) 

Vice Executive Director(2014~)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 Management (KFEM), Seoul, Republic of Korea 1995-2014                

Vice Executive Director & Chief of International Affairs& Policy Planning (2014 ~); Chief of International Affairs 

(2000-2013); Chief of Green Life Movement Team (1999); International Coordinator (1997-1998); Public 

Information Coordinator (1995-1996)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GA, USA 

Master of Public Policy, August 2013 

Yale University, School of Forestry & Environmental Studies, New Haven, CT USA

Master of Environmental Management, May 2007 

Concentration: Eco-Economics and Environmental Polic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honnam University, Gwangju-city, Republic of Korea

Bachelor of Arts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990

토론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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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area: Climate Change, Demilitarized Zone (DMZ) conservation, USA military bases issue in the Asia Pacific, 

land conservation, I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Earth day, Environmental Forum of Asia Europe Summit 

Meeting (ASEM),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NGOS, Wetlands 

Conservation, Amazon conservation, Organizing Climate Yathra , Bio Diversity issue in Korea, Korea-Japan Bio 

Diversity Network, China-Korea-Japan Biodiversity Network, East Asia climate work, Korea-Japan Ramsar network, 

World Wetlands Network 

•Experienced working with the United Nations 

- NGO Delegation to the Commi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 NGO Delegation to the regional, international processes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organized by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Asia Pacific (ESCAP),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an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 Wrote the Asia Pacific NGOs’ statement to the 5th Global Civil Society Forum with UNEP ROAP

(UNEP Regional Office of Asia Pacific)

- Organized the 5th Global Civil Society Forum in collaboration with UNEP

- NGO Delegation to the 6th Global Civil Society Forum of UNEP

- NGO delegation and implementing awareness raising program (ARP) to Environmental Strategic Analysis (SAP)

of the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by UNDP/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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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녹색전환을 해야 하는가 ?

•멸종을 멸하기 위해서 “Extinct Extinction"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위해서 ⇒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2. 전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3. 결혼케익1)

1) 생태계는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음(Rockström and Sukhdev)

① 생태계 (Biosphere) 6, 13, 14, 15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목표 6),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목표 13),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목표 14), 육상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목표 15)

② 사회(Society) : 1. 2, 3, 4, 5, 7, 11. 16

•빈곤퇴치(목표 1), 기아방지(목표 2), 건강과 웰빙(목표 3), 질좋은 교육(목표 4).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목표 5),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목표 7),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목표 11), 평화 및 정의(목표 16)

③ 경제(Economy) : 8, 9, 10, 12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목표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목표 9), 불평등 완화(목표 10), 소비와 생산(목표 12)

④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2020년 GDP가 4.4% 하락하는 동안 군사비는 2.6% 증가함.

1) https://www.stockholmresilience.org/research/research-news/2016-06-21-looking-back-at- 2016-eat-stockholm-food-foru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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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항 전진(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면, 인간의 생존도 위협당한다“by threatening biodiversity, humanity threatens its own 

survival.”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COVID 19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저탄소, 복원성있으며, 포용적인 개발은 탄소배출저감, 자연자원보호, 더 나은 직업, 양성평등 확보, 불평등 완화에 기여

1) 목표별 진단

•목표 1(빈곤퇴치) : COVID-19, 분쟁, 기후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어려움. 이를 위한 정책이행 필요

•목표 10(불평등 완화): 가난한 나라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10년전 상황으로 변화. 2020년이 가장 많은 난민수를 기록함.

•목표 4(질적인 교육): 팬데믹은 어린이들의 학습과 복지에는 세대간의 재앙(“generational catastrophe”) 

•목표 12(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오염위기라는 지구위기를 

가속화시킴(the three planetary crises: the climate crisis, the biodiversity crisis, and the pollution crisis.”)

5. 기후소송을 통해 본 녹색전환의 필요성 2)

•기후위기 유발자들이 갖는 세가지의 위험: Physical risk, Transition risk, Litigation (legal) risk

1) 기후변화는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 기준, 책무의 원천.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책무를 가진 국가들의 국제적 책무는 탄소세, 특정물질·제조공정 규정등과 같은 새로운 법률

체계를 양산중. 이러한 법, 규정집행을 통해 단속조사, 조치, 벌금 또는 소송 증가.

2) 파리협정 채택 이후, 확산일로에 있는 기후소송건수

1986년에서 2020년 사이 1,727 소송 건수가 기록되었고 이중의 1,308은 미국, 419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소송. 

소송건수의 50% 이상이 2015년 이후에 진행됨.

•2007년 이전: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소송

•2007-2015: 유럽국가와 법정에서 기후 소송 급증. 주요하게 정부의 기후정책 강화 및 기업의 기후변화 유발에 관한 

불법행위 소송

•2015 이후: 기후소송의 국제적 확장. 새로운 요구 조건도 등장. 기후변화와 인권, 기업의 책무성 관련. 정부와 기업의 

좀더 높은 목표 달성을 촉구

3) 다양하게 전개되는 기후소송

기후정책들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인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 다양한 그룹이 원고가 되어 정부와 기업을 제소함.

•정부 : Urgenda 재단 v. 네덜란드 정부, Friends of the Irish Environment v. Irelandand, Ashgar Leghari v. 

Federation of Pakistan.

•기업: 뉴욕시민v. 엑슨모빌, 영연방 v. 엑슨모빌, BP p.l.c. v. 볼티모어 시장과 시의회

5) 기후소송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의 7가지 요인 ① 증가하는 물리적 혹은 전환과정에서의 리스크 ②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증진 ③ 정부, 기업, 투자자들의 강력한 기후 확약사항 ④ 기후소송을 가능케 하는 재원 확보 ⑤ 법적 의무의 진화

⑥ 기후변화 관련 과학의 발전 ⑦ 경제회복과 기후 관련 행 동 관련 COVID-19과의 관계

6) 아이디어, 전략을 만들어내는 기후변화 소송은 지극히 국제적 현상.

7) 기후변화분쟁은 대안 분쟁 해결 메카니즘의 일환.

6. 전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7. Mission Possible or Mission Impossible

2) climat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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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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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Kim Il Chung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좌장 Moderator

Co-Chair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of City of Seoul and Co-Chair of NAFCC

약력 | Summary

Academic Positions

Assistant Professo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otsdam U.S.A. (1982-1985)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1985-2016; Currently, Professor Emeritus)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ergy, Kyoto University (1999) 

Director, Ecology Research Center, Dongguk University (2005-2013)

Dean,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2006-2011) 

Academic Activities

Editor, The Korea Journal of Resource Economics (1995-1997)

President, the Korean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1997-1999) 

President, East Asian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2014-2015)

Vice President, Korean Academy of Environment Science (2012-2018) 

학력 | Education

1984

1979

1975

University of Kansas, PH.D (Economics)

University of Kansas, MA (Economics)

Yonsei University, BA(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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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rvices

Co-Chair,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City of Seoul (2020-Present)

Co-Chair,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2007-Present)

Chair, Sub-committee of Citizen Hearing, Civilian Committee for Chong-Gye River Rehabilitation, City of Seoul (2002-2004) 

Member, Civilian Committee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Office of Prime Minister (2001- 2004)

Member, National Energy Committee (2006-2008)

Chair, Advisory Committee for Digital Forecast,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08)

Member, Central Committee for Environment Policy, Ministry of Environment (2013-2017)

Member, Board of Director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4-2018)

Chair, Board of Directors, Citizens’ Movement for the Environment Justice (2016-2020) 

Member, Advisory Committee,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 Conference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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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윙클러

Peter Winkler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겸 경제공사

Deputy Head of Mission
and Head of the Economic Department,
Embass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발표1 Presentation 1

약력 | Summary

Peter Winkler is Deputy Head of Mission and head of the Economic Department at the German Embassy in Seoul. 

He holds a Bachelor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2015 to 2019 Mr Winkler was Dean of Faculty at the Federal University of Public Administration/German 

Foreign Office Academy and was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of junior diplomats (three-years-Bachelor-study program).

After joining the diplomatic branch at the German Foreign Office in 2006, Mr Winkler was posted to Seoul (First 

Secretary Political Affairs, 2006 to 2009), Berlin (Human Resources Department, 2009-2012) and the German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Political Counsellor in the field of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2012-2015, Vice-Chair of the First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in 2013).

Previous postings as consular officer include Seoul (1992-1994), Kinshasa (1995-1999) and Caracas (1999-2002).

Mr Winkler is married to a Korean citizen and has two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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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Kim Hong-jang
당진시장, 지속가능발전지방부협의회 회장

Mayor of Dangjin City
and Chairman of the local Government`s Alli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약력 | Summary

학력 | Education

Master's Degree in Policy Science,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Bachelor´s Degree in Politics and Sociology, Kyung Hee Cyber University

Graduated from Namdaejeon High School

Graduated from Dangjin Middle School

Graduated from Godae Elementary School

발표2 Presentation 2

2018. 7. 1. - Present

2014. 7. 1. - 2018. 6. 30.

2010 - 2014

2006 - 2010

the 3rd Mayor of Dangjin City (in the 7th term of popular election)    

the 2nd Mayor of Dangjin City (in the 6th term of popular election)  

the 9th Member of Chungcheongnam-do Provincial Council

the 8th Member of Chungcheongnam-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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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해

Jeong Eunha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직무대행

Director of Green Transition Policy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약력 | Summary

학력 | Education

2004 

1994

M.A in Environmental Studies (Forestry), Yale University

B.S in Biology and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s Eunhae Jeong is currently a director of green transition policy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She recently coordinated the establishment of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and is keen 

on making policies to make synergies between the SDGs and Climate Actions.

She worked for the Korean government over two decades in the various posts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fice 

of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She actively engaged in international discourse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She worked for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for four years as Senior Development Management Expert. During her time at the 

UNOSD, she led various capacity development activities to assist countrie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ly agre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pplying integrated approaches for envisioning, plan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She served as a Council member o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from 2011 to 2012.

Ms Jeong holds a Masters of Science from School of Environment, Yale University, and a Bachelor’s degrees in 

Biology and Educ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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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 글로벌 목표로 대두되면서 Just Transition(공정한 전 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탄소경제로 가는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용성을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킨 K-SDGs를 2018년에 수립하였습니다. K-SDGs는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UN-SDGs 중 

절대빈곤, 국민 영양결핍, 야외배변, 여성할례 등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 지표는 제외하고, 저출생 극복, 만성질환 대비,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등의 신규 지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K-SDGs를 수정•보완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포용사회로 나아가려는 국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UN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념을 담아 이행체계와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환경부 소속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어 지속가능발전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K-SDGs 이행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별 주요 민관협력 실천사업들을 K-SDGs 목표들과 연계하고, 

목표별 대표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당진시장님이 발표해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다양한 실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민 실천 사업을 전국의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ESG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SK증권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4조 5천억원 이상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산업은행과 환경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은 매년 

5조원 이상의 탄소스프레드를 발행하여 기업의 저탄소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 기업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 재정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녹색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 활동이 녹색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질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해 녹색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분류체계를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기업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데 애로가 있는 산업과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범부처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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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2019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 기업혁신포럼을 통해 국내외 선도기업의 지속가능 혁신기술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민간단체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탄소넷제로,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탈탄소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사회를 실현하려면 중앙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유엔에서는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라는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K-SDGs를 만들면서 한국형 

MGoS를 통해 이해관계자 그룹별 논의와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슈별로, 지역별로 이러한 

숙의공론화장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도 숙의공론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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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세 링기우스

Lasse Ringius
GGGI 국장

Director of Green Investment Services, GGGI

토론 Discussion

약력 | Summary

Lasse Ringius joined GGGI on November 1, 2016 as Deputy Director and Head of Green Investment Services (GIS) 

in the Investment and Policy Solutions Division (IPSD). Lasse is responsible for the GGGI team which is tasked with 

identification, design and development of bankable projects and green fund structures in GGGI member countries.

Lasse combines more than 25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in green infrastructure and climate finance at, 

among others,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e., the private sector arm of the World Bank Group, the World 

Bank,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Risø Centre, and CICERO, a leading inter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 think tank. Prior to joining GGGI, Lasse worked at the IFC, where he focused on innovative 

climate finance/carbon-linked structures and products. He led the design and October 2016 launch of a first-of-

its-kind $152 million bond for forest conservation issued by IFC and developed new products for carbon trading 

platforms in China. In his assignment at the World Bank, he oversaw the preparation of more than 80 carbon off-

take agreements, worth around $540 million. He has been appointed by the UNFCCC CDM Executive Board as 

international energy expert, has published articles on energy, environment, and climate issues in leading peer-

reviewed journals, and has been a reviewer for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Lasse holds a Ph.D. from the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and was a visiting scholar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riginally from Denmark, he has lived in Italy, Norway, the USA, and most recently the UAE, and has 

worked in Latin America, Sub-Saharan Afric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outh Asia and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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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Technical Sales Consultant and Team Leader, Global Sale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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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Technology,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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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본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ESG 투자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ESG는 이미 1950년대부터 개념적으로 태동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윤리적 투자 활동의 일환인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ESG의 정식화는 PRI 즉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출범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RI는 UN이 지원하는 국제 투자자 네트워크로 2006년 설립되었으며, 이름 그대로 ‘책임 투자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서명한 

투자자 및 금융기관들의 연합체입니다.  서명 기관(signatory)의 수는 PRI 설립 이래 꾸준히 늘어 왔고,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총103조달러를 운용하는 3,038개 기관이 서명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8개 기관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PRI 자산의 성장은 ESG 투자 자산의 성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ESG 자산 역시 특히 2020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ESG 투자 자산이 2025년에는 53조 달러가 넘어 전체 자본시장 140.5조 달러 

중 3분의 1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ESG 투자의 성장의 가장 큰 동력원은 기후 변화 위기의 가시화와 이와 연관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탈탄소 

드라이브 공약입니다.  이는 ESG 중에서도 특히 환경(E), 그중에서도 기후 관련 테마가 압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ESG 투자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임팩트 투자의 동반성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SG 투자는 ESG 측면에 부정적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을 배제하거나, 즉 negative screening이라고 하죠, 또는  긍정적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즉 positive screening, 또는 느슨한 형태에서부터 ESG 요소들을 결합하여 총합적 판단을 내리는 

ESG integration 형태까지 그 강도와 방식에 따라 갈래가 나뉩니다.  그중에서도 임팩트투자는 ESG 투자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데요.  비즈니스를 통해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 전략은 ESG 시장이 성장하고, 그안에서의 적극적 차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뭔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돈이 되는 것보다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ESG가 자본 시장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그 가장 적극적 

형태인 임팩트 투자가 다른 각도로 조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 주제인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의 가시화와 그로 인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방어하자고 결의했으며, 이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되며, 이는 전세계 GDP의 2.5%에 해당하는 거대한 새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 1,245곳이(2021년3월기준) 2050년 혹은 그보다 더 빨리 탄소 배출 중립 즉 netzero에 

도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음. 이는 기업들이 탈탄소 솔루션을 개발 또는 구매해야 할 니즈가 향후 급증할 것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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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탈탄소 솔루션을 Climate Tech라는 분야로 묶는 움직임이 활발히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며, 벤처캐피털분야에서 역시 Climate Tech 분야 투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595억달러의 VC 자금이 투자되었으며, 84% CAGR로 40배 가까이 투자금액이 

성장했습니다. 동기간에 벤처캐피털업계 총 투자액 증가율은 18% 정도였습니다. 5 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이번의 Climate Tech 분야성장은 2006년-2011년의 Clean Tech 투자붐과는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케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합니다.

1. 에너지 분야를 뛰어 넘어 경제 전영역에 걸친 탈탄소 솔루션이 투자대상으로 확대

2. 기후위기의 가시화에 따른 정책 환경의 급변

3. 밀레니얼 세대를 필두로 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

4. 기반 기술(IoT, AI, 재생에너지 등)의 성숙이 성장을 가속화

총투자규모는 40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2019년 현재 Climate Tech 투자비중은 글로벌 벤처캐피털 투자 총액의 6%에 불과해, 

문제와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때 엄청난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ESG 및 지속 가능 투자 자본의 급격한 성장이 Climate 

Tech 상장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면서 M&A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Climate Tech 분야 벤처캐피털투자의 

회수 시장 또한 견고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S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통해 climate tech 영역의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산업 영역에 요구되는 탈탄소 솔루션에는 

1.저탄소에너지솔루션 (ESS 및 분산자원화 솔루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수소 경제솔루션 등)

2.지속가능한 식품 (대체 단백질 및 저탄소 식품 소재, 수직/정밀 농업 등)

3.산업솔루션(저탄소 플라스틱 및 대체 소재, 순환 경제 솔루션 등)

4.카본테크(negative emission 기술 및 탄소자원화, carbon offset 시장 기반 기술 등)

… 이 거론되는데요.

대부분 소재 및 프로세스 기술을 아우르는 B2B 솔루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탈탄소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있는 대기업과,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스타트업과의 긴밀한 협업은 탈탄소 솔루션 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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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Park Sohyeon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5 대학생 참관단원

Korean Youth Delegate of COP25, NAFCC 

토론 Discussion

약력 | Summary

학력 | Education

2016. 3. - 2020. 8.

2018. 9. - 2019. 1.

Chungang University

•Major: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PA: 3.70/4.5

•Double Major: Chinese Trade Management

•Thesis: History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on Climate Finance

Student exchange program in Beihang University

•Completed Chinese Language Program in professional level

2019. 12.

2019. 6. - 2019. 7.

2019. 9. - Present

<Academy>

Student delegate in COP25, UNFCC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Completed in 1st place on 9th Model UNFCCC

<Project Developer>

Ecoeye., Ltc.d.

•Research Assistant for 6 months of global carbon market

•Proficient in CDM methodology and development of offset projects

•Responsible for carbon offse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y

•Consulting on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and enviro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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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ang University

•Major: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GPA: 3.70/4.5

•Double Major: Chinese Trade Management

•Thesis: History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on Climate Finance

Student exchange program in Beihang University

•Completed Chinese Language Program in professional level

<Academy>

Student delegate in COP25, UNFCC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Completed in 1st place on 9th Model UNFCCC

<Project Developer>

Ecoeye., Ltc.d.

•Research Assistant for 6 months of global carbon market

•Proficient in CDM methodology and development of offset projects

•Responsible for carbon offse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y

•Consulting on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and environment policy

2020. 1. - Present

2020. 12. - Present

2020. 10.

2020. 7. - 2021. 1.

2020. 6.

<Relevant Activity>

Big Wave

•Member of Youth Climate change network

•Planner of Sustainable Fashion project

Podcast, ‘Gi.Dae.Ra’

•Guest of ‘Corporate Climate Change’ and ‘COP26 Forecast’ episode

Youtube channel ‘Climate Silence’ with Korean Journal ‘Hankyoreh’

Biweekly update Climate change news to the publi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imate Finance and Industry 2020

Round table panel of ‘Climate action and COVID19’

<Editor>

Fragiled earth

•Weekly translate article related to sustainable fashion EN-KR

Climate crisis resolution of National Assembly

•Youth representative of climate crisis resolution



88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기념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to Celebrate 2021 P4G Seoul Summit

대한민국은 30년 안에 탄소중립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UN SDGs일 뿐만 

아니라 전체 목표의 구심점이다. 특히 IPCC 1.5도 특별보고서는 높은 신뢰도로 인류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각종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우리는 SDG13(기후변화 대응) 이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기후변화와 

연결시키지 못한다. 그 결과 KEI의1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91%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 동의하는 

사람은 약 70%였다. 대다수의 국민이 기후변화를 ‘알고 있지만’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후위기 인식 제고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첫걸음이다.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는 5년 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따로 수립하고 있다. 분리된 정책은 다른 사회적 문제와 고립된 기후위기 담론을 형성해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를 이상기후, 기후재해 등으로 

설명하면서 국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미지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초록색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분명한 상관관계에 있음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의료, 교육, 젠더 불평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전문적이고 어렵게 느껴진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신을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주체로서 인지하지 못하고 국가 혹은 산업의 일로 간주하게 된다. 실상 ‘기후변화’란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으로 

누구도 기후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정부 혹은 시민사회 한쪽만의 노력으로 탄소중립은 절대 달성할 수 없다.

반대로 두 정책이 하나가 된다면 국민들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은 지금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일 것이다. 도시개발계획(SDG11)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했다면 현재의 우리는 재개발 지역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과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화두로 삼았을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미래형 스마트 기술과 

저탄소 산업에 의존하기보다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과 장기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분배한다면 안정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나 재활용 가능한 제품 생산 규정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부분이다. 모든 부문의 

정책에 기후변화가 반영된다면 국민들은 기후변화를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해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이해당사자로서 행동할 것이다. 정책의 통합은 곧 거버넌스의 통합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까지 지금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거버넌스는 분리되어 있다. 두 개의 거버넌스는 비효율적인 인적 자원의 활용과 같은 의제에 

대한 중복된 의사결정으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 거버넌스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라는 말 그대로 한국의 지속가능활동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시민은 국가 위원회에 시민대표 혹은 숙의 공론의 

형태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당진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조정회의에 시민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민(民)과 관(官)이 동등한 지위에서의 조력을 전제로 하지만 오늘날의 민관협력은 정부주도 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다. 정부기반의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을 보장하지만 일회성 보여주기식 활동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기후 행동을 하며 크고 작은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했지만 청년대표로 참여한 일일행사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의사결정자들과 소통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활동을 견제하고 

견고한 민관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다.

시민사회의 관심은 지역의 아고라(Agora)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가 토론의 장이었던 것처럼 시민들은 

사회적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카페를 제외하고 시민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카페 마저도 시설 이용이 제한적이고 참여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시민들은 개인이 경험한 지역의 문제점을 다른 주민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조직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공간은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는 건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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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야의 혁신가들이 입주해 공간 안에서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지역 시민과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공간 

내부에는 비건 카페, 제로웨이스트 등의 생활방식이 자리 잡았다.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연스레 육류 섭취와 환경문제를 

연결 짓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공간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정책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그린 리모델링한 폐건물이나 제로에너지빌딩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문제와 제로에너지 빌딩에 

친숙해질 수 있다. 공간 내부에 탄소중립존을 지정하여 탄소배출이 0인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증진시킬 수 있다. 열린 공간은 정부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민관 구분 없이 시민과 정부 관계자의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부지차제의 기후변화정책 담당자 혹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민관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이면서 약속의 해였다.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수 기업들이 

RE100과 ESG경영에 참여하겠다 선언했다. 이제는 선언들을 현실로 바꿔야 하는 때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꿔야 하지만 민관이 다 같이 고민하고 행동했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 공통된 거버넌스 아래 민관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