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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협상의 특징

기후 변화 협상 추이

Durban 당사국총회(COP17) 성과 및
향후 협상 전망

한국의 국제 경제적 위상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선진국

효과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개도국의

개도국

지구 환경 보호 조치가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권 및 경제성장을

제한해 서는 안 됨D

① 남북갈등 North-South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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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 (right  to development): 
1986년 UN에서 “개발권에 관한 Declaration”으로 채택 한 후,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으로 발전.

위해 개도국의
동참 필요

제한해 서는 안 됨

선진국의 대 개도국 재정
및 기술지원은 의무

D



역사적 책임 과 형평성 Equity 문제

Tragic   IronyTragic   Irony
비극적비극적 아이로니아이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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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회원국 195 개국 참가
참가 국가 최대

정치적인 이슈와 기술적 이슈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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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이슈와 기술적 이슈 혼재
감축 목표를 정하는 정치적 결정과 분야(산림 포함)별

감축방법 산정 등 기술적 난제 산적

50 여개 의 다양한 분과 회의 동시, 병렬 개최
Plenary, Ad-Hoc Working Group, Subsidiary body, Informal, 

Informal-informal, Contact group, Spin-off Group, 
Friends of the Chair, Drafting group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task is child’s play compared with climate change.”
-The Economist  (2009. 11)



섭씨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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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Defense Fund

상승이

마지노선마지노선



산업혁명 이전

280ppm
È

2005년

379 ppm

대기 중 CO₂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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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ppm
È

2011년

392 ppm

매년매년 평균평균 2 2 ppmppm 증가증가



UNFCCC   협상개시˜1990
UNFCCC   협약채택˜ 1992

UNFCCC   협약발효˜ 1994
Berlin Mandate – COP1 ˜ 1995

Kyoto 의정서 채택˜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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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to 의정서 채택˜ 1997
Kyoto 의정서 발효˜ 2005

Bali Action Plan ˜ 2007
Copenhagen Accord ˜ 2009

Cancun Agreements ˜ 2010 
Durban Platform ˜ 2011

구속력 있는 협정 채택 ˜ 2015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합의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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ƒ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설립

„Cancun 합의 이행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합의

2차 공약기간 : 2013-2017년 또는 2020년 까지
참여 국가 : EU,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러시아 캐나다 는 불참 입장 천명
캐나다는 총회 직후인 12.12 교토의정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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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총회 직후인 12.12 교토의정서 탈퇴

구체감축 수준(Numbers) :  2012.5.1까지 선진국은 사무국에 감축목표 제출
⇒ 2012년 12월 COP18에서 각국별 구체감축 수준 채택 예정

문제:2차 공약기간 참여국가와,
불참 선진국간의 감축 노력의 상응성 comparability of efforts 확보

교토의정서를탈퇴한캐나다와기타불참선진국:Copenhagen총회이후 제시한 자발적공약(pledges)준수필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legally binding
Post-Kyoto 감축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

목표 : Protocol, legal instrument 또는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중

11/23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중
하 하나 채택.

 인도, 중국은 협정의 구속력 약화를 위해
“legal outcome” 을 제시.

추진 시한 :
2012년 협상 개시
2015년까지 협정 채택
2020년까지 발효.



①경위
칸쿤 총회(2010.12) :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불 재원 조성 합의
더반 총회 : GCF의 지배구조 관련 결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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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결정 요지
GCF 조기 설치 및 가동

이사국(선진국 12/개도국 12개국) 선정 예정
6GCF 사무국 유치 희망국은 2012.4.15까지 유치 제안서 제출

유치 기준 및 절차 명시
이사회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 과정(open and transparent process)을

거쳐 COP18에서 유치국 승인

③GCF 사무국 유치 희망국가
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폴란드,나미비아 (6개국) 정식 유치의사 표명



제도적 메커니즘
운영규칙에
관한 합의

제도적 메커니즘
운영규칙에
관한 합의

감축이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감축이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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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합의관한 합의
위한 조치.
운영규칙에
관한 합의

위한 조치.
운영규칙에
관한 합의

녹색기후
기금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
기금

(Green Climate Fund)
기술집행
위원회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기술집행
위원회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적응
위원회

(Adaptation Committee)

적응
위원회

(Adaptation Committee)

MRV
측정
보고
검증

MRV
측정
보고
검증 보고

Biennial 
Report

2년 주기 보고서 :
(4년 주기 국가보고서 보완)

보고
Biennial 
Report

2년 주기 보고서 :
(4년 주기 국가보고서 보완)

검증제도
① IAR선진국
② ICA개도국)

InternationalAssessment Review:
InternationalConsultation & Assessment

검증제도
① IAR선진국
② ICA개도국)

InternationalAssessment Review:
InternationalConsultation & Assessment



① 협상이 선진국/개도국 구도에서 산업 강대국(미국, 중국, 인도 등)과
약소국(군소도서국, 최빈개도국, 아프리카)간의 대립구도로 변화

  EU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피해국인 약소국 입장 대변

② 관련 국제기구 기후변화 현상 심화 전망

더반 당사국총회 타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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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국제기구 기후변화 현상 심화 전망

   IPCC : “Extreme Weather Events” 보고서(2011.11)에서
 극한 기후변화 사태 빈발 전망

   UNEP : Copenhagen 총회 이후 각국이 공약한 감축 수준은
 2℃ 목표달성에 60% 불과

▶ Emission Gap 극복이 당면 과제로 부상



� 구속력있는 협정(Post-Kyoto legal framework) 체결 협상

  1 단계 협상 :  Durban Platform 은 협상의 Roadmap으로서
1 단계 협상에 해당 (협상 지향 목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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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있는 의정서 / 법적 문건/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 지향

-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 채택 경위에 비추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



  2 단계 협상 : 협상원칙 합의

�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선진국은 CBDR은 20년 전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변화된 국제 경제 현실을
반영한 동적(dynamic, modern CBDR) 개념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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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동적(dynamic, modern CBDR) 개념이라고 주장

‚ Respective Capabilities (각국의 개별적 능력) :
GDP, per Capita GDP,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등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
수명, 문맹률, 교육, 생활수준 등 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평가하는 자료로서, 한국은 2011년 세계 15위.

ƒ Equity (형평성)



특징 :  
Broad  & Multidimensional 개념
▶ Concept is evolving
▶ 구체 적용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 필요

구성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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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R (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Historic responsibility  /  Polluters pay principle

▶ Respective capabilities 
▶ Needs     
▶ Right to sustainable development ( Right to survival ? )



   3 단계 협상 국가별 감축수준 합의

2 단계에서 합의한 협상원칙을 반영, 

각국별 공평하고 현실적인 감축수준 확정

- Top-down or Botto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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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down or Bottom-up  

National Circumstances 반영 여부

감축수준 상향조정 압력Review (2013-15)

IPCC 5차 보고서 (2014) 



OECD 가입(1996)
  2009. 11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가입

24번째 원조 공여국

 고속성장을 이룩한 선발개도국으로서 선/개도국 가교역할 수행
개도국 중 최초로 G20 개최

GGGI 설립 및 국제기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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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 설립 및 국제기구화 추진

  GDP 규모(IMF, 2011) : 세계 15위(1조 144억불)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순
*구매력(PPP) 기준으로 12위

  1인당 GDP(IMF, 2011) : 세계 31위(23,749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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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2009)



국 가
2010년CO2
배출량(백만톤)

순
위

개 인 당
배출량(톤)

순
위

국 가
2010년CO2
배출량(백만톤)

순
위

개 인 당
배출량(톤)

순
위

중 국 8950 1 6.8 12 브라질 430 10 2.2 16

미 국 5250 2 16.9 2 멕시코 430 11 3.8 14

EU(27개국) 4050 3 8.1 9 사우디 430 12 15.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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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1840 4 1.5 18 호 주 400 13 18 1

러시아 1750 5 12.2 6 이 란 400 14 5.4 13

일 본 1160 6 9.2 8 남아공 380 15 7.6 10

한 국 590 7 12.3 5 우크라이나 310 16 6.9 11

캐나다 540 8 15.8 3 대 만 270 17 11.1 7

인도네시아 470 9 1.9 17 태 국 240 18 3.4 15

자료 :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Long-term Trend  in Global CO2 Emissions (2011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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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