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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
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
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통칭
녹색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
에서 녹색당의 성공 또는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
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온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
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선거 결과가 극히 부진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
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
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으며 일
찍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도 이미 19세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녹색당이 1973년에 창당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대중이 환경 문제를 크게 각성하고 있던 점은
오히려 창당 초기에 녹색당이 입지를 넓히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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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문제였고, 신생 정당보다 역량과
인지도가 더 큰 주요 정당들도 이미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
이다.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 또한 초기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영국 총선은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로 치러지는데, 이 조합은 소수 정당의
당선에 부정적이다.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 또한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
이 맞춰져 있어 초기의 녹색당에 불리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초기 녹색
당이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을 지향하며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점
도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친환경 전환, 내연기관 퇴출, 탈화석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결과로 주류 정치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당 내부의 조직화도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색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간
접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
여 현재 세계적인 녹색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
는 사민당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정책을 성공적으
로 이끌었다. 2021년 총선에서는 제3당에 올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에는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독일의 정치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독일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가 결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
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고, 이는 지역구에서 3석 이상 얻었거나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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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들에 배분된다. 정당보조금 수급자격도 유럽의
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득
한 정당에 주어진다. 이처럼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녹색당의 초기
정치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연방하원 진출 후 제3당으로까지 성장한 데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빈
번하고, 소규모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에 연정에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에 앞장섬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웠다.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이미 1990년대에 의회
진출을 목표로 조직화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 같은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고 고학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녹색당이 2021년 총선에서 다시 연립정
부에 참여하여 주요 연방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녹색당의 존
재감과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끝으로 EU의 의회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녹색당은 꾸준
히 존재감을 키워 현재는 전체 의석의 약 10%를 차지한다. 녹색당의 존재감 확
대는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U의 행정부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현 EU 집행위원회의 6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지지가 급증
한 데 영향을 받았다.

국문요약 • 5

유럽녹색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EU 자체적 요인보다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유사하다. 이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회 의원
선출도 환경정책에 대한 회원국 국내의 관심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EU 자체의 특징 중에는 유럽의회의 정당 지원금이 유럽녹색당의 성공에 기
여하였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연간 총지원금 중 10%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균분된다(고정지원금). 고
정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로,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
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제
도권 정치 내 존재감이 작더라도 주류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권 정치에서 녹색당의 존재감
이 미미한 한국에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빠르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기
후변화법을 근거로 발족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논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 또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
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결과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성향이 바뀌거나
다른 대형 쟁점의 등장으로 관심사에서 밀리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
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화에 서두를

6 •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녹색당의 정책 제안을 주류 정당들이 적극적으
로 흡수하였다. 2019년에 녹색당은 203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정당들도 녹색당
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해온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관련 정책 개발 역량도 클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집단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이 주류 정당의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
는 통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
진에 앞서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
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
적인 정책 대응은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입법될 때 BP 등 동법의 주
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오히려 입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국 또한 녹색
전환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과 제도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향성이 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
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일의 사례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나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중 독일정치의 고유한 특성, 즉 선거제도, 연정 등이 한국
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
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는 ‘반정당의 정당’이어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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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을 거치며 세력 확대를 위해 정당
을 개혁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
로 성장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립정부의 유지를 위하여 일부 주장을 희생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당은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 중산층 정당으로 변하였고, 양대 정당인 기민당, 자민당과 주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내
세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과 같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EU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
로 유럽환경조약과 같이 개인,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녹색
전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또한 공정전환을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홍보도 부족하다.
EU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역
점을 둔 것처럼, 한국정부도 소외 산업과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참여 기회 보
장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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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기후변화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각국 정부
와 국제사회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8년에 ｢기후변
화법(The Climate Change Act of 2008)｣으로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을 법제화하였고, 2019년에 동법 개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였
다.1)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
(carbon budget)’을 5년 단위로 설정하는데, 최근 결정된 제6기 탄소예산
(2033~37년)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78% 감소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또한 2019년에 발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2030년까지 1조 유로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2) 그 일환으로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
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고, 탄소중립을 위한 중기 목표로, 탄소배출
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한다는 입법안 ‘Fit for 55’도 발표
하였다.3)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
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추진 중인데,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5년까지 약 73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4) 또한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1)
2)
3)
4)

영국 국립 공문서관, “Climate Change Act 200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장영욱 외(2020).
장영욱, 오태현(2021).
장영욱 외(20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6. 1), ｢디지털·그린뉴딜…‘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 5), ｢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2021년,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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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하였다.5)
그러나 한국의 현행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
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기존 정
책들과 연계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 한국과 달리 유럽 주요국들이 일
찍부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온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이를
내세운 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70년대의
반전, 반핵 운동의 배경에서 탄생한 유럽의 녹색당은 1980~90년대에 서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제도권 정치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하였고, 최근 기후변
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선거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7) 그
결과 2021년 10월 기준 6개 유럽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에서 녹색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고, 2021년 말 출범
한 독일의 연립정부에도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제3장 참고).8) 지방선거에서
는 녹색당의 선거 결과가 더 좋아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을 맡거나 참여
하고 있으며, 중동부유럽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9)
유럽 주요국 중 특히 독일과 영국의 녹색당이 특징적이다. 유럽녹색당의 초
기에는 녹색당의 정치적 입지가 집권이나 정책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기
보다 기득권에 대한 불만 표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꾼 결정
적인 계기가 1990년대 후반 독일 녹색당의 연립정부 참여였다.10) 독일 녹색당
은 1998년 총선에서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탈원전,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 가격(FIT: Feed-In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9. 2), ｢‘탄소중립법’ 통과···수술실 CCTV 설치｣,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5).
6) 장영욱 외(2020).
7) “How Green-Party Success Is Reshaping Global Politics”(2021. 7.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4).
8) “How green politics are changing Europe”(2021. 10.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2. 4).
9) “Bittersweet victories: The European Greens and the elections of 2021”(2021. 12. 17),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2. 2. 4).
10) “A quiet revolution sweeps Europe as Greens become apolitical force”(2019. 6.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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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ff) 대폭 인상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녹색
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11) 2019년 여름 정당 선호도 조사에서 녹색당
이 기민당, 사민당 등 주요 정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고, 2021년
총선(연방의회 선거)에서 총의석 수 735석 중 118석을 획득하여 제3당이 되어
또다시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하였다.12) 영국의 경우 1972년에 유럽 최초로 녹
색당(당시 이름 PEOPLE Party)이 창당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환경정
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아서 일찍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정치에서 영국 녹색당
의 존재감은 독일 녹색당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한국의 경우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에 대한 지지는 극히 저조하다. 한국
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처음 창당된 것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
고 창당된 녹색평화당이다.13) 그러나 녹색평화당은 해당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고, 후보의 평균 득표율도 2.4%에 그쳤다. 이후 녹색평화당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계 정당인 민주사회당과 합당하여 녹색사민당으로 출
마하였지만 정당 득표율 0.5%에 그쳐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한국 최초
의 녹색당이 2012년에 창당되었으나,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0.48%, 지역구 후보 득표율 2%대에 그치며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 후에
도 2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2번의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켰지만 단 1명도
당선시키지 못하였고, 득표율 역시 나아지지 않았다.14)
이처럼 한국은 현재 유럽 주요국들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 정
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럽 주요국과 달리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공

11) Watanabe and Mez(2004); Comin and Rode(2013).
12) 이현진(2021).
13)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조직이 처음으로 제도권 정치 참여를 시도한 것은 1990년대의 환경운동연합이
나, 환경운동연합은 정당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민병기(2017), p. 216.
14) 민병기(2017), p. 222; 정진웅(2019), pp.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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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은 유럽에 비해 어둡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탄소중립 달성에
는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이 필수적인데, 화석연료의 가치사슬에 직접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에너지원, 재료(플라스틱, 섬유 등) 등을 통하여
화석연료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달성은 적어
도 단기적으로는 대다수 경제주체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
석연료 사용 감축은 에너지 생산단가와 원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내연
기관차와 같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장치의 경제적 효율성을 떨
어뜨릴 것이며, 관련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광범
위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
한 국민의 강한 지지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왔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
한 한국인들의 지지는 현재까지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
후변화 대응 정책이 사회 전반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
개하였듯이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왔고, 환경정
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한국보다 훨씬 큰 지지를 받아온 유럽의 사례는 그
러한 방법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문헌은 한국의 환경 관련 정당이 선거에서 극히 저조한 결과를 받아온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낮다는 것이다. 즉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으므로 환경을 전면에 내세
우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그러한 정당의 선거 결과가 저조하다는 것이
다. 둘째는 선거제도(선거구의 크기, 당선자 결정 방식 등)의 특성 때문에 유권
자들의 관심 정도가 선거 결과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유권자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존 정당들이 이미 잘 반영하여서 환경
정책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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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선 한국인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는
유럽 주요국보다 크게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김영욱, 박단
아, 민혜민(2018)15)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기후변화를 가깝고 큰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재흥, 강수택(2013)16) 또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를 이용하여 한국인들의 환경의식, 환경비용 부담 의사 등이 미
국, 서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 서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환경인식이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치관에서 파생되는 데 반하여, 한국인들의 환경인식은 자신
의 물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것이지, 환경 자체를
위한, 즉 탈물질주의적인 인식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17)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환경비용 부담 의사가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도 알려져 있다. 즉 주요 선진국에
서는 젊을수록 환경비용 부담 의사가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젊을
수록 환경비용 부담 의사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8) 일부 연구자들은 탈
물질주의 가치관 확산이 환경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
건인데 한국에서는 탈물질주의가 주요 정치적 쟁점이 아니므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9)
환경인식과 관련한 한국의 또 다른 특수성은 환경인식이 개인 차원의 행동
으로는 이어지지만 국가 정책에 대한 요구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기후변화 위험을 포함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는 있으
나, 그에 대한 대응을 개인 단위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20) 또한
15) 김영욱, 박단아, 민혜민(2018), pp. 158~160.
16) 박재흥, 강수택(2013), pp. 122~125, pp. 131~134.
17) 구도완(1999), pp. 20~22, pp. 24~26, pp. 28~29; 한상진(2002), p. 156; 박재흥, 강수택(2013),
pp. 122~125, pp. 131~134.
18) 박재흥, 강수택(2013), pp. 122~125, pp. 131~134; 박희제, 허주영(2010), p. 17.
19) 정하윤, 신두철(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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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한국인들은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환경운
동 세력이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지배적이다.21) 박희제, 허주영
(2010)22)은 이러한 특징의 원인을 한국의 기존 환경정책이 개인 단위의 친환
경 행동을 독려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선거제도(선거구의 크기, 당선자 결정 방식 등)의 영향과 관련하여,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single-member district) 단순다수제(plurality)는 단일의제
정당이나 신생 정당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알려져 있다. ‘뒤베르제의 법
칙(Duverger’s law)’으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선거구가 소선거구이고 당선자 결
정이 단순다수제일 경우 선거 결과가 양당 체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 선거구
가 대선거구(multi-member district)이고 당선자 결정이 비례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일 경우 선거 결과가 다당 체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23) 다수의 선행연구는 한국에서 환경 관련 정당이 선거에서 실패해온 주
요 원인으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인 선거제도를 꼽는다.24)
그러나 정진웅(2019)이 주장하듯이, 한국에서 환경 관련 정당의 선거 결과
가 극도로 저조한 원인을 모두 선거제도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의 환
경 관련 정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득표율이 극도로 저조하였다. 한
국의 정당명부비례대표 선거제도와 유사한 선거제도를 실시 중인 유럽 주요국
중에도 한국보다 의회 진출 조건,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이 더 엄격한 경우도 많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 기준의 경우, 환경 관련 정당
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독일도 한국보다 높다. 또한 군소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도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한국보다 까다
롭다.25)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위주인 한국의 선거제
20) 김영욱, 박단아, 민혜민(2018), pp. 158~160; 한상진(2002), pp. 155~157; 박희제, 허주영(2010),
p. 16.
21) 구도완(1999), pp. 20~22, pp. 24~26, pp. 28~29.
22) 박희제, 허주영(2010), p. 21.
23) 정진웅(2019), pp. 116~117; Evrard(2012), p. 278.
24) 정하윤, 신두철(2012); 유진숙(2013); 민병기(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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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환경 관련 정당의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환경 관련 정당이 참여했던 다수의 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모두 극
도로 저조했던 것을 선거제도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기존 주요 정당들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정진웅(2019)에 따르면 한국에서
환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을 때 기존 주요 정당들이 빠르게 각 당의
입장을 정하였고, 그 결과 환경 문제가 주요 정당 간 대립으로 귀결되었다. 대
표적인 사례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
었던 시기를 꼽을 수 있다. 당시 기존 주요 정당들은 각각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빠르게 정하였고, 당의 핵심 인물(예: 문재인 당시 의원)로
하여금 해당 주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을 하였다. 그 결과 탈원
전에 관한 언론의 관심에 있어서도 애초에 탈원전을 전면에 내세웠던 녹색당이
기존 주요 정당에 철저하게 압도당하였다(표 1-1 참고). 미세먼지가 주요 쟁점
으로 부상하였을 때에는 기존 주요 정당들이 모두 빠르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26) 이처럼 한국에서는 환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
였을 때 기존 주요 정당들이 쟁점을 빠르게 선점하였고, 애초부터 환경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정당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표 1-1. 탈원전 관련 언론 노출 빈도
검색어
매체

탈원전, 녹색당 탈원전, 문재인

탈원전,
더불어민주당

탈원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중파(MBC, KBS, SBS)

0

219

95

66

조선, 중앙, 동아

4

770

208

160

경향, 한겨레

40

542

165

106

자료: 정진웅(2019), 표 2.

25) 정진웅(2019), pp. 123~127.
26) 위의 자료, pp.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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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
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한다. 유럽 주요국 중 유일하게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유럽 최초로 녹색당
이 창당된 국가이지만 녹색당의 정치적 성과는 미진하다. 반면에 정부는 적극
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왔다. 독일은 EU의 주요국 중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고,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독
일 녹색당은 창당 이후 꾸준하게 입지를 확대하여 2021년 총선에서 제3당이
되었고, 새 연방정부에도 참여하고 있다. EU 또한 자체적 의회인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를 두고 있는데, 유럽의회에서 녹색당(EGP: European
Green Party)은 총 74석(점유율 9.85%)을 점유하며 4번째로 큰 교섭단체
(political group)를 형성하고 있고, EU의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으로 앞세우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 더 폭넓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앞서 설명하였
듯이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성과가 극히 미미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각각 영국, 독일, EU의 사례를 분
석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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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국

1. 개괄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정부가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도 참고하는 국가이다.27) 영국은 2008년에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 of 2008)｣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을 법제화하였다. 2021년 6월 콘월(Cornwall)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같은 해 10월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6)에서도 영국은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였다. 이처럼 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선도하
게 된 것은 환경정책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력으로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28) 또한 자국의
높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자국의 산업 구조를 친환
경으로 전환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련 기술과 규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
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영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BP, Royal Dutch
Shell 등)은 선제적인 녹색전환을 통한 경쟁력 선점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
기후변화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도 하였다.
환경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영국에서 1973년에 유럽 최초의 전국 단위
환경 정당인 ‘PEOPLE’(현 녹색당의 전신)이 창당되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영국 녹색당은 독일 등 인접국의 동료 정당들에 비해 국내 정치에서
27) 2050 탄소중립, 「국외 탄소중립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28) 「총리 4명 갈려도 변치않는 영국의 탄소중립…한국도 가능할까?」(2021. 4.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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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작은 편이다. 영국 녹색당은 2010년에야 첫 하원(House of Commons)
의원을 당선시켰고, 현재까지도 하원 의석은 하나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정당
인지도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득표율은 여전히 2%대에 머물러 있다.
영국에서 환경정책의 논의와 수립은 주로 양대 정당인 보수당(Conservative
Party)과 노동당(Labour Party)이 주도하고 있다.
본 장은 영국 녹색당의 창당 배경, 발전,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2절은 영국
녹색당의 창당 배경과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고, 3절은 영국정부가 환경정책
을 선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이 정치적으로 부진했던 원인을 분석한다.

2. 영국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가. 환경 문제와 녹색당
영국은 세계 최초로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었고, 그 부작용인 환경오
염도 가장 먼저 겪었다. 특히 수도 런던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세계 최대
도시로 성장하며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석탄이 난방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였고,
1952년 12월에는 심각한 대기오염(Great Smog)으로 만 명 넘게 사망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았고,
정부 개입에 대한 요구도 컸다.29) 이에 영국의회는 19세기부터 환경오염 피해
를 줄이기 위한 환경 규제를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19세기에 이미 ｢매연피해
저감(수도권)법(Smoke Nuisance Abatement(Metropolis) Acts 1853, 1856)｣,
｢알칼리법(Alkali Act in 1863)｣, ｢공중보건(런던)법(Public Health (London)
Act 1891)｣ 등이 제정되었고, 20세기에도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 1956,
29) Museum of London, “Breathing in London’s history: from the Great Stink to the Great
Smo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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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오염 관리법(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등이 제정되었다.
1970년에는 보수당 정부가 최초로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를
설치하였다.30) 이처럼 영국에서는 환경 문제가 일찌감치 당파를 떠나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 문제가 된 것이다.31)
환경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환경을 전면에 내건 정당의 탄생
으로 이어졌다. 1973년에 창당된 ‘PEOPLE’은 유럽 내 최초의 환경 정당이자,
세계에서도 뉴질랜드에 이은 두 번째였다. PEOPLE이 창당된 1970년대는 서
구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무분별한 산업화에 대한 비판, 반전, 반핵 등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어 사회문화적 변화의 열망이 뜨거운 시기였다.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탈물질주의가 결합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담론의 영역이 확장되었
다. 기존에는 환경 문제의 주요 관심사가 보건이었는데, 이 시기를 거치며 환경
문제가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인류의 생존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1968년에 유
럽에서 결성된 지식인 모임인 ‘로마클럽(The Club of Rome)’은 1972년에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발간하여 무분별한 성장이 내포하
는 위험을 경고하였다(Club of Rome 1972). 같은 해 미국의 생물학자 폴 에
를리히(Paul Erlich)가 발간한 “인구 폭탄(Population Bomb)”도 인구의 끝
없는 증가를 경고하며 영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1973년 발발한 제1
차 석유파동은 유한한 자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대중에게 각인시켰
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유조선 침몰과 같은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이 생생하
게 보도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확산되었다.32) 이러한 시대적인 배
경에서 1972년에 영국의 변호사인 휘태커 부부(Tony Whittaker, Lesley
Whittaker)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
은 곧 다른 환경단체를 흡수하여 1973년에 정당으로 발전하였다.33)
30) 환경부는 2001년에 환경식품농림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로 개편되었다.
31) Pegasus, “History of Environmental Law in the U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32) Wils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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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영국 녹색당 주요 연혁
연도

주요 사건

1973

유럽 첫 녹색당 ‘PEOPLE’ 창당

1974

총선 첫 입후보(5명), 1.8% 득표

1974

첫 정당 대회(national conference) 개최, 공약집 ‘생존을 위한 공약’ 채택

1975

‘생태당(Ecology Party)’으로 당명 변경

1979

첫 선거 TV토론회 참석

1985
1989
1990
2007
2010
2019

녹색당(Green Party)으로 당명 변경
유럽의회 선거에서 15%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과반 이상을 득표한 선거구가 없어 의석 확
보 실패(역대 유럽의회 최대 득표율 기록)
지역별 녹색당으로 분당: 잉글랜드 및 웨일스(Green Party of England and Wales), 스코
틀랜드(Green Party of Scotland), 북아일랜드(Green Party of Northern Ireland)
녹색당 대표직 신설, 첫 대표로 캐롤라인 루카스(Caroline Lucas) 선출
캐롤라인 루카스 녹색당 대표가 녹색당 최초로 하원의원에 당선, 지역구 브라이턴 파빌리온
(Brighton Pavilion)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전개

자료: Bennie(2016)를 바탕으로 저자 보완.

PEOPLE은 1974년 2월, 영국의 총선인 하원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다섯
명을 입후보하여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1975년에는 ‘생태당(Ecology Party)’
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1985년에는 다시 ‘녹색당(Green Party)’으로 당명
을 변경하여 환경 정당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이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의 자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녹색당도 1990년에 ‘잉글랜드 및 웨일스 녹색당
(Green Party of England and Wales)’, ‘스코틀랜드 녹색당(Green Party
of Scotland)’, ‘북아일랜드 녹색당(Green Party of Northern Ireland)’으
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 당은 선거에서 협력하고, 행정적으로
도 함께 녹색당으로 분류된다.
초기의 녹색당은 인류의 생존에 집중한 나머지 인구증가 억제, 이민유입 억
제, 해외이주 장려, 경제성장 제한 등 급진적인 주장을 하였다(PEOPLE 1974).

33) Green Party of England & Wales, “Lesley Whittaker discusses the history of the Green
Par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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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의 외연이 확대되며 급진적인 주장은 줄어들고, 환경을 중심으로
경제, 유럽연합(EU), 정치 개혁, 보건, 교통, 세금제도 개혁, 산업정책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녹색당은 정치 이
념과 지지 기반이 노동당과 많이 겹친다. 특히 유권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녹색당 지지자들은 노동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녹색당 지지자의 정부 구성 선호도

자료: YouGov, “Five things YouGov polling reveals about Green Party memb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 공약에서 녹색당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입법하여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세부 공약으로는 탈원전과 탈화석연료를 통한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친환경 주택 건설,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친환경 산업정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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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조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여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고, 최저임금 인상과 기
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도입 등으로 소득을 보전할 것을 제안하였
다. 이러한 제안들은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요 정당들도 진지하게 논의하
는 주제가 되었다.

표 2-2. 2019년 영국 녹색당 공약의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주요 공약
- 그린뉴딜(Green New Deal) 입법
-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2030년까지 풍력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의 70%까지 끌어올리며
나머지도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 탄소세(Carbon Tax) 부과
-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
- 프랙킹(Fracking) 금지, 정유·가스회사 보조금 지급 중단

주거
그린뉴딜
(The Green

- 에너지 효율 주택 10만 호 건설
- 기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가스 대체 난방 장려
-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교통

- 대중교통 투자 증가 및 철도 국영화
- 항공기 탑승 감소를 위해 ‘항공여행세(Frequent Flyer Levy)’ 부과

New Deal)

- 친환경 산업 육성
산업

- 북해 유전 및 석탄광·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 2조 파운드 규모 공정전환기금 마련, 일자리 전환 지원

식품,
농업,
임업

- 농업 친환경 전환 지원
- 2022년까지 농약 사용량 50% 감소
- 나무 7억 그루 식재
- 유전자조작 식품 및 사료 금지 유지
-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도입

기본소득 - 성인 기본소득 일일 89파운드 수준으로 논의
-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추가 지원
EU 잔류(Remain

- EU 잔류

And Transform)

- 환경 문제 공동 대처

민주주의 신장
(Grow
Democracy)

-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변경
- 선거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
- 상원(House of Lords)을 직접선거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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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분야

주요 공약

- 긴축재정 반대
녹색 삶(The Green
- 최저임금 시급 12파운드로 인상
Quality of life
- ‘국가보건시스템(NHS)’ 예산 매년 4.5%씩 증액
guarantee)
- 마약류 일부 합법화
- 근로소득세, 자본소득세, 상속세, 배당세, 고용보험료 통합 및 단순화
- 법인세를 OECD 수준인 24%로 인상
재정 뉴딜(The
New deal for tax - 중소기업 금융 및 고용 지원
- 핵무기 및 핵잠수함 폐기
and spend)
- 고속철도 사업인 HS2 폐기 및 과도한 도로공사 중단
자료: 영국 녹색당, “Manifest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현재 녹색당의 공동대표는 2021년에 선출된 카를라 덴버(Carla Denver) 브
리스톨(Bristol) 시의원과 에이드리언 램지(Adrian Ramsay) 노리치(Norwich)
시의원이다. 녹색당은 위계질서에 대한 거부와 당내 민주주의를 위하여 창당
초기부터 2008년까지는 대표직을 따로 두지 않았다. 2008년 신설된 첫 당대
표는 캐롤라인 루카스(Caroline Lucas)가 2012년까지 맡았고, 당대표의 인
지도를 바탕으로 녹색당 최초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당대표를 맡았던 나탈리 베넷(Natalie Bennett)은 2019년에 상
원의원으로 임명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 당대표를 맡았던 시안
베리(Sian Berry)는 2016년 런던시장 선거에서 3위에 올랐다. 이처럼 녹색당
의 당대표직은 해당 정치인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표 2-3. 역대 녹색당 대표
기간
2008~
2012
2012~
2016

이름
캐롤라인 루카스(Caroline Lucas)
나탈리 베넷(Natalie Bennett)

2016~

캐롤라인 루카스,

2018

조너선 바틀리(Jonathan Bartley)

비고
- 유럽의회 의원(1999~2010)
- 녹색당 최초 하원의원(2010~)
- 호주 출생, 기자 출신
- 상원의원(2019~)
- 공동대표
- 바틀리는 런던의 램버스(Lambeth)
자치구(Borough) 의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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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기간
2018~
2021

2021~

이름

비고

조너선 바틀리,
시안 베리(Sian Berry)

- 공동대표
- 베리는 런던 시의회(London Assembly) 의원
(2016~)

카를라 덴버(Carla Denver),
에이드리언 램지(Adrian Ramsay)

- 공동대표
- 덴버는 브리스톨(Bristol) 시의회 의원(2015~)
- 램지는 노리치(Norwich) 시의회 의원
(2003~2011)

자료: 저자 작성.

나. 선거 결과
영국 녹색당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환경 정당이지만, 정작 선거를 통한 정
치적 영향력 확보는 독일 녹색당 등 유럽 주요 동료 정당들보다 느렸다. 1974년
PEOPLE 이름으로 처음 출마하였을 때는 입후보가 5명, 득표율도 평균 1.8%에
불과하였다. 이후 1992년 총선에서는 총 256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었으나 여
전히 평균 1%대 득표율을 거두며 정당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이렇듯 녹색당은
1990년대까지 전국 득표율이 1%대에 머물며 기반이 매우 약했고, 기탁금 보전
을 위한 최소 득표율인 5%를 얻은 지역구가 하나도 없어서 금전적 손해도 컸다.
녹색당 선거 결과의 전환점은 온실가스와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의 주요 쟁
점으로 부상한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1997년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던 당시 집권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의욕적으로 앞장섰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가 영국정치에서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그림 2-2 참고).34) 이에 힘입어 녹색당은 2001년
총선에서 145개 지역구에 입후보하여 평균 득표율이 3%에 근접하였고 최대
득표율 9.3%를 기록하였다. 또한 득표율 5%를 넘는 후보가 10명이 넘어서 처
음으로 기탁금을 일부 보전받았다.
34) Institute for Government, “The Climate Change Act(200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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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영국의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Ipsos MORI, “Issues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2005년 총선에는 전체 651개 지역구 중 삼분의 일에 달하는 203개 지역구
에 입후보하여 평균 3.4%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이 선거에서는 녹색당
의 인지도가 높던 브라이턴 파빌리온(Brighton Pavilion) 지역에서 득표율
22%를 넘기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2010년 총선에서는 2008년 시작된 세
계금융위기로 경제 문제가 부각되며 녹색당의 평균 득표율이 1.8%로 다시 감
소하였으나, 브라이턴 파빌리온에서는 당시 녹색당 대표였던 캐롤라인 루카스
가 31.3%를 득표하여 최초의 녹색당 하원의원이 되었다. 캐롤라인 루카스는
이후 선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승리하며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녹색당에
대한 지지는 2015년 총선에서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 선거에서 녹색당은 573
개 지역구에 입후보하여 131명 이상의 5%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였다(표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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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녹색당의 인기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였다. 가장 큰 원
인은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였다. 2016년 국민투표와 이후 진
행된 탈퇴 협상 난항 등의 혼란 속에 집권 보수당의 총리가 두 번 교체되었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그림 2-3 참고).
2017년 총선은 당시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가 브렉시트 국
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실시되었고, 2019년 총선은 당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EU와 탈퇴협정을 마련하고 비준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실시된 선거였다. 특히 2019년 총선은 브렉시
트 선거라고 할 만큼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이 선거의 주된 공약이었고, 결국 보
수당이 압승한 요인이었다.35) 이러한 이유로 2017년 총선에서 녹색당의 평균
득표율은 2.2%로 2015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2019년에도 3.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표 2-4 참고).

그림 2-3. 영국 신문의 기후변화 보도 횟수 추이(2000~20년)

자료: MeCCO, “United Kingdom Newspaper Coverage of Climate Change or Global Warming, 2000-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35) 조동희, 윤형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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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녹색당의 역대 총선 결과
선거 연도

입후보 수

기탁금
보전 수

득표 수(득표율)

평균
득표율

최대
득표율

원내
진출 수

1974.2

5

0

4,576(0.0)

1.8

3.9

0

1974.10

4

0

999(0.0)

0.7

0.8

0

1979

53

0

39,918(0.1)

1.5

2.8

0

1983

108

0

53,848(0.2)

1.0

2.9

0

1987

133

0

89,753(0.3)

1.3

1.3

0

1992

256

0

171,927(0.5)

1.3

1.3

0

1997

95

0

63,991(0.2)

1.4

4.3

0

2001

145

10

166,477(0.6)

2.8

9.3

0

2005

203

24

283,414(1.0)

3.4

22.0

0

2010

335

7

285,612(1.0)

1.8

31.3

1

2015

573

131

1,157,630(3.8)

4.3

41.8

1

2017

476

11

525,665(1.6)

2.2

52.3

1

2019

497

31

865,715(2.7)

3.5

57.2

1

주: 기탁금 보전 기준은 해당 선거구 득표율 5% 초과, 평균 득표율은 녹색당이 입후보한 선거구의 평균, 녹색당이 최대
득표를 한 선거구의 득표율.
자료: 1983년 이전 자료는 Bennie(2016), 이후 자료는 영국의회, “Previous general elections in the UK,”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7).

영국 지방의회(Council)의 경우, 2021년 10월 기준 총 19,481명의 지방
의원(Councilor) 중 녹색당 의원이 475명으로 2% 수준이다. 이는 보수당, 노
동당,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e)에 이은 네 번째이다.36) 녹색당이 과
반 이상을 차지하여 단독으로 지방정부를 주도하는 경우는 없으나, 브라이턴
앤드 호브(Brighton & Hove)와 랭카스터(Lancaster)에서는 녹색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지방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 외에도 16개 지역에
서 소수당으로 지방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36) 북아일랜드 지방의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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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지역 지방의회의 정당별 의석 수

구분
의석 수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녹색당
7,547 5,805 2,485

플라이드
스코틀랜드
무소속 및
공석
컴리(Plaid
국민당(SNP)
기타
Cymru)

계

475

395

198

2,525

51

19,481

과반 집권

141

84

25

0

0

1

11

0

262

연립 주도

35

35

11

2

14

3

25

0

125

주: 2021년 10월 12일 기준, 북아일랜드 지방의회는 제외.
자료: Open Council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2000년 발효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런던은 별도로 ｢광역런던권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2000)｣에
따라 런던시장을 2000년부터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잉글랜드 지역의 시
장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1순위 후보와 2순위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
표제로 실시된다. 현재 직선제가 실시되는 25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녹색당 출
신은 없으나 런던시장 선거에서는 녹색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2000년 실시
된 런던시장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의 1순위 득표율이 2.22%로 6위에 불과하
였으나 서서히 상승하여 2012년 선거부터는 4.48%로 노동당과 보수당에 이은
3위로 올라섰다. 특히 2순위 선호에서 런던 시민들의 녹색당 선호가 두드러진
다. 2000년 첫 선거에서는 13.57%를 득표하여 3위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 처
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 2021년까지도 2순위 투표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2-6. 런던시장 선거에서 녹색당 득표율
(단위: %)

구분
녹색당 후보

2000

2004

Darren Johnson

2008

2012

Sian

Jenny

Berry

Jones

2016

2021

Sian Berry

1순위(순위)

2.22(6)

3.08(7)

3.20(4)

4.48(3)

5.80(3)

7.82(3)

2순위(순위)

13.57(3)

13.11(3)

16.55(3)

20.60(3)

21.16(1)

22.09(1)

당선인(정당)

Ken Livingstone(무소속)

Boris Johnson(보수당)

자료: London Ele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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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iq Aman Khan(노동당)

영국은 브렉시트 직전까지 유럽의회 선거도 실시하였다. 영국에서 유럽의회
직접선거가 처음 실시된 1979년부터 1999년까지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의 유럽의회 선거는 단순다수결로 치러졌다. 녹색당은 1979년 선거에 처음 출
마하였는데, 1979년 선거와 그다음 선거인 1984년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0%
대로 매우 부진하였다. 그러나 198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태 등을 배경으로 환경과 반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유럽
주요국에서 녹색당의 유럽의회 진출이 본격화되었다.37) 영국 녹색당 또한 창
당 이래 당시까지의 최대 득표율인 1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과반 이상 득표
한 선거구가 하나도 없어서 의회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1999년 선거부터 선거
제도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편되며 녹색당이 유럽의회 진출에 성공하
였다.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며 녹색당의 득표율과 의
석 수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9년 선거에서는 득표율
12%로 창당 이래 최대인 7석(영국 할당 의석 73석 중 약 10%)을 획득하였다.

그림 2-4. 녹색당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 추이(1979~2019년)
(단위: 의석 수는 개, 득표율은 %)

주: 의석 수는 우축, 득표율은 좌축.
자료: 유럽의회, “European Election Resul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37) The Greens/EFA, “Our His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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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녹색당 선거 결과 부진의 원인
오늘날 영국 녹색당은 영국 주요 정당 중 대중으로부터 가장 호감을 받는 정
당으로 꼽힌다. 201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녹색당에 호감을
가지고 있어 모든 정당 중 가장 높은 호감을 받고 있다(그림 2-5 참고). 비호감
도도 37%에 불과하여 주요 정당 중 가장 비판을 덜 받는 정당이기도 하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당의 선거 결과는 이러한 선호가 반영되지 않
는다. 투표 의향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지지도는 9%에 그치고, 양대 정당인 보
수당과 노동당으로 표가 몰린다. 높은 호감도, 낮은 투표 의향, 저조한 선거 결
과라는 영국 녹색당의 특징은 크게 영국 정치제도의 특징, 영국 녹색당 자체의
특징, 주요 정당의 환경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5. 영국 유권자의 정당 호감도와 투표 의향 조사 결과
(가) 정당 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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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계속
(나) 투표 의향

자료: YouGov, “Greens are Britain’s most-liked party,” “Voting Intention: Con 39%, Lab 31% (28-29 Sep),”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15).

가. 영국 총선 선거제도의 특징
영국의 선거제도와 정당 국고보조금의 운영 방식은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
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영국의 전국 단위 주요 정기 선거는 하원의원을 선
출하는 총선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고, 2000년 이후부터
는 ‘경찰 및 범죄 총감(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일부 지방자치단
체장도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또한 영국은 2019년까지는 유럽의회 선거도 실
시하였다. 각 선거의 방식과 일정은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
일랜드), 행정구역 등에 따라 다르다(표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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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영국(잉글랜드)의 선거제도 개요
총선

- 소선거구(650개), 단순다수결
- 원칙적으로 5년 주기, 조기선거 가능
- 5가지 분류, 343개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선거

- 3가지 선거 주기: 4년마다 전체 의석 선거, 2년마다 절반 의석
선거, 매년 3분의 1씩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경찰 및 범죄 총감
유럽의회
선거

-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 직선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만 실시
- 선호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 유럽의회 영국 할당 의석(73석)
- 12개 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주: 지방선거의 경우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와 다름.
자료: 영국정부, “Elections in the UK,” “Election timetable in England”; 영국의회, “Voting Systems,” 온라인 자료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13).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는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 영국 총선은
650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당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이다. 선출 방
식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하는 단순다수결(FPTP: First-Past-ThePost) 방식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는 1위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의 표
가 사표가 되므로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전국 단위 득표율
분포와 원내 의석 수 분포가 괴리된다. 즉 대표성과 비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다. 예를 들어 2019년 총선에서 녹색당의 전국 득표율은 2.7%이지만 하원 의
석 점유율은 0.15%로 과소대표(under-represented)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정
치학 문헌에 따르면 영국 총선은 단순다수결 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신
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
이 가장 높은 후보 중 차선을 선택하는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8) 이러한 경향 때문에 총선에서 녹색당이 실제로
얻는 득표율은 영국 국민의 지지율보다 현저하게 적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다수결이 녹색당의 총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의 다른 선거 결과

38) Alvarez, Boehmke, and Nagler(2006); Cain(1978); Carter(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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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할 때도 잘 드러난다. 우선 유럽의회 선거를 보면, 영국은 유럽의회 의
원 직접선거가 처음 실시된 1979년 선거부터 1995년 선거까지는 총선과 마찬
가지로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를 실시하였다. 유럽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1989년 선거에서 녹색당은 15%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고도 단순다
수를 확보한 지역구가 없어서 의석을 단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4년
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로 바뀐 후 득표율 상승과 함께 의석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12%에 가까웠고, 의
석도 7석(영국 할당 의석의 약 10%)을 획득하였다.39)
잉글랜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데, 총선과 달리 선
호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를 실시한다. 유권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첫 번째 선호와 두 번째 선호를 선택하고, 동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1순위
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있으면 해당 후보가 당선되고,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1순위 득표 수에 2순위 득표 수를 합
하여 최종 당선자를 선출한다. 단순다수결에 비해 사표의 우려가 적으므로 유권
자의 전략투표 유인이 적다. 2000년 첫 선거에서 녹색당은 2순위에서 13.57%를
득표하여 3위에 올랐고, 2016년에 처음으로 2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후 2021년
선거까지 2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39) 한편 유럽의회 선거는 영국 국내 선거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차 선거(Second-order election)’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대표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부차 선거는 정책 선호에
따른 투표보다는, 집권당이나 주류 정치계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항의투표(protest vote)’인 경향
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대중 정당보다는 조직력이 강한 극단주의 정당이나
녹색당과 같은 단일의제 정당의 득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당, 노동당 등 주류 정당보다는 브렉시트를 주장한 영국독립당(UKIP)과 녹색당의 득표율이 총선
대비 높은 경향이 있다. Rief and Schmitt(198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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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21년 런던시장 선거 결과

자료: London Ele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16).

한편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에서 소수 정당은 지
지 기반, 즉 그 정당이 대변하는 유권자나 이익집단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
을수록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총선에서 웨일
스의 지역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와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하
는 스코틀랜드 국민당(SNP: Scottish National Party)을 꼽을 수 있다. 2019년
총선의 경우 SNP는 전국 득표율이 녹색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3.88%에 불과
하였지만 스코틀랜드 지역의 59개 선거구에 출마하여 의석 48개(하원 의석의
7.38%)를 차지하였다. 플라이드 컴리의 경우에도 전국 득표율이 0.48%에 불과
하여 녹색당을 크게 밑돌지만 웨일스 지역의 36개 선거구에 출마하여 의석 4개
(0.6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녹색당은 지지 기반이 전국적으로 넓게 퍼져 있
으므로, 이들과 달리 득표율보다 의석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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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녹색당, 스코틀랜드 국민당, 플라이드 컴리의 2019년 총선 결과
녹색당
(Green)

구분
출마 선거구 수
전국 득표 수
득표율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

플라이드 컴리
(Plaid Cymru)

497

59

36
153,265

865,715

1,242,380

전국

2.70%

3.88%

0.48%

평균

3.50%

45.03%

11.17%

의석 수
의석 비율

1

48

4

0.15%

7.38%

0.62%

주: 전체 선거구는 650개, 평균은 출마 선거구 평균.
자료: 영국의회, “Previous general elections in the U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나. 영국 정당보조금 제도의 특징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는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원
외 정당이나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 영국의 대표적인 정당보조금으로는 정책개
발보조금(Policy Development Grants)과 ‘쇼트머니(Short Money)’가 있
다. 정책개발보조금은 연 200만 파운드 규모(한화 약 32억 원)로 정당의 정책
개발, 공약 설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보조금은 하원 의석 2개 이
상인 정당들만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현재 단 1석만을 가지고 있는 녹색당
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쇼트머니는 하원 내 야당 의원들에게 배분되는 지원
금으로, 의원의 정책활동과 여비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 또한 의석 수 2개 이상
이거나 직전 총선에서 15만 표 이상을 얻은 정당 소속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다.40) 녹색당은 2019년 총선에서 89만 표를 얻어서 녹색당의 유일한 하원의
원인 캐롤라인 루카스에게 쇼트머니가 지급되고 있지만 루카스 의원이 받는 지
원금은 2021~22년 회계연도에 약 18만 파운드(한화 약 3억 원)에 불과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41)
이처럼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는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에 불리하게 설
40) 영국 선거관리위원회, “Public funding for Political Part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41) 영국의회, “Short Mone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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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있다. 또한 정당활동과 의원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당들과 의원들은 후원과 당비에 크게 의
존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후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보수당과 노동당에 비해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은 재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다. 영국 녹색당 자체의 특징
관련 문헌은 영국 녹색당의 부진한 선거 결과를 영국 녹색당 자체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우선 영국 녹색당은 조직력이 매우 약하다고 알려져 있
다. 이는 영국 녹색당 초기의 전략에서 기인한다. PEOPLE은 초기부터 ‘반정당
의 정당(Anti-party party)’을 지향하여 주류 정치에 진출하는 것보다 선거운
동을 통해 주류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였다.42) 따라서 활동 초기
에는 정당의 구성,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43) 1990년대까지
도 녹색당은 독립적인 지방 지부들의 느슨한 연합이었고, 당대표도 없었으며,
주요 당직은 순환으로 배정되었다. 게다가 당원들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이 통제
되지 않아 일관된 입장을 밝히기도 어려웠고, 일부 급진적인 당원들의 언사로
정당의 평판에도 타격을 자주 받았다.44)
이후 당의 규모가 커지고 198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외의 선전을 거두자,
중앙 정치 진출을 위한 상근 당직자 확보와 조직화에 대한 요구가 당 내부에서
증가하였다. 이에 녹색당은 1991년 개혁을 통하여 런던에 중앙당을 설치하고
의장(Party Chair)과 두 명의 수석 대변인(Principal Speaker)을 두었다. 그
러나 기존의 반정당 노선을 주장하는 측과 조직화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이 계

42) Green Party of England & Wale, “Lesley Whittaker discusses the history of the Green
Par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6).
43) Bennie(2016).
44) O’neil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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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 성공적인 조직화에 실패하였고, 1992년 총선에서 부진한 결과를 거두
며 1989년 유럽의회 선거의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였다.45)
이후 녹색당은 2007년 개혁을 거쳐 대표(Leader)와 부대표(Deputy Leader)
직책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하여 일관된 입장을 내게 되었다. 이 시기에 환경
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져 녹색당의 선거 결과도 향상되었다. 초대 당대표
이자 수석 대변인 출신의 캐롤라인 루카스가 녹색당 첫 하원의원이 되었고,
2012~16년간 당대표를 역임한 나탈리 베넷은 2019년에 상원 의원에 임명됐
으며, 2018~21년간 공동 당대표를 맡고 있는 시안 베리는 2016년 런던시장
선거에서 3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표직은 당의 얼굴 역할을 하여 녹
색당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그나마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주요 정당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녹색당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영국은 주요국 중 기후변
화 대응에 가장 앞선 국가이다.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있
어서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1992년 보수당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에는 노동당 정부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초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
였다.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전환점이 된 2008년 기후변화법 또한 노동당
정부가 주도하였지만 만장일치에 가깝게 하원을 통과하였다.46)
2000년대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언론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
할 때도 양대 정당인 노동당과 보수당이 이에 적극 대응하였다. 보수당은 친기
업 성향으로 환경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에도 이 시기에 친환경정책
을 적극 수용하였다. 2005년 총선 당시 보수당의 데이비드 카메론 대표는 선거
45) O’neill(1997).
46) Institute for Government, “The Climate Change Act(200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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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을 ‘보수당에 투표하고 녹색으로 가자(Vote Blue, Go Green)’로 정하
고 친환경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선거운동을 하였다. 재무부도 2005년에 ‘기후
변화의 경제학(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보고
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영국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
중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그러한 배경에서 2008년 기후변화법은 하원에서 찬
성 483표, 반대 3표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되었다.47) 영국 산업계를 대표하
는 영국산업연맹(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또한 기후변화
법 지지를 표시하며 정치권의 부담을 덜어주었다.48)

그림 2-7.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평가

자료: Climate Action Tracker, “United Kingdo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4).

47) Fankhauser, Averchenkova, and Finnegan(2018).
48) Institute for Government, “The Climate Change Act(200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CBI는 영국정부가 환경정책을 선도하면 영국기업들은 국제적인 규제 추세에 미리 대비할 수 있
고,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선점하고 투자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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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법은 2019년 6월 개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며 강화
되었다. 기후변화법에 따라 출범한 독립적인 전문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는 ‘탄소예산(Carbon Budget)’이라고 불리는
탄소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고 그 영향력을 평가한다. 2021년 현재 영국
은 선진국 중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almost sufficient)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4. 소결
본 장은 영국 녹색당의 탄생 배경 및 역사, 선거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영국 녹색당은 세계에서 두 번째, 유럽에서는 첫 번째로
탄생한 환경 정당이지만, 독일 등 다른 유럽 주요국에 비하면 본격적인 정치세
력화가 늦었다. 그 원인으로는 소수 정당에 불리한 영국의 정치제도, 조직으로
서 영국 녹색당의 특징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환경 문
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일찍부터 높아서 환경정책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었
다. 영국의 환경정책은 이러한 대중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화한 양대
정당, 보수당과 노동당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영국 녹색당은 상기한 정치제도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건재하였
고, 특히 기후변화가 주요 정치현안이 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외연이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영국 국민은 영국이 환경정책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앞서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을 주문
하고 있다(그림 2-8 참고). 이로 볼 때 영국 녹색당의 저변 확대는 앞으로도 계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국경제의 친환경화가 가속
화되고 있어 내연기관 조기 퇴출, 탈화석연료 가속화 등 녹색당이 꾸준히 주장
해온 주제가 주류 정치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녹색당의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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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녹색당의 간접적 영향 또한 앞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2-8. 영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
(단위: %)

(가) 영국정부

(나) 다른 국가 대비

자료: YouGov, “How is the UK government handling climate chan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
is the UK government handling climate change?”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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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독일

1. 개괄
2021년 9월에 실시된 독일 연방하원(Bundestag) 선거(이하 총선)에서 ‘연
맹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 이하 녹색당)’은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다. 득표율 약 15%(제2투표 기준)로 118개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그
결과 ‘사민당(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자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 외교부, ‘경
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등
5개 연방부처의 장관직도 맡게 되었다. 특히 경제기후보호부는 기존의 ‘경제
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에서 명칭
을 바꾸며 녹색당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총선 실시 전에는 여론조사에서 연
방하원의 양대 정당인 사민당과 ‘기독민주/기독사회당(CDU/CS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Christlich-Soziale Union in
Bayern, 이하 기민/기사당)’을 제치고 정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49) 본 장은
이러한 녹색당의 성공 역사와 녹색당이 독일의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고, 독일 정치제도의 특징을 통하여 녹색당의 성공 원인을 분석한다.

49) 기민당과 기사당은 자매 정당으로, 독일의 16개 연방 주(Land) 중 기사당은 바이에른(Bayern)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기민당은 그 외 15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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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2021년 독일 총선은 녹색당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였다. 제2투표 지
지율이 2017년 대비 약 5.8%p 상승한 14.8%로 전체 736석의 의석 중 118석
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2017년 대비 51석이 증가한 것으로, 연방하원
에서 의석 수 제3당이 되었다. 2017년 총선 이후 녹색당은 사민당을 제치고 줄
곧 여론조사 2위로 올라 있었고, 한때는 기민/기사당마저 앞선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녹색당 최초의 총리 배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그림
3-1 참고).

그림 3-1. 2021년 총선 전 정당별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Wahlrecht.de, “Infratest di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현재 녹색당은 독일의 16개 연방주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2개 주(메클렌
부르크포어포메른, 자알란트)를 제외한 14개 연방주의회(Landtag)에 참여하
고 있다(표 3-1 참고). 독일의 연방상원(Bundesrat)은 16개 연방주를 대표하
는 의회로, 해당 주정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연방주의 인구수에 비례
하여 3~6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연방상원에서도 녹색당은 바덴뷔르템베르
크주를 비롯하여 10개 연방주에서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그림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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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방주별 녹색당 진출 현황
연방주

직전 지방선거

녹색당
득표율

녹색당
의석

총의석

비고

바덴뷔르템베르크

2021. 3

32.6%

58

154

최대 득표

바이에른

2018. 10

17.6%

38

205

-

베를린

2016. 9

15.2%

27

160

-

브란덴부르크

2019. 9

10.8%

10

88

-

브레멘

2019. 5

20.6%

16

84

-

함부르크

2020. 2

24.2%

33

123

-

헤센

2018. 10

6.3%

29

137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2016. 9

4.8%

0

71

-

니더작센

2017. 10

8.7%

12

137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017. 5

6.4%

14

199

-

라인란트팔츠

2021. 3

9.3%

10

101

-

자알란트

2017. 3

4.0%

0

51

-

작센

2019. 9

8.6%

12

119

-

작센안할트

2021. 6

5.9%

6

97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2017. 5

12.9%

10

73

-

튀링겐

2019. 10

5.2%

5

90

-

주: 2021년 10월 기준.
자료: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 “Landtagswahl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그림 3-2. 연방상원의 연방주별 연정 현황

주: 2021년 9월 기준.
자료: 독일연방상원, “Die Zusammensetzung des Bundesrat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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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은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서독 내 사회운동과 특징적인 대중문
화를 대표하는 집단들이 결합하면서 ‘신좌파’ 정당으로 1980년에 설립되었다.50)
설립 당시 녹색당의 주요 관심사는 반(反)원전을 포함한 환경, 평화, 여성주의,
인권 등이었다. 페트라 켈리(Petra Kelly)가 이끈 초기 녹색당은 ‘반정당 정당’
의 성격을 띠었는데, 점차 인지도가 상승하여 창당 3년 후 개최된 1983년 총선
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5%를 넘겨 정치적인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1985년에는
요슈카 피셔(Joschka Fischer)가 녹색당 최초로 헤센주에서 환경부장관직을
맡았다.51) 이후에도 지지율이 상승하여 1987년 총선에서는 득표율 8.3%를 획
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녹색당은 연방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갈등이 많았다.52)
독일 통일 직후인 1990년 12월 2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구동독과 구서독의
녹색당은 각자 별도로 선거에 참여하였다. 통일 후 다른 정당들은 통합 정당으
로 참여한 반면, 녹색당은 상호 존중의 의미에서 총선 이후로 통합을 보류한 것
이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태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는 하였으
나 당시 독일의 가장 큰 정치적 화두는 통일이었다. 따라서 환경에만 초점을 맞
추던 구서독의 녹색당은 5%의 득표율도 확보하지 못하여 의회 진출에 실패하
였다. 반면 1990년 2월에 설립된 구동독의 녹색당은 5% 지지율 획득이 어려
울 것을 우려하여 다른 소규모 정당들과 연합한 ‘연맹90/녹색당’으로 참여해
선거구 의석 8석을 획득하였다. 총선 직후인 1990년 12월 3일에 구동독 녹색
당과 구서독 녹색당이 통합되었다. 기존에 각 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
에 전국구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1990년대 녹색당은 의회 민주주의 체제 수용, 정당 조직화, 구동독과 구서
독 정당 간 차이 조율 등을 거치며, 환경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성장하였고,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
50) O’neill(1997), p. 53.
51) “Germany’s Green party: How it evolved”(2017.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7).
52) Van Haute(2016)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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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민당의 연정 상대로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참여하였다. 연정에서 원전 폐
쇄 등 녹색당의 기존 주장은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연정 내 사민당의 영향
력이 컸기 때문에 NATO의 코소보 파병 지원, 아프간 파병 등으로 녹색당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평화주의는 희생되었다.53)
2000년대 이후 녹색당의 구조와 지지층이 변하였다. 녹색당은 2인 이상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공동대표를 하는 ‘양두체제(Doppelspitze)’를 실시해왔
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양성평등을 위하여 당이나 교섭단체의 대표 중 여
성이 1인 이상이도록 하고 있다.54) 녹색당 지지층도 기존의 ‘히피’에서 고학
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전문직들 중심으로 바뀌었다.55) 이에
따라 기존의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으로 변모하였다.56) 이러한 변화
는 최근까지 이어져서 최근 녹색당의 주요 지지층은 부유한 중산층으로, 기민
당,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과 상당히 겹친다고 알려져 있다.57)
2005년에 연정이 해체되고 녹색당의 핵심 정치인 요슈카 피셔가 정계은퇴
를 하며 당내 갈등이 커졌다. 그러나 성공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2009년 총선에
서 득표율 10.7%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환경이
독일정치에서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어, 녹색당은 2011년 실시된 16개 주의회
선거에서는 모든 연방주에서 의석을 획득하였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의회에
서는 제1정당이 되어 주총리(Ministerpräsidenten)도 맡았다.58)
2013년과 2017년 총선에서는 부진하였는데, 이는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에는 사민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정의, 재정 분야를 강조하며 녹색당의 당색을 모호하게 하였다.
2017년에는 당의 조직력 약화, 환경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강조 및 다른 정당들
53) Van Haute(2016), p. 117~118.
54) Heinrich Böll Stiftung(2019), p. 65.
55) “Germany’s Green party: How it evolved”(2017. 9.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7).
56) Van Haute(2016), p. 134.
57) Kroh and Schupp(2011), p. 25.
58) Van Haute(2016),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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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전, 인권 등 녹색당 고유 의제를 강조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59) 2021년
총선에서는 녹색당 역사상 처음으로 총리 후보를 여성인 아날레나 베르보크
(Annalena Baerbock)를 지명하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선거 직전 여름에
독일 내 홍수 피해로 대부분의 주요 정당들이 환경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은 녹색당의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표 3-2. 녹색당의 역대 연방총선 결과
연도

득표율

1980

1.5%

0

519

1983

5.6%

28

520

1987

8.3%

44

519

3.8%

0

1.2%

8

1994

7.3%

49

672

1998

6.7%

47

669

2002

8.6%

55

603

1990

의석

총의석

662

2005

8.1%

51

614

2009

10.7%

68

622

2013

8.4%

63

631

2017

8.9%

67

709

2021

14.8%

118

736

비고
연방하원 최초 진출
구서독 녹색당 연방하원 진출 실패,
구동독 ‘연맹90/ 녹색당’ 연방하원 진출

자료: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 “Bundestagswahl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3).

녹색당은 ‘생태 정당’이라고 불릴 만큼 창당 때부터 환경과 생태를 강조해왔
다. 여론조사에서도 환경, 기후 분야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으로 녹색당이 꼽혀
왔다(그림 3-3 참고). 201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 기후 분
야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으로 녹색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녹색
당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녹색당이 재생에너
지원 사용 확대, 원전 폐쇄, 석탄연료 사용 퇴출 등을 주요 정당 중 가장 적극적
59) “Germany’s Green party: Victims of their own success”(2017. 5.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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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chumacher(2014)에 따르면
거주지와 원전 사이 거리의 역수가 해당 유권자의 녹색당 투표 확률을 높인다.
즉 원전에 가까이 거주할수록 녹색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림 3-3. 해당 의제를 가장 잘 해결할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비중)

주: 2016년 5월 기준.
자료: Heinrich Böll Stiftung(2019), p. 9.

2018년 4월 녹색당이 9개 연방주의 주정부에 참여하고 있을 당시, 녹색당
은 해당 9개 연방주에서 환경, 에너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그
림 3-4 참고). 또한 녹색당은 환경 의제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60) 최근 환경 관련 의제가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업에는 유전공학, 동물보호, 유기농 농업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교통에는 자
전거, 자동차 공유, 버스, 철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61) 녹색당은 이처럼 정책
영역을 확대하며 연방주에서 농업, 교통 등의 부처에도 참여하고 있다.

60) Heinrich Böll Stiftung(2019), p. 17.
61)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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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정책 분야별 녹색당이 참여하는 주정부

주: 표시된 9개 연방주 기준, 2018년 4월 기준.
자료: Heinrich Böll Stiftung(2019), p. 11.

Heinrich Böll Stiftung(2019)62)은 녹색당이 독일정치에서 환경정책의 중
요성을 제고시키고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녹색
당이 직접 제시하고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정당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들이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더 공감하게 됨에 따라 다른
주요 정당들도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 기반한
기민당은 자연환경을 창조물로 보는 기독교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사민당은 장
기적인 일자리 보전을 목표로 산업정책으로서 환경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시작된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대연정기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가 공존하는 ‘환경산업정책(eco-industrial policy)’이 추진되었고, 환경정책
관련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2021년 총선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의 기후변화 우려를 반영하여 사민당은 환경 관련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내세웠다.63)
62) Heinrich Böll Stiftung(2019), pp. 15~16.
63) “German social democrats’ manifesto: What role for the environment?”(2019. 2. 20), 온라
인 기사(검색일: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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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가. 선거제도
독일 선거제도는 ‘비례성의 제고,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변, 정책정
당화를 통한 정당정치의 발전 및 지역주의 내지 지역구도의 완화에 기여’한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64) 독일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선거제도가 결합된 형태
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65) 이는 연방하원
을 선출하는 총선에서는 물론 각 주의 하원 선거에도 적용된다.66) 약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의 경우, 유권자는 제1투표와 제2투표라는 2개의 투표권을 가진
다.67) 선거구(지역구) 투표인 제1투표로 299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투표인 제2투표로 ‘299+α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총 ‘598+α명’의 연방하원
의원을 선출한다.68) 제2투표에서 선출되는 의석이 더 많기 때문에 제2투표의
정당 득표율이 큰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2017년 총선에서는 제2투표로
410석이, 2021년 총선에서는 436석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비례대표 제도 덕
분에 작지만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정당도 의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은 초기의 녹색당이 의회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69)70)

64) 정준표(2014), p. 30.
65) 황동혁(2019), p. 1.
66) 주 하원선거는 해당 주의 선거법을 따르므로 총선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67)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총선은 직전 연방의회 개회일로부터 46~48개월 사이의 일요일이나 공
휴일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조기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선거를 실시한
다. 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 “Wahl zum 20. Deutschen Bundestag am 26. September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
68)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제1투표로 280명을 선출하게 된다. Bundeswahlgesetz(연방선거법) 제1조
제2항.
69) Evrard(2012), p. 278.
70) 총선은 중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표성이 있는 정당만 의회에 진출하도록 ‘5% 원칙’을 따르는
데, 이 원칙은 제1투표에서 3석 이상 확보했거나 제2투표에서 5% 이상 득표한 정당들에만 비례대표 의
석을 할당한다. 단 소수민족 정당은 5% 원칙을 예외한다. 이에 따라 2021년 총선에서는 제2투표에서
0.1%를 획득한 ‘남슐레스비히 유권자연합(SSW)’도 1개의 의석을 할당받았다. 독일연방하원, “Hürde,
Fünf-Proz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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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보조금
독일의 정당보조금은 가장 최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연방 총선, 각 주
하원선거 등의 선거 결과, 당비, 후원금 등에 따라 배분된다. 수급자격은 유럽
의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
득한 경우이다(단 소수민족 정당은 예외). 정당보조금 총액은 2019년 기준 약
1억 9,000만 유로이다.71) 개별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유효표 1표당 0.83유로,
기부금 1유로당 0.45유로로 책정된다.72) 따라서 주요 정당이 아니라도 수급자
격만 갖추면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표 3-3 참고). 이러한 특징은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초기에 정치활동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73) 특히
녹색당의 경우 첫 총선부터 득표율이 해당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표 3-2 참고)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녹색당의 세력이 확대되며 2010년에는 정
당보조금이 약 1,100만 유로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약 2,400만 유로로 증
가하였다.

표 3-3. 정당보조금 지급액 현황
(단위: 지급액은 천 유로, 비중은 총수입 내 %)

(가) 주요 정당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독민주당
(CDU)
지급액 비중
42,893 31.1
44,642 31.7
46,435 33.9
48,052 31.8
47,889 32.5
49,256 34.4
49,504 34.2
48,362 30.9
56,140 38.1
54,019 35.4

사회민주당
(SPD)
지급액 비중
38,975 26.5
42,407 27.2
45,586 30.1
47,898 29.1
48,649 30.1
50,081 31.9
50,785 32.4
49,210 29.6
56,773 32.9
55,714 32.9

녹색당
독일대안당
(Grüne)
(AfD)
지급액 비중 지급액 비중
11,415 36.5
13,815 37.5
15,155 39.5
15,057 37.5 1,856 34.0
14,818 37.4 5,411 43.0
15,098 37.7 5,211 35.2
15,846 37.5 6,132 39.3
15,819 36.4 7,549 41.1
19,251 397 10,096 35.5
23,989 40.2 10,204 38.8

좌파당
(Die Linke)
지급액 비중
10,836 38.9
12,131 42.2
12,252 41.2
11,142 40.4
10,715 39.5
10,959 39.2
11,521 38.8
12,201 38.6
14,418 43.5
14,393 42.1

자유민주당
(FDP)
지급액 비중
13,403 39.0
13,589 39.6
14,072 41.3
10,508 31.5
9,201 34.1
8,863 34.4
9,206 33.9
11,704 30.3
15,064 42.1
15,419 40.5

기독사회당
(CSU)
지급액 비중
9,610 27.5
10,412 28.1
11,302 29.6
12,009 25.2
12,697 27.1
13,416 22.7
12,096 31.1
11,779 27.2
13,736 30.3
14,695 30.6

71) 독일연방하원, “Parteienfinanzieru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72) 독일 정당법(Parteiengesetz) 제18조 제3~4항. 1인당 기부금 상한은 3,300유로이다.
73) Evrard(2012),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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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나) 기타 정당

연도

자유
유권자당
(Freie
Wähler)

동물보호당
정당당
(Tierschutz(Die Partei)
partei)

해적당
(Piraten)

독일국민
민주당
(NPD)

환경민주당
(ÖDP)

기독사회당
(CSU)

지급액 비중 지급액 비중 지급액 비중 지급액 비중 지급액 비중 지급액 비중 지급액 비중
2010

80

34.0

100

41.7

-

-

585

47.8

1,177

39.1

703

31.2

9,610

2011

146

11.2

131

31.3

-

-

578

41.3

1,324

42.0

733

37.3

10,412

27.5
28.1

2012

585

41.9

137

51.3

0

0

792

30.2

1,436

33.4

647

34.6

11,302

29.6

2013

723

27.6

130

28.6

0

0

1,738

45.2

1,253

42.1

663

28.1

12,009

25.2

2014

1,641

54.7

158

44.4

56

14.7

1,619

55.7

1,416

46.6

842

32.2

12,697

27.1

2015

1,033

30.5

153

49.4

183

43.9

919

45.9

1,318

48.5

888

38.5

13,416

22.7

2016

1,624

39.7

124

40.8

131

36.7

810

44.6

1,138

41.1

793

35.3

12,096

31.1

2017

1,649

37.7

138

35.4

193

35.5

728

49.4

852

29.0

782

32.3

11,779

27.2

2018

1,103

24.8

151

55.0

338

46.4

578

48.9

878

42.0

952

33.0

13,736

30.3

2019

1,740

43.6

-

-

382

30.5

487

43.6

407

25.6

1,264

37.5

14,695

30.6

자료: 독일연방상원, “Bericht über die Rechenschaftsberichte 2015 bis 2019 der Parteien sowie über die
Entwicklung der Parteienfinanzen gemäß § 23 Absatz 4 des Parteiengesetzes,”p. 57, p. 9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1).

다. 연립정부
연립정부(이하 연정) 또한 독일정치의 중요한 특징이다. 연정은 2개 이상의
정당이 정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즉 의회 과반수가 되도록 연합하는 것을 말한
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매우 빈번하다. 연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참여 정당 간 타협이 불가피하다. 연정 형성에는 소규모 정당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정당과 그러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관심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74)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
에 사민당과 연방정부 연정을 구성하였다. 이 시기 연정에 참여함으로써 녹색
당은 독일 내 원자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의 정책
이 도입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75) 예를 들어 Comin and
74) BPD, “Koal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4).
75) “How climate change transformed Germany’s Greens into the country’s most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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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e(2013)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이 연정 시 추진한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 가
격 대폭 인상은 녹색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연정이 필요하고, 연
정에 소수당이 필수적인 구조는 녹색당이 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4. 소결
본 장은 독일 녹색당의 현황, 역사, 환경정책에 대한 영향, 성공의 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
으로 성장하여 두 차례 연방정부에 참여하였고, 2021년 말에도 연방정부 참여
에 합의하였다. 두 차례의 연방정부 참여를 통하여 당의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환경정책이 주요 정치 의
제로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다른 주요 정당들도 환경 문제에 더 신경을 쓰게 만
들었다. 이러한 녹색당의 성공에는 녹색당 자체의 높은 역량뿐만 아니라 비례
대표제가 포함된 선거제도, 소수 정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당보조금 제도,
독일정치의 특징이자 소수 정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연정 등이 중요한 역할
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political party”(2019. 6.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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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1. 개괄
유럽연합(EU)은 환경정책에서 세계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립 초
기에는 EU 회원국 간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이 매우 달랐다. 1970년대에 들어
개별 회원국의 환경정책이 인근 국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생겼고, 경제공동체 위주로 운영되던 EU도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을 조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2년에 회원국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환경정책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일련의 환경 관련 공동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EU의 환경 및 기
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으로써 환경행동계획(EAP: Environment
Action Programme)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개정을 거쳐 8차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관련 법률과 정책은 이 행동계획을 따른다. 특히 2002년 채택된 제6차
환경행동계획(2002~2012)은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인 ‘REACH’의 입법과
기후변화 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
졌다.76)
또한 EU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체제의 발전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해왔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시초
로 볼 수 있는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EU의 주
도로 추진되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또한 EU 및 주요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EU는 2008~12년까지 온
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8% 감축하기로 하여 가장 높은 목표를 설
76) 한택환, 임동순(2018),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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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EU는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의 초과달성에도 큰 기여를 하였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이 탈퇴나 불참을 선언할 때에도 끝까지 핵심적인 역할
을 맡았다. 이후 2015년 파리에서 기념비적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 채택될 때에도 EU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표 4-1. 유럽그린딜 추진 연혁
시기
2019. 12
2020. 1

내용
유럽그린딜 발표
유럽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및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법안 유럽의회 제출

2020. 3

2020. 5
2020. 7
2020. 9
2020. 10
2020. 11

2021. 5
2021. 7

투자계획
에너지
산업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안

산업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 발표

농식품

2030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발표

생태계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 채택
2030 기후 목표계획(2030 Climate Target Plan) 발표

수송
탄소감축

유럽을 위한 리노베이션 물결(A Renovation Wave for Europe) 발표

건축

지속가능한 화학제품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산업

EU 해양재생에너지 전략(EU Strategy on Offshore Renewable
Energy) 발표
Strategy) 발표
순환경제를 위한 신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s) 제안

2021. 2

총괄

유럽산업전략(European Industrial Strategy) 채택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2020. 12

정책 분야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전략(EU Strategy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발표
오염제로 행동계획(Zero Pollution Action Plan) 발표

에너지
수송
수송
기후변화
생태계

지속가능한 해양경제(Sustainable Blue Economy) 발표

해양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 발표

총괄

자료: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Green De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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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행정부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집행위)이
다. 2019년에 출범한 현 집행위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유럽그린딜(Euroean
Green Deal)’을 제시하여 추진 중이다. 유럽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공식화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0~55% 감
축하기로 하였다. 이는 기존에 1990년 수준 대비 40%였던 2030년 중기 목표
를 더 강화한 것이고, 전방위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을 수반한다. EU는 에
너지, 산업, 건축, 수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분야
별로 정책수단과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표 4-1 참고). 이러한 유럽그린딜의
목표는 EU 차원의 입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2021년 6월에는 ｢유럽기
후법(European Climate Law)｣으로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되었고, 2021년
7월에는 유럽그린딜 추진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가 발표되었다(그
림 4-1 참고). 동 법안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55%까지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77)

그림 4-1. Fit for 55의 주요 내용

자료: 장영욱, 오태현(2021), p. 3 재인용.
77) 유럽그린딜과 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진영 외(2020); 장영욱 외(2020); 장영욱, 오태현
(2021)을 참고.

제4장 유럽연합 • 59

이러한 EU의 친환경정책의 배경에는 EU의 입법부 중 하나인 ‘유럽의회’에
서 ‘유럽녹색당(European Green Party)’의 의석 비중 확대가 있다. 유럽의회
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현 녹색당의 전신인 ‘유럽녹
색공조당(European Green Coordination)’이 1984년 최초로 의회 진출에
성공하였고, 이를 계승한 ‘유럽녹색당연합(European Federation of Green
Parties)’이 1999년까지 최대 38석(전체 의석의 약 6%)을 얻은 바 있다.78) 현
유럽녹색당은 2004년 창립되어 꾸준히 의석을 확대해오며 지난 2019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총 67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의 10%가량을 차지하였다. 이는
독일 녹색당(16.1%)이나 벨기에 녹색/생태당(14%)보다는 소폭 낮지만, 핀란
드의 녹색동맹(10%), 네덜란드의 녹색좌파당(9.3%) 등과 유사하고, 녹색 계열
정당이 한두 석을 차지하는 데 불과한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훨씬 높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장은 우선 EU의 의사결정 구조와 유럽의회의 선출 방
식을 간략히 살펴본다. 특히 EU의 의사결정 절차에서 집행위, EU 각료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사이의 권한
배분과 상호 견제는 향후 환경정책에서 각 기구의 역할과 녹색당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이어서 유럽의회에서 녹색당의 역사를 살펴보고, 녹색
당 성공의 원인을 분석한다.79)

2. EU의 의사결정 구조
EU는 2021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이하 정상회의), 각료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Europe
Court of Justice) 등 5개 기관을 핵심 기구로 두고 있다(그림 4-1 참고). 일반
적인 국가와 같이 행정(집행위), 입법(유럽의회/각료이사회), 사법(유럽사법재
78) 유럽회의 녹생당/유럽자유연대 홈페이지(검색일: 2021. 10. 13).
79) 심성은(2019),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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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의 삼권분립 형태를 갖추고 있다. 회원국 정상 간 협의체인 정상회의는 개
별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조직인데,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목표 및 방향 설정을 합의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이 외
에도 감사의 업무를 하는 유럽회계감사원(Court of Auditors), 유로화의 중앙
은행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등이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그림 4-2. EU의 주요 기구 간 의사결정 구조 및 역할 배분

자료: 외교부,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8).

EU의 정책집행기구인 집행위는 EU의 행정부 및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집행위원장 1명과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는 5년이다. 집행위원장은 취임 시 임기 5년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EU
의 미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법률안들을 제시한다. 2021년 현
재 집행위원장은 2019년 12월에 취임한 독일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며, 나머지 집행위원은 각 회원국이 1명씩 차지하고 있다.
각료이사회는 각 EU 회원국의 분야별 장관(각료)으로 구성되고, EU의 주요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집행위가 법률안을 제안하면 각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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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유럽의회와 함께 해당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특히 공동외교안보
정책 및 일부 내무, 사법 분야에서는 각료이사회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다. 또
한 각료이사회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정부 간 협력체로서 EU가 제
안하는 경제정책 및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조정권을 행사한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회원국이 6개월씩 의장직을 맡는다.
유럽의회는 부분적으로 EU의 입법부 역할을 맡고, 의원(MEP: Member of
European Parliment)은 EU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 선출된다. 2021년 현재
유럽의회는 각 회원국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임기 5년의 의원 총 705명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 간 인구 규모 분포를 고려하여 의석 수가 할당된
다. 예를 들어 독일은 가장 많은 96석을 배정받으며, 프랑스가 79석, 이탈리아
가 76석, 스페인이 59석을 배정받는다. 인구수가 적은 키프로스, 몰타, 룩셈부
르크 등이 6석씩을 차지한다.80) 영국은 기존에 73석을 배정받았으나 EU 탈퇴
로 의석을 모두 잃었고, 전체 의석도 751석에서 701석으로 축소되었다. 유럽
의회에는 임기 2년 6개월의 의장 1명, 부의장 14명, 5명의 재무관으로 구성된
‘집행부(Bureau)’와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정치그룹(Political groups)’의 대
표가 참가하는 확대집행부가 의회 행정을 담당한다.81) 유럽의회는 또한 외교,
경제, 금융, 농업, 개발 등 22개 상임위원회를 두어 관련 분야 법안을 심사한다.
초기에 유럽의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이 법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
구에 불과했으나,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 등에 명시된 직접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의민주제 형태로 발전해왔다.82) 1970년대에 예산권 등
강화된 권한이 유럽의회에 주어진 데 반해 민주주의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
적이 제기되었다.83) 이에 따라 1979년 최초로 직선제가 실시되었고, 그 이후
80) European Council Decision(EU) 2018, p. 90.
81) 정치그룹은 ‘범유럽정당(Europarty)’과 구분되는 말로, 하나 이상의 정당이 교섭단체로 활동하기 위
해 연합한 형태를 의미한다.
82)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설립의 기초가 된 로마조약 제138조 제3항은 “의회는 모든 회원국 내
에 단일한 절차를 실시하기 위한 직접보통선거제도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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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권한이 확대되어왔다. 현재처럼 유럽의회가 각료이사회와 거의 동등한 권
한을 갖게 된 것은 2009년 리스본조약(Lisbon Treaty)부터다.
현재 유럽의회의 권한은 크게 입법, 감사, 예산의 세 가지이다. 유럽의회는 대
부분의 분야에서 각료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 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
정권(co-decision)’을 가진다.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
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받는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를 거쳐 확정된다.84) 둘 중 하나라도 거부하면 재심의를 거치거나 법안이 폐기
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정책 방향과 목표에 따라 정
책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가 법률안을 발의하고,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유럽의
회와 각료이사회가 이를 승인한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의회가 단원제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로 구성되는 양원제의 성격으로 운영
된다. 여기에 발의권은 정책집행기구인 집행위가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사
회의 내각제적 전통이 EU의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5)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 및 각료이사회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장 선출, 집행위원단 전체의 임명에 대한 승인 및 불신임권을 가진다.
유럽의회 본회의에 의장국 각료들이 참석하며,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상회의
개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또한 집행위 및
각료이사회에 질의를 할 수 있고, 집행위는 정기적으로 활동계획, 결과보고서,
예산집행기록 등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유럽의회는 예산
과 관련하여 각료이사회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집행위가 제안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유럽의회와 집행위 사이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치그룹이 집행위원장 후보를 제안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

83) 심성은(2019), p. 286.
84) 유럽의회,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8).
85) 한정훈(202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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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정상회의에서 가중다수결 표결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 후 다시 유럽의회
에서 최종적으로 과반 찬성을 통해 결정되므로, 집행위 선출에 유럽의회의 영
향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리스본조약에서 강화된 유럽의회의 역할
중 하나로, EU가 민주성 결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을 반영
한 결과이다. 정책집행기구를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U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유럽의회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EU 시민들은
이 절차가 EU 내 민주주의의 진보를 의미하며 집행위에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
한다고 인식한다.86)
환경 관련 정책에서 유럽의회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집행위의 선출 과정을 통한 영향이다. EU 집행위원장 후보는 유럽의회
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치그룹이 제안하며, 각료이사회를 거쳐 선정
된 최종 후보는 유럽의회에서 다시 한번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의회 의원들이 우선순위에 둔 정책이 집행위의 공약이 될 가
능성이 높다. 2019년 선출된 집행위의 경우에도 여섯 가지 핵심 목표 중 유럽
그린딜이 있었는데, 이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환경이 주요 의제로 떠오
르며 녹색당 지지가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유럽의회는 입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일례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제출된 유럽기후법안은 유럽의회의 심의를 거
치며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특히 기존 40%에서 50~55%로 상향되었던 90년 대
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럽의회를 거치며 60%로 재조정되었다.87)
이는 각료이사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55%로 확정되었다. 또한 2021년 3월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동 결의문은 환경위원
회, 무역위원회 등 유럽의회의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주요 내용이 수정되었다.
86) 김흥종, 오태현, 이현진(2019), p. 12.
87) Eur-Lex, “Procedure 2020/0036/CO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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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원회의 결의문(안)에는 CBAM 도입 후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을 단
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산업계(철강, 시멘트, 화학 등)의 로
비로 인해 유럽회의의 최종 결의문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88) 이에 따라
CBAM 도입 후에도 탄소누출 분야의 업체에 대한 무상할당이 유지될 가능성
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EU 집행위의 CBAM 설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게 되었다.

3. 유럽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현재 유럽의회의 녹색당인 ‘유럽녹색당(European Green Party)’의 기원은
‘유럽녹색공조당(Coordination of European Green and Radical Parties)’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녹색공조당은 유럽의회의 첫 직접선거를 앞둔 1979년
에 극좌 정당과 연합하여 선거에 참가하였으나 의석 획득에는 실패하였다. 이
후 각국의 녹색 계열 정당이 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유럽의회 진출을 노리
고 유럽녹색공조당에 가입하였다.89) 198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녹색공
조당은 11석을 얻었고, 1989년 선거에서는 26석을 차지하여 의석 수 비중 5%
를 넘겼다. 이후 유럽녹색공조당은 ‘유럽녹색당연합(European Federation of
Green Parties)’으로 계승되어 1999년 선거에서 38석(전체 의석의 6.1%)을
얻었다.90) 현재의 유럽녹색당은 2004년 2월 22일 로마에서 열린 제4차 유럽
녹색당 연맹 대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의 책임, 자유, 정의, 다양성 및
비폭력의 가치에 기반을 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랑스럽게 대표한다”
는 기치로 창당되었다.91) 현재 유럽녹색당은 EU의 27개 회원국 중 23개 회원
88) 정명규(2021).
89) Rudig(2019), p. 3.
90) Bomberg(2005).
91) European Greens, “Organization”; “Charter of the European Green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
의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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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26개 정당이 가입해 있고,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에서도 9개국의
10개 정당이 가입해 있다.

표 4-2. 유럽녹색당 정규회원 정당 목록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EU 회원국

정당
Die Grünen
Ecolo
Groen

불가리아

Zeleno Dvizheniye / Green Movement

사이프러스

Movement of Ecologists-Citizens’ Cooperation

체코

Republic Zelení

덴마크

Socialistisk Folkeparti(SF)

에스토니아

Eestimaa Rohelised

핀란드

Vihreät - De Gröna

프랑스

Europe Ecologie-Les Verts(EELV)

독일

Bündnis90/Die Grünen

그리스

Oikologoi-Prasinoi / Ecologist Greens

헝가리

Lehet Más a Politika(LMP)

아일랜드

Irish Green Party - Comhaontas Glas

이탈리아

Federazione dei Verdi
Verdi-Grüne-Vërc South Tyrol

룩셈부르크

déi gréng

몰타

Alternattiva Demokratika - the Green Party

네덜란드

GroenLinks

폴란드

Zieloni

포르투갈

Partido Ecologista - Os Verdes

루마니아

Partidul Verde

슬로베니아

SMS Zeleni Evrope

스페인
스웨덴

Esquerra Verda
EQUO
Miljöpartiet de grö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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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국가

비EU 회원국

정당

알바니아

Partia e Gjelber

안도라

Verds D’Andorra

조지아

Sakartvelo’s mtsvaneta partia

북마케도니아

Demokratska Obnova na Makedonija(DOM)

몰도바

Partidul Verde Ecologist

노르웨이

Miljøpartiet De Grønne

스위스

Grüne / Les Verts / I Verdi

우크라이나

Partija Zelenykh Ukrainy(PZU)
Green Party of England and Wales

영국

Scottish Green Party

자료: European Green Party(2020).

유럽녹색당은 창당 후 첫 선거인 2004년 선거에서 전신인 유럽녹색당연합
의 의석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2009년 선거에서 의석을 48석
(전체 의석의 약 6%)으로 늘렸고, 2014년 선거에서도 2석을 더 늘렸다.

그림 4-3. 유럽의회의 녹색당 의석 추이
(단위: 좌축은 의석 수, 우축은 전체 의석 중 비중)

자료: 각 선거 결과를 토대로 저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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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실시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8개의 정치그룹이 의석을
얻었다.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인 유럽사회민주당(S&D)이
직전 선거 대비 69석이 줄어든 332석을 얻어 양 정당 의석 합계가 처음으로 과
반수에 미달하였다. 반면에 녹색당 계열인 녹색당/유럽자유연대(Greens/EFA)
는 의석이 17석 늘어났다.92) 회원국별 녹색당의 의석 비중 평균도 2014년 대
비 약 2%p 증가하여 약 6%를 기록하였다. 특히 독일은 녹색 계열 정당의 의석
비중이 약 21%로 증가하였고, 프랑스(13.5%), 영국(11.8%), 네덜란드 (10.9%),
벨기에(15.2%) 등 주요국에서 녹색당의 의석 비중이 증가하였다.93) 반면에
2004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유럽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
로베니아, 폴란드 등에서는 녹색 계열 정당이 유럽의회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표 4-3. 2019년 유럽의회 주요 정치그룹 현황
국문명(영문명)

정당 성향
기독민주주의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European

유럽통합

People’s Party)

지지(친EU),
사회적
시장경제

회원국의 주요 정당
[DE]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CDU/CSU)
[FR] 공화당(LR)
[ES] Partido Popular
[PL] Platforma Obywatelska
[HU] Fidesz-Magyar Polgári Szövetség
[IT] Forza Italia
[DE] 사회민주당(SPD)

유럽사회민주당(S&D: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in
the European Parliament)

사회민주주의,
유럽통합
지지(친EU)

[IT] Partito Democratico
[UK] 노동당
[ES]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RO] Partidul Social Democrat
[FR] 사회당
[NL] Democraten 66

유럽 자유민주연대(ALDE:

자유민주주의,

Alliance of Liberals and

중도, 유럽통합

Democrats for Europe)

지지(친EU)

[BG] DPS/ДПС
[DE] 자유민주당(FDP)
[BE] Open VLD, Mouvement Réformateur
[FR] 전진하는공화국
[UK]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92) 김흥종, 오태현, 이현진(2019), p. 2.
93) 심성은(2019), p. 303.

68 •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표 4-3. 계속
국문명(영문명)

정당 성향

녹색당/유럽자유연대(Greens/

회원국의 주요 정당
[DE] 동맹90/녹색당

EFA: The Greens/European 환경, 지역주의 [FR] 유럽생태당(Europe Écologie)
Free Alliance)
유럽 보수개혁당(ECR:

[UK] 녹색당, Scottish National Party
보수주의, 유럽 [UK] 보수당

European Conservatives and

회의주의(EU

[PL] 법과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

Reformists Group)

자체는 지지)

[BE] Nieuw-Vlaamse Alliantie

유럽 자유직접민주주의당
(EFDD: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
Group)

유럽회의주의, [IT] 오성운동
극우 성향,
직접민주주의

[UK] Brexit당
[DE] 독일대안당(AfD)
[FR]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국가자유유럽당(ENF: Europe
of Nations and Freedom
Group)

유럽회의주의,
극우 성향

[IT] Lega Nord
[NL] Partij voor de Vrijheid
[AT]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UK] UKIP
[DE] 좌파당(Die Linke)

유럽 좌파연합-북구녹색좌파당
(GUE/NGL: 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 Nordic Green

[ES] Podemos
사회주의 기반 [FR] Front de Gauche
좌파

Left)

[EL] SY.RIZ.A.
[IE] Sinn Féin
[PT] Partido Comunista Português

자료: 김흥종, 오태현, 이현진(2019), p.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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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유럽의회의 의석 배분(2019~24년)

자료: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2019-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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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은 유럽의회의 정당보조금 제도, 회원국 내 녹색당
의 지지세 확장,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 독려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한다. 연간 총지원금
중 10%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균분되고, 나머지 90%는 의석에 비례하
여 배분된다. 2021년의 경우 총 4,600만 유로 중 10%인 460만 유로가 10개
정치그룹에 각 46만 유로씩 배분되었고, 나머지 3,140만 유로가 각 정당의 의
석수에 따라 추가로 배분되었다. 유럽녹색당은 430만 유로를 받았고, 유럽의
회에서 174석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민당(EPP)이 1,230만 유로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 역할을 하는 재단(European Foundations)
에 대한 지원금도 해당 정당의 의석에 비례하여 배분된다.94) 이처럼 의석이 하
나라도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고정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
였다. 따라서 유럽녹색당이 현재와 같이 주요 정당이 되기 전까지 고정지원금
의 혜택이 현재보다 더 컸고,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
다.95) 특히 유럽녹색당은 재정적으로 유럽의회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는 유럽녹색당이 주요 정당이 되었으므로, 비례지원금
비중이 더 늘어난 현 제도가 유럽녹색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96)

94) EPRS(2021), p. 32.
95) Drounau(2021), p. 7.
96) 비례지원금의 비중을 95%로 늘리는 것이 논의 중이다(EPRS 2021,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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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021년 유럽의회 정당 및 재단에 대한 EU 지원금 현황
(단위: 지원금은 백만 유로, 의석은 개)

정당

최대
지원금

유럽국민당(EPP)
유럽사회당(PES)

최대
지원금

의석

재단

12.3

174

Wilfried Martens 유럽연구센터

6.2

8.1

139

유럽진보연구재단

5.0

자유민주당 유럽당(ALDE)

5.3

71

유럽자유주의포럼(ELF)

2.7

정체성과 민주주의당(ID)

4.6

61

정체성과 민주주의 재단

2.3

유럽녹색당(EGP)

4.3

57

녹색유럽재단

2.2

유럽보수개혁당(ECR)

4.1

54

새로운 방향-유럽개혁재단

2.1

유럽좌파당(EL)

1.8

29

유럽의 변화

1.2

유럽자유동맹(EFA)

1.1

9

Coppieters 재단

0.5

유럽민주당(EDP)

0.9

9

유럽민주당연구소

0.5

유럽기독교정치운동(ECPM)

0.7

4

Sallux

0.4

합계

43.2

607

합계

23.1

자료: EPRS(2021), p. 31.

유럽녹색당의 지지율 상승은 개별 회원국 내 녹색당의 지지세 확장과도 밀
접하게 관련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EU의 환경 관련 정책은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유럽의회는 집행위원장 선출과 법안 심사를 통하여 EU
의 환경정책 수립에 관여한다. 유럽의회 의원 선출은 회원국 시민이 EU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로이므로, 유럽의회 선거와 회원국 국내의 관
심은 서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성
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녹색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서북부유럽 회원국에서 유럽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은 반면, 환경 문제에
소극적인 동유럽 회원국의 녹색 계열 정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회원
국의 국내 정치에서 환경 문제가 부각될 때 해당 회원국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계열이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도 알려져 있다.97)
유럽녹색당은 선거운동 시 개별 회원국의 녹색 계열 정당과 공동 선거운동을
97) 한정훈, 이 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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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녹색당은 회원 정당들의 공
약과 선거운동에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녹색당의 지지율 확대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에서 녹색 계열 정
당과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U 차원의 환경정책은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독려하고 반대를 완화하
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
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한 ‘모두를 위한 청정 지구(A Clean Planet for All)’를
2018년 11월에 발표하기 전, 회원국 정부, 유관기관, 환경단체, 기업, 산업,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의견수렴절차(stakeholder
consultations)’를 수차례 실시하였다.98) 또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하여 ‘유럽환경조약(European Climate Pact)’을 2020년 9월에 발
족하였다.99) 유럽환경조약은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시민단체를 환경조약 대사
로 임명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 행사진행, 네트워킹 등의 역할을 부여
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활동을 독려함으로써
환경정책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반발을 줄인다고 평가된다. 또한 EU는 유
럽그린딜, Fit-for-55 입법안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환경정책 추진
시 항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 특히 그러한 정책으로 소외되는 산업, 노동자,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는다. 유럽그린딜의 경우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에 1,00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Fit-for-55의
경우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을 통하여 2025~ 32년 사이에 약
722억 유로를 마련할 계획이다.100) 이를 통하여 해당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들에게 실업급여,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금융접근성 강화 등의 혜택을 제
공하고, 위기 지역의 친환경 전환에 투자한다. 이처럼 EU는 기후변화 대응 정
98) EU COM(2018) 773 final, “A Clean Planet for all: A European strategic long-term vision for
a prosperous, modern, competitive and climate neutral economy.”
99) EC COM(2020) 788 final, “European Climate Pact.”
100) 장영욱, 오태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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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부작용에 대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유럽녹색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성공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
로 평가된다.

5. 소결
본 장은 개별 국가와는 다른 EU의 의사결정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EU
의 입법부인 유럽의회 내 대표적 녹색 정당인 유럽녹색당의 현황, 역사, 성공의
원인 등을 살펴보았다. 유럽녹색당은 창당 후 몇 차례 변화를 거치며 성장해왔
고, 현재는 1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녹색당의 성공 요인으로
는 유럽의회의 정당보조금 제도, 환경정책에 대한 개별 회원국 내 높은 관심,
기후변화 대응 참여 독려를 위한 EU 차원의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유럽
의회의 정당보조금은 유럽녹색당의 초기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의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럽녹색당이 현재와
같이 주요 정당이 되기 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EU의 환경정책은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회 선거는 환경정책에
대한 개별 회원국의 국내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녹색
당 성공의 주요 원인은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의 지지율
상승 원인과 유사한 면이 크다. 개별 회원국 내 녹색당 및 환경정책에 대한 인
식 제고에는 유럽녹색당의 노력과 EU 차원의 노력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녹색당의 활동은 각국 녹색 계열 정당의 선거운동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었다. 또한 EU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모든 구성원, 특히 해당 정책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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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폭넓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앞장서온 영국, 독일, EU의 녹색
당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사례에 대하여 녹색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으며 일
찍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그에 따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도 19세기부터 이미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녹색당이 1973년
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대중이 환경 문제를 크게 각성하고 있
었던 점은 오히려 창당 초기에 녹색당이 입지를 넓히는 데 부정적이었다. 환경
문제는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문제였고, 신생 정당보다 역량과
인지도가 더 큰 주요 정당들도 이미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1992년 보수당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고,
1997년에는 노동당 정부가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2005년 총선에서는 보
수당이 ‘보수당에 투표하고 녹색으로 가자(Vote Blue, Vote Green)’를 구호
로 내걸었고, 2008년 통과된 기후변화법 또한 노동당 정부가 주도하였지만 만
장일치에 가깝게 하원을 통과하였다.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 또한 초기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영
국 총선은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로 치러지는데, 관련 문헌에 따르면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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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소수 정당의 당선에 부정적이다. 총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치러지는 유럽
의회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녹색당의 득표율이 총선보다 훨씬 높다
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또한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도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초기의 녹색당에 불리했다고 평가된다. 여
기에 더해 초기 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을 지향하며 조직화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친환경 전환, 내연기관 퇴출, 탈화석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결과로 주류 정치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당 내부의 조직화도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색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간
접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
여 현재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8년과 2002년 총
선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정책을 성
공적으로 이끌었다. 2021년 총선에서는 제3당에 올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
하였다.
독일 녹색당의 빠른 성장에는 독일 고유 정치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가 결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
시하고 있다. 특히 연방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은데, 비례대표 의석은 지
역구에서 3석 이상을 얻었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들에 배분된
다. 덕분에 녹색당은 창당 3년 만에 연방하원에 진출할 수 있었다. 독일의 정당
보조금 또한 수급자격이 유럽의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득한 경우로 소수 정당에 우호적이다. 이러한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은 녹색당의 초기 정치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녹색당이 연방하원 진출 후 제3당으로까지 성장한 데에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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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매우 빈번
하고, 소규모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에 사민당과 연방정부 연정을 구성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점진적 폐
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의 정책 도입에 앞장섰다. 이는 녹색당이 존재감
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운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
일 녹색당은 이미 1990년대에 의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조직화에 노력을 기울
였고, 환경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
당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 같은 기존의 인
식을 탈피하고 고학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녹색당이 2021년 총선에서 다시 연립정부에 참여
하여 외교부, 경제기후보호부 등 5개 주요 연방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녹색당의 존재감과 역량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EU의 입법부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유럽의회에서 녹색당은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서 현재는 전체 의석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녹색당의
존재감 확대는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의회에서 가
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치그룹이 EU 집행위원장 후보를 제안하기 때문에, 유
럽의회 의원들이 우선순위에 둔 정책이 집행위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집행위의 6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럽그린딜 또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서 환경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녹색당 지지가 급증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회는 입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유럽기
후법안의 경우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유럽의회의 심의를
거치며 기존 40%에서 60%로 재조정되었다(각료이사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55%로 확정).
유럽녹색당의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EU 자체적인 것보다는 개별 회원
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유사하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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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이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유럽의회 의원 선출도 환경정책에 대한 회원국 국내의 관심과 연동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EU 자체의 특징 중에는 유럽의회의 정당 지원금이 유럽녹
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연간 총지원금 중 10%가 의석을 보유한 모
든 정당에 균분된다. 이처럼 의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고정
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였다. 따라서 유럽녹색당이 주요 정당
이 되기 전 고정지원금의 혜택이 현재보다 더 컸고, 이는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현재는 유럽녹색당이 주요 정당이 되었으므로,
비례지원금의 비중이 더 늘어난 현 제도가 유럽녹색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
인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제
도권 정치에서 존재감이 작은 경우라도 주류 정당 주도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권
정치에서 녹색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에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빠르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법을 근거로 발족된 기후변화위원회(CCC)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영국의 탄
소감축정책 목표 설정 및 이행 감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CC의
독립성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
료에 근거한 논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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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결과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성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브렉시트와 같이 다른 주제들을 압도하는 대형 쟁점이
발생할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논의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큰데, 그러
한 상황에서도 제도화된 정책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화
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는 녹색당이 꾸준히 제시해온 정책을 주류 정당들이 흡수하고 있다
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당의 정책 제안이 과거에는 급진적이라고 받
아들여졌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녹색당의 정책을 주류 정당들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공약에서 녹색당은 ‘그린뉴딜’을 입법하여 2030년까지 탄소중립
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세부 공약으로는 탈원전과 탈
화석연료를 통한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친환경 주택 건설, 2030년 내연기관 자
동차 퇴출, 친환경 산업정책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
해 2조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여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실업 문제를 완
화시키고,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 등으로 소득을 보전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요 정당들도 진지하게 논의
하는 주제가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해온 정당이나 시민
단체는 관련 정책 개발 역량도 클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그러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이 주류 정당의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
영되는 통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에서 추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
나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은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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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기후변화법이 입법될 때 BP 등 동법의 주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오히려
입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국 또한 녹색전환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유지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녹색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성이 영국에서처럼 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일지라도,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
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객
관적으로 전망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일의 사례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중 독일정치의 고유한 특성, 즉 선거제
도, 연정 등은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제한적이다.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반정당의 정당’이었다. 그러나 통일을 거치며
세력 확대를 위하여 의회 민주주의 체제 수용, 정당 조직화, 구동독과 구서독
정당 간 차이 조율 등을 거쳤고, 환경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립정부의 유
지를 위하여 일부 주장을 희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당
은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 중산층 정당으로 변하였고, 양대
정당인 기민당, 자민당과 주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는 독일 녹색당과 같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EU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한 유럽환경조약과 같이 개인, 시민단체,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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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녹색전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2.0’ 중 그린뉴
딜은 공정한 전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석탄발전 등 사
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열, 폐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에너지
전환지원법」을 제정하여 소외 계층의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공정전환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EU가 유럽녹색당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모든 이해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 것처럼, 한국에서도 소외 산업
과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의 한 축인 ‘휴먼뉴딜’을 공정전환과 명시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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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Determinants of Success and Failure of
Green Parties in Europe
Dong-Hee Joe, Youngook Jang, Hyun Jean Lee, and Hyung Jun Yoon

The Green Transformation that has begu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is expected to continue to be a major economic policy of
governments around the globe. Major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long with the European Union, are at
the forefront of this transformation. However, electoral outcomes of
political parties focused on climate change (i.e., Green Parties) differ
significantly among these cases. Analyzing the reasons of their electoral
success or failure can help understanding their role in climate-change
policy. This, in turn, can teach how to make climate policy sustainable in
Korea where political support for Green Parties is extremely low. We
review the history of Green Parties in the UK, Germany and the EU and
analyze the reasons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The related literature
considers three major reasons for the extremely low electoral outcomes
of Green Parties in Korea, namely the public’s attitude, electoral system
and major traditional parties’ reactions. Following this, we focus on
those three factors.
To the concerned readers in Korea, the UK’s case shows, above all,
that a substantial presence of Green Parties in the legislature is not a
necessary condition for an active climate policy by the government.
Instead,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crete commitments through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wide consensus, including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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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es, that the additional costs in the short run will result in net
economic gains in the long run. The EU’s case shows that creating a
platform on which interested parties of various type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and formation of climate policy and putting
more focus on “just transition” can be good starting points for achieving
this consensus. For Korean Green Parties' electoral prospect per se, the
German case hints at the needs to extend the scope and improve the
competence of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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