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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
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
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발 모델에 기후변화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질적인 측면의 부담(기후 ODA)과 유엔 협약에 의해 개도국 지원자금을 제공해
야 하는 양적 부담(기후 재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후 ODA와 기후 재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른바 녹색 ODA 확대 계획을 수립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

: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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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정지원․박수경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
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
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
입될 당시부터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
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MDG를 중심으로 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기
후변화는 개도국의 개발경로와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
문에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
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
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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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
명해보고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
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
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
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녹색성장 전략을 통
해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환경 ODA와 기후변화 재원을
둘러싼 원조 전환 문제, 대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대한 통계보고,
다양한 재정 메커니즘 거버넌스 등의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녹색 ODA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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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009년 12월은 발리행동계획에 명시된 포스트 교토 체제 결정시한이었다.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예정대로라
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가 발표되고 개도국들의 감축행동 내
용이 결정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확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각각의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으로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한 비관론이
존재하였고, 결국 미국, 중국 등 몇몇 국가들의 합의하에 작성한 문서를 당
사국총회가 ‘주목(take note)’하는 것으로 회의는 막을 내렸다.1) 기후변화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인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온
실가스 배출 행위에 의해 초래됐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1) 미국과 이른바 ‘베이직 그룹(basic group)’으로 일컫는 중국, 브라질, 인도, EU의 5개국이 합의서 도출에 큰 기
여를 하였으며, 코펜하겐 현장에서 이에 합의한 국가는 총 192개 당사국 중 49개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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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국가 발전을
이룩한 선진국들이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며, 개도국들의 감축
행동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후변화가 그동안 축적된 개발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의
가 전개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취
약계층의 빈곤을 해소하고 MDG를 달성하는 데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후변화의 개발
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함은 물론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climate-proofing)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개발의 문제를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개발의 상호 인과관계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 지
원은 역사적 책임에 따른 부담(기후 재원)과 전 세계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의 고려(기후 ODA)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
을 분석한다. 특히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
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2008년부터 5년간 2억 달러
규모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며, 전체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녹색 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
재원의 제공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재원 제공 의무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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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입장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략 및 정책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의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을 분석하되, 개발이 초래
한 기후변화 현상 자체보다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바라
본다. 제3장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논의 흐름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관련
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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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후변화와 개발의 연관성

1. 기후변화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2)
가.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그 심각성은 기후변화
가 인류의 활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분석 결과에 의해
설명된다(IPCC 2007b). 기후변화 영향은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가의 정도는 기후
변화 현상의 잠재적인 영향력의 규모와 한 국가의 적응역량(adaptation capacity)
이라는 두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후변화의 영향은 단순
히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
타난다. 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 경제발전 정도, 인구분포, 제도, 사회적 자

2)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크게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적응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온실가스 감
축 부담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회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문제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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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나 환경적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정도는 그 국가의 적응
역량을 결정한다. 또한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
된 정도와 민감성에 따라 달라진다.
적응역량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적인 저발전, 사
회적 자본 및 제도의 미비, 거버넌스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빈
곤과 개발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저개
발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해안, 저지대 또는 적도 근처에 위치한 국가들에
게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폭우, 홍수, 가뭄, 태풍 등의 기후변화 현
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성격을 가지는 듯하나, 장기적이고 지속적
으로 전 지구에 변화를 발생시키며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2-1]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결정요인과 기
후변화와 개발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림 2-1. 기후변화 취약성 결정 요인 및 개발과의 연관성 ❚

자료: IPCC(2007b); UNDP(2008)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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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현상은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 종 다양성 및 생태계 손상, 사
막화 심화, 생화학적 주기의 변화 및 빙붕(ice shelf) 융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령 아프리카와 같
이 적도 및 사막지대에 위치한 국가에서는 가뭄과 기온상승, 물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가 하면, 소도서국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도국의 농림수산업, 목축업, 산업, 인프라, 식
수, 위생 및 보건,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가
뭄, 홍수 등은 생산성을 감소시켜 식량위기를 야기하며 토지 및 인프라 파괴
는 생계수단 손실, 더 나아가 적응비용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또한 거주환경
의 변화와 이동을 초래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질병이 만연해 노동생
산성 하락을 가져온다.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은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
German Watch는 기후변화로 인한 총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피해 금액과 GDP 대비 피해 금액의 비중, 이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지표(CRI: Climate Risk Index)’를 고안했다.3) 이 지표에 따라
1998~2007년 사이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크게 노출된 10대 국가들은 모두
개도국 또는 최빈개도국으로 [표 2-1]에 나열된 것과 같다. 기후변화 취약국
들이 대부분 개도국들이 위치한 지역에 있다는 점은 [그림 2-2]에서도 발견
된다.

3) German Watch(2009), Global Climate Risk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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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10대 기후변화 취약국(1998~2007년) ❚
총 피해액
(백만 달러)

연평균
10만 명 당
사망자 수

GDP 대비
피해 규모(%)

579

1,166

8.50

5.15

10.92

1,093

4,426

0.70

3.02

니카라과

11.67

308

528

5.70

4.30

4

도미니카공화국

14.83

414

503

5.00

0.98

5

아이티

15.75

402

232

5.10

2.42

6

베트남

18.33

406

2,152

0.50

1.47

7

인도

18.83

4,532

12,047

0.40

0.62

8

모잠비크

24.75

121

228

0.60

1.98

9

베네수엘라

24.75

3,012

433

11.9

0.18

10

필리핀

25.83

472

698

0.60

0.33

순위

국가

CRI 점수

1

온두라스

6.75

2

방글라데시

3

연평균
사망자 수

자료: German Watch(2009), Global Climate Risk Index.

❚ 그림 2-2. 개도국과 기후변화 취약국 ❚

자료: CAR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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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와 개발목표 달성의 관계4)
기후변화는 통상적으로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빈곤감소, 식량안보,
경제성장, 보건, 인권 등 다양한 개발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MDG 달성에
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기후변화와 개발은 별도의 영역이 아니며, 이 두 가
지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인류가 당면한 포괄적인 과제로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5) 특히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가 개도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UNDP는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기후변
화와 인간개발의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기후변화가 개발을 저해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리적으로 기
후변화는 식수, 산림, 토양 등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야기된 대규모 재해는 주택 및 인프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하여 취약계층의 생계활동과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농업을 예로 들면,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하락과 수확량 감소는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며 토지 황폐화, 농산물 가격 폭등과 연결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물리적 피해는 단기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발
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책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개인의 몫이다.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개인
자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Devereux(1999)는 말라위에서 발생한 가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빈곤층의 90% 이상이 소득 및 자산의 감소

4) 이 ‘나’장의 내용은 IPCC(2007b)의 717~743쪽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09년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고 개발협력의 범주
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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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시 노동 및 가축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에 있어 가축은 생산요소 및 신용담보로 활용되는 소득의
원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축 매각은 생계수단의 상실을 의미하며 결과적
으로 빈곤해소와 개발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림 2-3]은 기후변화의 충격 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득
혹은 자산이 감소할 경우, 그 감소 정도를 소득수준과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의 충격(shock)과 그 이후 회복 과정에
서도 빈곤층은 다른 소득수준 계층에 비하여 그 영향과 회복수준에서 현저
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는 빈곤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자산
(asset)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적 자본 역시 미비한 상황에서 생활수
준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Carter et
al.(2005)은 1998년 허리케인 미치(Mitch)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온두라
스의 가구를 대상으로 재해 이후 순자산증가율(net asset growth rate)을 분
석하였다. 빈곤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동일하게 31%의 재산 손실을 가정하
고6) 재해 이후 30개월 동안 순자산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빈곤가구의 경우
–48%에 달한 반면, 일반가구의 순자산증가율은 –14%였다. 이는 기후변화
로 인한 ‘빈곤의 덫(poverty trap)’의 심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일례이다.

6) 실제로 일반가구의 재산손실은 7.5%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기준에서의 비교를 위해 빈곤가구와 같은 수준의
31%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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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기후변화가 자산 및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료: Carter et al.(2005).

[표 2-2]는 기후변화가 MDG 여덟 가지 부문별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
리한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생계수단의 상실 이외에도 기후변화는 영양, 교
육, 보건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근과 영양실조,
전염병 확산, 노동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의 하락,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로
초래되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정,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종․지역 간 갈등
이나 물리적 충돌 등의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아동의 영양실조,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및 경제
활동 기회를 감소시킨다.7) 여성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가 낮고 정치적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기후변화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며, 양성관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7) 일례로 에티오피아에서 가뭄 기간에 태어난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영양실조 및 성장장애를 겪은 비율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각각 36%, 41% 높다(UNDP(2008),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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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기후변화가 MDG에 미치는 영향 ❚
MDG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절대빈곤과 기아 근절
(Goal 1)

▪수확량 감소로 생계수단 감소 및 식량안보 저해
▪거주지 이전, 자원 분쟁 등 사회긴장 고조

초등교육 보편화 달성
(Goal 2)

▪자연재해 및 생계수단 박탈로 인한 교육기회 감소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개선 및 질병관리 기능 약화

양성평등 도모와
여성역량강화(Goal 3)

▪기존 양성불평등 심화

아동사망률 감소(Goal 4)
모자보건 향상(Goal 5)
주요 질병 타파(Goal 6)

▪말라리아, 뎅기열 증가
▪식수오염으로 인한 콜레라,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증가
▪질병에 취약한 아동 사망률 증가
▪질병 확산 및 사망률 증가로 노동생산성 하락

환경지속성 향상(Goal 7)

▪자연자원 및 생태계 생산성 저하
▪종 다양성 감소 및 환경파괴

글로벌 파트너십(Goal 8)

▪기후변화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협력체제
구축

자료: Multi-Agency Report(2003); IPCC(2007b); WEDO(200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그 피해범위와 대응능력에 있어 선진국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적절하고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빈곤해소와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질 뿐더러 이미 달성
된 개발성과마저도 후퇴할 우려가 높다.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
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
속가능한 생산성 확대방안과 기후변화 영향을 받지 않는(climate-proofing)
경제성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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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비용
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그 현상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살펴봄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비용이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는데, 2008년 전 세
계 개발원조 규모가 1,00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막대한 것
이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비용에 관한 연구는 특정 적응 수단의 혜택을 가
늠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 적응 수단을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혜택보다 적
어야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006년 OECD와
세계은행은 ODA 중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 규모에 기반하여
개도국의 적응 비용을 추정하였다(표 2-3 참고).

❚ 표 2-3.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예상 비용 ❚
(단위: 십억 달러)

추정 기관

연간 비용

시기

비고

World Bank(2006)

9~41

현재

OECD와 세계은행의 ODA 중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 규모에
기반하여 추정

Stern Review(2006)

4~37

현재

상기 세계은행 연구 업데이트

Oxfam(2007)

최소 50

현재

UNDP(2007)

86~109

2015

UNFCCC(2007)

28~67

2030

상기 세계은행 연구결과에 NAPA 및
NGO 프로젝트 비용 추정치 합산
상기 세계은행 연구결과에 빈곤퇴치
프로그램 채택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비용 추가
상기 연구들이 특정 분야를 명시하지
않는 반면, 이 연구는 분야별 적응
비용을 추정

자료: OECD DAC(2008), pp. 69-70에서 필자 편집.

20│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표 2-3]에서 UNFCCC(2007)를 제외한 네 가지 연구는 모두 2006년 세계
은행 연구결과를 업데이트하거나 그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도국 내 재원의 흐름을 크게 ODA, FDI, GDI(gross domestic investment)로
구분하고, 이들 중 기후변화에 민감한 투자 비중은 각각 40%, 10%, 2~10%로
가정하였다.8) 또한 기후변화에 민감한 투자를 기후변화에 영향 받지 않도록
(climate-proofing) 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incremental cost)은 약 10~
20%가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추정된 적응 비용은 사
실상 특정 적응 활동과 연계하여 계산된 금액은 아니며, 적응에 투자함으로
써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
여 IPCC(2007b)는 적응의 비용 및 혜택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할 만한 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2009년 10월 세계은행의 EACC(Economic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연구팀은 지역별․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비용을 발표하였다. 비용
추정기간은 2010~50년으로 설정하고, 인구 및 GDP 성장률 전망을 바탕으
로 개도국의 성장 경로(growth path)를 파악할 수 있는 ‘개발 기준치
(development baseline)’를 구축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적응 비용 산
출 시 개발단계를 현재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세계은행
의 방식은 개도국의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감안, 인구 및 GDP 성장 전망
을 모델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9) 또한 이 연구는 2050년까지 기온의 변화
는 크지 않으나 강수량 변화는 어떤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강수가 극심한 경우와 가뭄이 극심한 경우의 두

8) 개도국 내 ODA, FDI, GDI 규모는 각각 연간 1,000억 달러, 1,600억 달러, 1조 5,000억 달러로 추산하였으며,
기후에 민감한 재원의 비중은 과거 OECD의 6개국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이다.
9) 인구 성장률은 유엔 인구기금(UNFPA)의 2006년 예상 출산률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GDP 성장률은 다음 세
가지 모델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①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FUND;
Anthoff and Tol 2008), ② PAGE 2002(Hope 2006), ③ Regional Dynamic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RICE 99;Nordhau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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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10)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개도국이 기온이 2°C 상승한 지구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 2050년까지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최소 7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4 참고).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적응 비용이 가장 높은 반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의 부문별 영향을 경제활동(농업․어업), 인간행동(소비․
보건), 환경(수자원․해양․삼림), 인프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는데, 인프라와
해안지대의 적응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고).

❚ 표 2-4. 세계은행 추정 연간 지역별 적응 비용 ❚
(단위: 십억 달러)

동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카리브
태평양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
남아시아
아프리카

전체

강수가 극심한 경우(Wettest scenario by NCAR)
최대

28.7

10.5

22.5

4.1

17.1

18.9

101.8

최소

25.0

9.3

21.5

3.0

12.6

18.1

89.5

가뭄이 극심한 경우(Driest scenario by CSIRO)
최대

21.8

6.5

18.8

3.7

19.4

18.1

88.3

최소

19.5

5.2

16.8

2.9

15.5

16.9

76.8

주: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자료: World Bank(2009b), The Costs to Developing Countrie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New Methods and Estimates.

10) 기후모델은 외부기관의 기후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하였다. 강수가 극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시나리오
는 NCAR(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의 CCSM3 모델 결과로부터, 가뭄이 극심한 경우를 가
정한 시나리오는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의 Mk3.0 시뮬레이
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2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 표 2-5. 세계은행 추정 연간 부문별 적응 비용 ❚
(단위: 십억 달러)

부문

강수가 극심한 경우

가뭄이 극심한 경우

인프라

29.5

13.5

해안지대

30.1

29.6

수자원공급 및 홍수예방

13.7

19.2

농수산임업

7.6

7.3

2

1.6

극단기후현상

6.7

6.5

합계

89.6

77.7

보건

자료: World Bank(2009b), The Costs to Developing Countrie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New Methods and Estimates.

이 연구가 현존하는 연구들 중에 가장 상세한 방법으로 비용 분석을 시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성장, 사회구조 변화, 기후변화의 정도, 인간행동의
변화, 정부투자 전망 등에 따라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는 여
전히 존재한다. 세계은행의 방법론은 정책결정자가 미래의 기후변화 상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취한다는 가정에 기
초하고 있다. 또한 주요 변수인 기후변화 영향력과 경제성장 전망에 관한 다
양한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응 비용 산출이 가능한 특정 자료만을
사용하였다.11) 세계은행의 추정치는 산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물리적 적응
수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고려하였으며, 적응을 위한 정책 또는 제도의 변
화, 인적자원 확충 등에 필요한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적응 비용 감소 가능성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

11) 각주 8)에 서술한대로 GDP 성장률 데이터는 세 가지 모델을 평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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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 세계 GDP의 1~3%에 이를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IPCC 2007a).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것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
다 2°C 상승하는 데 그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축 비율이다. 감축 목
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을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이 미래
의 감축 비용을 줄이는 일일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현재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존재하나,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는 개도국들도
감축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흥 개도국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필수적이다. 1850년 이래 개도국들의 온실
가스 누적배출량은 36%에 불과하지만, 2005년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2%를 차지하여 선진국의 배출량을 넘어섰다(그림 2-4 참고). Wheeler와
Ummel(2007)는 개도국들의 누적배출량이 2025년에 선진국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그림 2-4.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

자료: World Bank(2009c),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에서 재인용(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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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은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일보다
는 각국의 개발 모델을 저탄소(low carbon)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보다 더 긴 시간이 요구되
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 탄소 배출을 고려하여 거주지와 업무용
지의 거리를 조정하고, 기후친화적인 건물을 설계하며,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도시개발 전반에 기후변화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도시가 형성된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냉난방시설 정비 또
는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게
마련이다.12) 문제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저탄소 개발을 위한 기술, 자금,
역량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비용뿐만 아니
라 초기 투자 비용도 필요한 상태이다. 몇몇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 중의 CO2e 수치를 450ppm으로 안정시키는 노력에 개도국이 참여하
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2030년까지 연간 1,40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에
이르며, 초기 투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최소 2,640억 달러에서 최대 5,6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표 2-6 참고).
❚ 표 2-6. 개도국의 기후변화 현상 완화 비용 ❚
(단위: 십억 달러)

구분
완화 비용

추정 기관

2010~20년

175

PNNL

139

IEA

완화 비용 +
초기 투자 비용

2030년

McKinsey & Company
565

IIASA

63~165

264

McKinsey

300

563

PIK

384

주: PNNL: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IAS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PIK: 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
자료: World Bank(2009c).

12) World Bank(2009c),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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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1.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가.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
1) 유엔 기후변화협약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다자환경협약 중의 하나이다.13) 협약은 기후변
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추구할 것

13) 이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지구의 대기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분야별 다자
환경협약(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이외에도, 생물다양성협
약과 사막화방지협약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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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인 192개국이 비준한 상태이
며, 개발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저탄소로 변환할 것을 요구하므로 개도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큰 관심을 나타내는 이슈이다. 협약의 당사국들은 기
본원칙인 형평성(equity)을 기본으로, 공통된 그러나 차별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개별적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에
따라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보존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14) 이 원칙에 따라 선
진국들은 기후변화와 그 악영향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개도국들의
요구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약한 국가
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15)
구체적으로 협약은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incremental costs)을 감당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새롭고 추가적
(new and additional)인’ 재원을 공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16) 아울러 선진
국은 개도국이 기후변화 악영향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17)
2001년 마라케시(Marrakech)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는 개도국 지원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최빈국 기금
(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과 ‘특별 기후변화 기금(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이다. 이 기금들은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에 의해 운영되며, 선진국들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존한다. 한편 교토
의정서 메커니즘인 ‘적응 기금(Adaptation Fund)’은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되
어 있으며, 청정 개발 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18) 참여

14) UNFCCC(1992), Art 3.1.
15) UNFCCC(1992), Art 3.2.
16) UNFCCC(1992), Art 4.3. 여기서 선진국은 협약 부속서(annex)II에 있는 26개국을 의미한다.
17) UNFCCC(1992), Art 4.4.
18) 청정개발체제(CDM)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교토의정서 12조),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해당 선진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하고 개도국은 경제적․기술적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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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업 수익의 2%를 기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림 3-1]은
협약의 기금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림 3-1. 유엔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금의 구성 ❚

자료: GEF(2009), p. 7.

❚ 글상자 3-1. GEF의 개요 ❚

GEF는 독립적인 금융기구로 개도국들의 지구환경보호 프로젝트에 무상자금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기후변화, 종 다양성, 국제 수자원, 오존층 파괴 방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저감, 토양보존
등이다. 1991년에 세계은행의 10억 달러 규모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설립된 GEF는 현존하는 지구
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992년 리우 정상회의를 통해
GEF는 세계은행 체제와 별도의 독립 기구로 재탄생하였으며, 이는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수행에 있
어 개도국들의 참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GEF는 유엔 종 다양성협약(UNCBD), 기후변
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UNCCD), 스톡홀름 협약의 재원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자료: www.gefweb.org.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빈국기금(LDCF)은 기후변화 적
응역량이 부족한 최빈국에 제공되며, ‘국가 적응 행동 프로그램(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에 명시된 긴급하고 즉각적인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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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적응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금은
각 개도국이 NAPA를 통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기후변화기금(SCCF)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뿐 아니라 기술이전 등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적응기금은 교토의정서
가입 국가들에 의해 조성되며, 개도국의 적응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상기 세 가지 기금에 공약된 금액은 [표 3-1]과 같으며, 이는 다양한 기관에
서 추정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전체 자금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규모이다.

❚ 표 3-1.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관련 기금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규모

시기

최빈국기금(LDCF)

172

2009. 8 기준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90

2008. 11 기준

91.3

2008. 10 기준

50

GEF 3～4기

적응기금(Adaptation Fund)
GEF 신탁기금(Strategic Priority on Adaptation)*

주: * 기후변화 적응 계획 및 평가를 통한 환경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7차 당사국총
회 당시 제안되었으며 2008년 종료됨.
자료: UNFCCC(2009b), p. 88.

이 밖에 열대우림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종 다양성, 토양파괴
문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열대우림기금(Tropical Forest Account)’
이 있다. 이 기금은 아마존, 콩고분지,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 등 종 다
양성 및 탄소흡수원(carbon stocks)19) 수준이 높고 산림전환율이 빠른 지역
및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기금의 총규모는 6,000만 달러이다.

19) 특정한 시점에 산림, 토양, 대기권 등 특정 탄소저장고에 축적되어 있는 탄소의 절대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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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2005년 영국 글레니글스(Gleneagles)에서 열린 G8 정상회담
을 계기로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데 활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GEF의 기금을 관리하는 위탁기관
(trustee)이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국제금융기구로서 자체 재정 및 공여국과의
협조융자를 활용, GEF보다 큰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운영한다.
세계은행은 국제개발은행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개도국 내의 기후변
화 감축 및 적응 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프레임워크(CEIF: Investment Framework for Clean Energy and Development)’
를 구성하였다. CEIF는 아프리카 최빈국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
고, 개도국을 저탄소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에는 세계은행 그룹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개발
문제를 연계하기 위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FDCC:
Strategic Framework o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를 개발하였다.
세계은행의 대표적인 기금으로는 ‘기후 투자 기금(CIF: Climate Investment
Fund)’이 있다. 2008년 7월 설립된 CIF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국가개발전략상의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목
적으로 한다. 총공약액은 63억 달러에 이르며, 2009년 1월 말 기준 실질적
인 기여액은 57억 달러로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주요 공여국이다(표
3-2 참고). CIF는 기존의 ODA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재원으로
자금 지원과 양허성 차관으로 구성된다. CIF는 매년 개최되는 파트너십 포
럼을 통해 기금의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를 점검하는데, 이 포럼에는 공
여국뿐만 아니라 국제개발은행, 유엔, NGO, 민간 부문,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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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CIF 공약액(2009년 9월 말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통화

CIF
(공약통화 기준)

미국

USD

2,000

영국

GBP

일본

CIF

CIF
CTF

SCF

2,000

2,000

-

800

1,488

1,488

USD

1,200

1,200

1,000

200

독일

EUR

550

813

739

74

프랑스

EUR

203

300

300

-

호주

AUD

150

127

84

스페인

EUR

80

118

118

-

스웨덴

SEK

600

92

92

-

캐나다

CAD

85

82

-

82

노르웨이

USD

50

50

-

50

네덜란드

USD

50

50

-

50

스위스

USD

20

20

-

20

합계

6,341

4,335

42

2,006

자료: World Bank(2009a).

CIF는 ‘청정기술 기금(CTF: Clean Technology Fund)’과 ‘전략적 기후
기금(SCF: Strategic Climate Fund)’으로 구성되어 있다. CTF는 장기적으
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보급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전력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배출 전력 개발)․수송(효율성 및 수송수단 전환)․
에너지효율(빌딩, 산업 및 농업 분야)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SCF
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 중 향후 전반적인 개발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기
대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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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3-2. 전략적 기후기금(SCF) 프로그램 ❚

SCF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국가개발정책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에 기후변화로부터 복원력(climate resilience)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류화하는 프
로그램(PPCR: Po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프로그램(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und) 등이 있다. PPCR은 개
도국 주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방식의 재정지원이다. PPCR은 NAPA를 근거로 수립되며 FCPF
는 산림 황폐화 방지, 탄소 배출 감소, 탄소흡수원(carbon sink)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자료: www.worldbonk.org

2009년 12월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저소득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제안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CIF 산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총 2억 5,000만 달러 규모를 목표로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지원을 약속하였다. 기존 CIF 프로그램들이 중위소득국가에 대
한 기술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국에 대한 보충
적인 지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20)

3) ADB
ADB는 ‘전략 2020(Strategy 2020)’이라는 장기 전략 프레임워크를 마련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빈곤층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달성하는 데 있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ADB는 기후변화 문제를 감축과 적응의 두 분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감축의 경우는 운송, 도시위생과 온실가스 배출, 토양 및 산림자원 관리가

20) World Bank Press Release No. 2009/190/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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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며 적응에는 국가개발전략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제고, 취약 부문에 대
한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기후변화 위험을 최소화하는 사업 실행, 기후변화
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
하여 ADB는 기금을 설치하는 동시에 민간 투자 유치, 탄소시장과 보험시장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표 3-3]은
ADB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이다.

❚ 표 3-3. ADB의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
지원 대상

규모
(백만 달러)

프로그램 이름

감축

Clean Energy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90

적응

Funds for Small Grants Activities

1.2

Climate Change Fund

40

다부문 지원

물

탄소시장
이니셔티브

내용
친환경기술 보급
아태지역에 대한
소규모 기후변화
적응 지원
아태지역 국가의
지구온난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촉진

Water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Asia Pacific Carbon Fund
Technical Support Facility
Credit Marketing Facility

65

물 관련 사업 추진

150
-

Future Carbon Fund

100

CDM 관련
프로젝트 지원
CER 관련 마케팅
CDM 관련
프로젝트 지원
(Post-2012 이후)

자료: ADB.org/Clean-energy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ADB의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정에너
지 지원 파트너십(CEFPF: Clean Energy Financing Partnership Facility)’
은 2007년 개도국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효율적이고 공해 발생이 적은 기술 보급을 지원한다. 이 프로
그램은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규제 및 제도개선에 지원되는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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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신청정에너지 기술, 기술장벽 해소, 빈곤층을 위한 청정에너지 보
급 확대, 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청정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과 아시아 청정에너지 기금(Asian
Clean Energy Fund)이 조성되어 있다. 2008년 말 기준 총 9,000만 달러
중 3,900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이며, 아시아 청정에너지 기금의 경우
일본이 단독으로 2,400만 달러를 공여했다. 지원 분야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
74%를 차지하며, 그 외 물(11%), 다부문(11%) 및 교통(4%) 등이 포함된다.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Funds for Small Grant Activities’는 투자계획 시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
화, 국가적 적응능력 배양 및 대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는데, 현
재 지출이 완료된 상태다. 2008년 5월 새롭게 설립된 ‘Climate Change Fund
(CCF)’는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응
노력을 지원한다. ADB가 초기 자금 4,000만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공
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참여 모집 중이다. 이 기금은 청정에너지, 탄소금융
(carbon financing) 등 감축에 집중되어 있던 기금을 적응 분야로 확대시킨
다는 의미를 지닌다. CCF는 기후변화의 사회적 위험성(social vulnerability)
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 정책 및 보건 관련 영향에 대
해서도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설립된 ‘Water Financing Program Partnership Facility’는
2010년까지 농촌 및 도시의 수자원 제공과 강 유역의 물 관리에 대해 중점
적으로 지원한다. 식수 공급 및 위생 지원, 홍수 위험 감소, 관개, 배수 사업
확대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사업 분야는 크게 물 관련 투자 확대, 제
도 및 정책 개혁, 제도역량 강화 및 지식기반 강화의 세 분야로 나뉜다. 재
원은 다자공여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과 네덜란드 신탁기금으로
충당된다.
ADB의 ‘탄소 시장 이니셔티브(CMI: Carbon Market Initiative)’는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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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CDM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시작되었다. 기존의 CDM 관련
기금이 배출권 획득 시점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CMI는 사업
초기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선제금융(up-front financing) 형식이다.
Fundo Português de Carbono(포르투갈), Climate Cent Foundation(스위
스) 등 주로 민간 부문이 CMI를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CMI는
Asia Pacific Carbon Fund(ASCF), Technical Support Facility(TSF),
Credit Marketing Facility(CMF)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절감 프로젝트에 협조융자(co-financing)를 지원한다. CMI
는 CDM 프로젝트의 운영(ASCF), 이를 위한 기술지원(TSF), 획득한 탄소
배출권의 가격 및 마케팅 지원(CMF) 등 개도국의 CDM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미래 탄소 펀드(Future Carbon Fund)’는 포스트 교토 체제 대비를 위한
CMI 사업으로 2012년 이후 탄소 배출권 생성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탄소펀드는 ADB 역내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
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절감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감축 의무를
진 출자국에게 이를 통해 절감되는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DB는 정부뿐 아니라 전력회사, 제조업, 항공사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장려하여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ADB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0~13년에 걸쳐 EDCF를 통해 매년 500만 달러씩 총 2,0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나. 주요국의 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다자기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요 선진국들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표 3-4]는 주요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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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EU, 독일, 호주, 스페인의 지원
이니셔티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일본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절에서 상
세히 서술한다.
EU는 2007년 ‘세계 기후변화 연대(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최빈국 및 소도서국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대화 및
교류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우선 지원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산림 파괴, CDM 참여 확대,
자연재해 위험예방, 기후변화와 개발전략과의 통합 등이다. 2008~10년 기간
동안 5,000만 유로의 기금이 책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환경과 지속적인 자
연자원 관리(Environ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Energy)’와 ‘기후변화, 개발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and the Communication)’ 기금을 조
성하고 각각 5,000만 유로와 2,5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독일은 2008년부터 환경부 주도 아래 ‘국제 기후보호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mate Protection Initiative)’를 추진하고 총 4억 유로의 기금을 마련하였
으며, 이 기금을 국내기금(2억 8,000만 유로)과 국제기금(1억 2,000만 유로)
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금은 개도국 및 신흥개도국, 동구권 국
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데,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 종 다양성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기금은 친환경 기술개
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보호 캠페인 등 개인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관련 교육 등에 활용된다. 독일은 이와 같은 재원을 마련하
기 위하여 EU ETS의 배출권 수익을 활용하였다. 2008년 획득한 배출권의
8.8%를 유상화하였으며, 그 수입의 약 30%를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데 사용하였다.
호주는 ‘Global Initiative on Forest and Climate’을 통해 개도국의 효율
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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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는 2007년부터 5년간 총 2억 달러를 지원하며 주요 수원국은 인도
네시아,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 및 메콩강 유역의 국가가 포함
된다. 호주는 이러한 양자지원 외에도 세계은행의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에 이 기금으로부터 1,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은 UNDP와 공동으로 2006년 5억 3,000만 유로 상당의 MDG 달
성기금을 마련하여 MDG의 달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평화안보, 취업 및 이민, 문화 다양성 등 총
6개의 주제별 분야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기금 중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는 환경문제의 정책 주류화, 환경자원 관리능력 향상, 환경
관련 기금에의 참여 촉진,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007년 기준 총 3억 4,000만 달러의 기금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소득수준
별로는 중저소득국(56%)에, 대륙별로는 중남미 지역(40%)에서의 승인 실적
이 가장 높다.

❚ 표 3-4.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기금 현황 ❚
국가

명칭

EU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

일본

Cool Earth
Partnership

독일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규모(기간)

5,000만 유로
(2008~10년)

100억 달러
(5년간)

4억 유로

주요 내용
EU와 개도국 간 효과적인 대화 및 협력
촉진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기후변화와
빈곤해소의 통합 촉진
적응, 감축, 삼림, 재난경감 관련
기술적․경제적 지원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지원
청정에너지 이용 증진
안정적 에너지시스템, 기후변화 적응 및
종 다양성 프로젝트 지원
관련 부문 투자 촉진
포스트 교토 기후변화협상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젝트 지원
다자기금 활동 지원, 적응 및 삼림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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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계속 ❚
국가

명칭

규모(기간)

주요 내용

호주

Global Initiative
on Forest and
Climate

2억 달러
(2007~11년)

삼림벌채에 대한 글로벌 조치 촉진
- 삼림벌채 방지 및 보존
- 새로운 삼림 구축, 지속적인 삼림
관리 및 실행 조치 증진

MDG Fund

5억 3,000만
유로

환경관리와 서비스 전송망 증진을 통해
빈곤 및 취약성 감소 지원
적응 역량 강화

NORAD
Rainforest
Initiative

5억 6,000만
달러

아프리카의 적응과 청정에너지 지원
연구, 기술협력, 민간 부문 지원
다자기금 및 청정에너지 기금 지원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

8억 파운드
(3년간)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경제로
전환 지원
불규칙한 삼림벌채 제한 및 규제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자료: 각 기금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다. 일본 ‘Cool Earth Partnership’
일본은 1980년대 이미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환경 관련 원조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환경 관련 원조는 전체 ODA의 4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제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부터 ‘교토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경 부문 원조를 늘리고, 전문가 및 연
수생 파견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재까지 일본은 환경 부문을 지속적으로 중
요한 원조 분야로 다루고 있다. 2002년부터는 ‘EcoISD’를 통해 환경 원조
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21) 2007년에는 ‘Cool Earth Partnership’을 발
표하여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Cool

21) EcoISD(Environmental Conservation Initi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일본의 환경 분야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을 정한 것으로 1997년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총회’에서 발표되었다. EcoISD는 인간 안보,
수원국의 개발주권 보장과 파트너십 구축, 환경보호와 개발의 추구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기후온난화,
대기오염, 담수 문제 및 자연보호 부문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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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일본의 환경 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2007년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를 통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08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는
개도국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림 3-2]은 Cool Earth 50이니
셔티브의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 그림 3-2.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 체계 ❚

자료: 일본 外務省, “Towards Establishing Cool Earth Partnership.”

Cool Earth Partnership은 이를 위한 재원 메커니즘으로 5년간 총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크게 적응 및 청정에너지 개발 분야와 감축 분야로 구분
된다(그림 3-3 참고). 우선 기후변화 적응 및 청정에너지 개발 부문에는 20
억 달러가 배정되어 주로 청정에너지의 이용가능성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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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부문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보존, 청정에너지 개발, 자
연재해 대책 지원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감축 활동 지
원의 경우, 총 80억 달러가 책정되어 엔 차관 및 JBIC, NEXI, NEDO22)
등을 통한 수출신용, 수출보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80억 달러 중 절반
정도가 특별금리 차관형태로 제공되고 나머지 40억 달러는 JBIC을 통한 민
간 프로젝트 지원방식으로 제공된다.

❚ 그림 3-3. Cool Earth Partnership 재원의 활용 ❚

자료: JICA日本國際協力機具(2009. 6 인터뷰 시 입수).

Cool Earth Partnership의 엔 차관은 기존 엔 차관보다 낮은 이자율 및
기간 연장 등 우대조건으로 제공되며 언타이드를 원칙으로 한다.23) 예를 들

22)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NEXI(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일본무역보험),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신에
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
23) Cool Earth Partnership의 운영 및 현황에 관한 자료는 2009년 6월 5일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 종합계획과
방문 시 입수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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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의 경우 기존의 차관은 0.30~1.20%의
이자율로 15~30년 상환조건인데 반해 Cool Earth Partnership은 0.10~0.25%의
이자율로 15~40년 상환조건으로 기존 차관보다 우수한 조건이다(표 3-5 참
고). 이러한 우대조건은 환경문제 및 산업공해(산림 보존, 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오존층 보호, 생태계 오염, 사막화 방지, 수자원 관리 등), 환경 관련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지원 관련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민간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은 크게 JBIC의 ‘아시아 환경 퍼실리티’,24) NEDO를 활용한 에
너지소비 효율화 사업, NEXI의 지구환경보험제도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사
업에 대한 보험, ADB 내의 청정에너지 기금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 이니
셔티브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 표 3-5. Cool Earth Partnership 엔 차관의 상환 조건 ❚
구분
LDC(최빈국)

이자율(%)

상환기간(년)

유예기간(년)

0.2

40

10

LIC(저소득국)

0.25

40

10

LMIC(중저소득국)

1.3

40

10

MIC(중위소득국)

0.3

40

10

UMIC(중상위소득국)

0.6

40

10

주: 각 국가그룹별 구분은 1인당 GNI를 기준으로 LDC(~$905), LIC($906~1,725), LMIC($1,736~3,595), MIC
($3,596~6,275), UMIC($6,275~)임.
자료: 일본 外務省(2008),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limate Change Japanese ODA Loan.”

Cool Earth Partnership은 외무성이 정책수립 등 포괄적인 운영을 담당하
고 있으며, 환경성, 재무성, 경제무역산업성 등이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기존 수원국 요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사업방식과는

24) 아시아 환경 퍼실리티(FACE: Facility for Asia Cooperation and Environment)는 2008년 4월 JBIC이 창설하
였으며 JBIC의 국제금융기관 출자, 보증 업무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펀드 및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에의 출자 및 보증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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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일본정부가 수원국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업
제안은 수원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의무적인 정책대화를 통하여 사업 분야
및 원조방식(modality)을 선정하고 사업실행단계에서는 JICA 등 실행기관이
참여한다.
2009년 6월 기준 총 83개국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인도네시아, 방글라
데시 등에는 차관형태로,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무상
원조를 통한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었다. 그 외에도 세미나, 전문가
파견, 과학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원조는
전통적으로 인프라 사업의 비중과 중요도가 높으며 Cool Earth Partnership
사업 역시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표 3-6]은 Cool Earth Partnership의
사업 현황, [표 3-7]은 지원 예정 국가를 정리한 것이다.

❚ 표 3-6. Cool Earth Partnership 사업 현황(2009년 6월 기준) ❚
지원 형태

국가 및 지역
인도네시아

엔 차관

무상지원

과학기술 협력

세미나
전문가 파견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케냐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세네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규모
(백만 달러)
300
223
98
12.5
4.8

사업
Climate Change Loan
New Harpier 발전소 개발
Central Zone 전력 공급
Dhaka시 고체폐기물처리 사업
지역사회기반 홍수 재해관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긴급 수자원
공급 프로그램
홍수, 태풍 재해 방지 및 감소방안
빙하후퇴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르키나파소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위생체계 향상

인도네시아
튀니지
투발루

산불과 탄소 관리 등
사막 생물자원 안정책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환경기술 관리

베트남

지역농업과 바이오매스 산업의 통합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가봉, 온두라스 등

자료: 일본 外務省(2009. 6 출장 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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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Cool Earth Partnership 지원 예정 국가 ❚
지역

국가

아시아

캄보디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남미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유럽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태평양 도서국

솔로몬제도, 쿡아일랜드, 마셜제도

중동

아프가니스탄, 예멘

아프리카

베냉, 보츠와나, 말리

자료: 일본 外務省(2009. 6 출장 시 입수).

Cool Earth Partnership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한다. 일본․UNDP
공동 프레임워크 및 파트너십 펀드가 일례로,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가
봉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약 9,200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
로는 지역기반 적응 프로그램, CDM 역량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외에
도 UNV(UN Volunteers programme)의 지역기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이 볼리비아, 과테말라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운영되었고, ADB의 아시아 청
정에너지 기금(Asian Clean Energy Fund)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2008년 10월 일본의 원조기관이 JICA로 일원화되면서 JICA의 기
후변화 지원 전략 및 정책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을 지
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며, 민간 기술력
을 활용하기 위한 민관파트너십 형태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감축 부문에
서는 ‘Co-benefit approach’를 근간으로 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
목표 달성 및 개도국 내 CDM사업의 확대와 민간 부문 참여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응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수원
국의 국가개발정책에 기후변화 적응을 주류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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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 동향
가. 유엔 기후변화협상 동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는 1992년 유엔 협약 체결과
1997년 교토의정서 합의를 통해 부각되었다. 2001년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7
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의 적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합의
되면서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개도국 지원과 관련해, 유엔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NAPA는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7차 당
사국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원칙이 도출되었는데 ① 최빈
국의 역량 강화, ② 최빈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단 부재 인정, ③ NAPA를
비롯한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의 이용, ④ NAPA 준비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공, ⑤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최빈국의 NAPA 전략 수립과 이행
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NAPA는 최빈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물리적, 기술
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전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NAPA는 최빈국
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community) 수준의 대응전략을 활용해 기
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
별 모델링과는 구별되는 접근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주도로 NAPA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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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취지가 크다.
NAPA 지원 수단으로 NAPA의 준비와 실행, 교육 훈련 및 인식제고 활
동,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LDC Work Programme’이 마련되어 있
다. 자금은 협약의 기후변화 관련 기금의 하나인 ‘최빈국 기후변화 기금
(LDCF)’에서 충당된다. 또한 전문가 그룹인 ‘LDC Expert Group’을 구성
하여 최빈국에게 NAPA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제공하며 NAPA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 수립 과정을 돕는다.
2008년 말 기준, 유엔이 정한 총 49개 최빈국 중 39개국이 NAPA를 제
출한 상태이다. 프로젝트 분야는 보건, 인프라, 해양 생태계 보존, 조기경보
시스템, 에너지, 교육 및 역량강화, 관광, 토양 생태계 보존,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하다. 최빈국들은 자국이 처한 기후변화의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
로 참여평가(participatory assessment)를 통해 주요 적응수단과 우선활동 분
야를 직접 선정한다. NAPA를 통해 구체화된 프로젝트 안은 유엔에 제출되
고 이로써 최빈국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25)

2) 나이로비 프로그램
나이로비 프로그램(Nairobi Work Program)은 2005년 수립된 5개년 프
로그램으로 2005~10년 기간 동안 개도국, 특히 최빈국 및 소도서국을 대상
으로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이해와 평가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적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26)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와 관

25) NAPA Project Database.
http://unfccc.int/cooperation_support/least_developed_countries_portal/napa_project_database/
items/4583.php.
26) Decision 2/CP.11. www.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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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객관적인 과학기술 정보를 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며, 유엔 협약 당사국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
화 적응 이슈를 지속가능한 개발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2개의 주제별 영역과 각 주제별로 5개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된다. 주제별 영역은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그리고 적응계획․측정․
행동의 두 가지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방법론, 자료 수집, 기후모델링, 기후
관련 위험 및 재난 등 총 9개 분야이다.27) 제1단계 프로그램은 2005~08년
중반에 걸쳐 완료되었으며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제2단계 프
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3) 발리행동계획
2007년 12월 개최된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될 포스
트 교토 체제 확립을 위해 2009년 당사국총회까지 당사국 간 합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이라는 결정문이 채택되
었다. 발리행동계획은 공유비전(shared vision), 감축, 적응, 기술이전, 재원
의 5대 분야에 대해 당사국들의 강화된(enhanced)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발리행동계획 중 개도국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리행동계획은 개도국의 적절한 감축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
기에는 선진국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행동
과 선진국의 지원은 측정․보고․입증(MRV: Measurable, Reportable and

27) 1. Methods and tools
2. Data and observations
3. Climate modelling, scenarios and downscaling
4. Climate related risks and extreme events
5. Socio-economic information
6. Adaptation planning and practices
7. Research
8. Technologies for adaptation
9. Economic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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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이 가능해야 한다.28) 특히 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탄소흡수원(carbon stock)으로서의 산림
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적응 활동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29) 여기서 적응 활동이란 취약도 평가, 우선순위 활동 결정, 필요한 재원
점검, 역량 구축 및 대응 전략, 분야별 및 국가 계획에 적응 활동 통합, 적
응 활동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후변화 악영향에 취약
한 최빈국과 소도서국, 아프리카 국가들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험 및 재난관리 전략과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다
양화(economic diversification)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기술개발
및 이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
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의 보급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강구, R&D
를 포함한 선진국－개도국간 기술 협력, 진입 장벽제거 및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
넷째, 발리행동계획은 이상의 세 가지 활동, 즉 감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해 총체적인 자금 지원 및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은
‘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지속가능한(adequate, predictable, and sustainable)’
재원을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그 재원은 ‘새롭고 추가적(new and additional)’
이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국가들의 적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획기적인(innovative) 자금 수단이 필요하며, 공공자금은 물론 민간 부
문의 기후친화적인 투자 및 자금이 동원되어야 한다.

28) Bali Action Plan(1/CP.13) 1.(b). www.unccc.int.
29) Bali Action Plan(1/CP.13) 1.(c). www.un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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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펜하겐 합의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발리행동계획이 명시한 사항들에 대한 합의문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의 결과물은 192개 당사국
전원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작성에 참여한 ｢코펜하겐 합의서
(Copenhagen Accord)｣이며,30) 당사국들이 이 문서를 ‘주목(take note)’하
는 것으로 총회는 폐막되었다. 따라서 코펜하겐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결여
되어 있다. 이 문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개도국의 감축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및 내용을 본문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부록(appendice)
에 주어진 양식에 따라 2010년 1월 31일까지 당사국들이 감축계획을 통보
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유엔 협약 사무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55
개국이 감축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대부분 선진국들의 감축 목표 수준은
IPCC의 권고 수준인 1990년 대비 25~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코펜하겐 합의서 제8항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을 위
하여 2012년까지 300억 달러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적응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최빈국과 소도서국, 아프리카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도국들의 의미 있는 감축 행동과 그 이행의 투명성
을 제고한다는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한 해 1,000억 달러에 이르
는 재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32) 재원의 출처는 다양하여 공공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을 포함하며, 양자 및 다자 지원, 새로운 방식의 재원 동원
수단도 모두 해당된다. 한편 ‘코펜하겐 녹색기후 기금(GCF: Copenhagen

30) Copenhagen Accord 작성 초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8개국이 참여하였으나, 최종 수정본은 미국과 이른
바 ‘베이직 그룹(Basic Group)’인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합의하에 발표된 것이다.
31) Carbon Market News, 2010. http://www.pointcarbon.com/news/1.1396326.
32) “In the context of meaningful mitigation actions and transparency on implementation, developed
countries commit to a goal of mobilizing jointly USD 100 billion dollars a year by 2020 to address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이 문장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나,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뜻보다는, 매년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증액하여 2020년이 되는 해에는 연간 1,000억 달러에 상
당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해석이 현실적으로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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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개도국의 기
후변화 대응 목적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여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협약의 재원 메커니즘의 운영주체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총회로 재원의
규모는 결정되었으나, 재원 공여 기준, 재원의 출처 및 용도, GCF의 거버넌
스 구조 등 앞으로 당사국 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나. 주요 정상회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논의는 유엔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G8, G20, MEF(Major Economies Forum)33) 등 주요국들이 모인 정상회
의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어지고 있다. 모두 유엔 협상의 타결을 도모한
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나, 소그룹이 모인 자리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
각국이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렇다 할 영향력 또는 추진력을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글레니글스(Gleneagles) G8 정상회의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
에서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엔 협상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금 결의하고,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레니글스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34) 구체적
으로는 ① 빌딩, 가전, 운송, 산업 등 전반에 걸친 에너지효율 제고, ② 청정
및 재생에너지 개발, ③ 에너지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33) 주요경제국포럼(MEF)은 부시 전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경제국회의(MEM: Major Economies Meeting)를 모
태로 한다. MEM은 2007년 9월 시작되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멕시코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6개국이 참여하고,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MEF는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있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데 미국 측은 MEF가 유엔 협상을 보완하는 협의체임을 명백히 하였다. 2009년 4월 미국의 주도로 제1차
MEF가 개최되었다.
34) Gleneagles Plan of Action on Climate Change, Clean Ener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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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 ⑤ 기후변화의 영향 관리, ⑥ 불
법벌채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도
국 지원을 위해 GEF가 운영하는 기금의 확대를 위해 선진국들이 적극적으
로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제개발은행들을 통한 개도국의 에너지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자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기도 하였다.
글레니글스 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문제는 G8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2008년 일본 토야코(Toyako)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개발, 아프리카, 정치
문제와 더불어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여기에서는 개
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이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개도국
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자금,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혁신적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이
니셔티브를 추진하고, 환경․청정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
대 및 상업화를 촉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국들은 연구개발
에 향후 수년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포스
트 교토 체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G8 국가들의 양자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합의하였다.
2009년 7월 이탈리아 라퀼라(L’Aquila)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참가
국들은 다시 한 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2009년 12
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
다. 특히 연이어 개최된 MEF에서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
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책, 기술, 재정적 차원의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MEF 회원국들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재무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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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기후변화 재원 관련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고, 그 결과보고서를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 제출
하였다.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개도국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11월 스코
틀랜드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개도국 지원에 관한 8개 항의
｢재무장관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 성명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신속하
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활성화 방안과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의 범주에서 기후변
화를 바라본다. DAC에게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빈곤해소와 MDG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DAC는 하위기구
인 환경작업반(ENVIRONET)을 통해 개발협력에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DAC는 기후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라기보다
는 장기적인 개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개발 협력 활동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DAC는 2006년 처음으로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개
발협력에의 통합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은
개도국의 우선순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빈곤해소지만, 사회 및 경제개발
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적응의 문제는 독립적인
아젠다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개발정책 및 계획에 통합되어야 해야 함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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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이를 위해 이 선언문은 ①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이슈의 통합, ②
환경․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 ③ 식수 및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세 가지 이슈에 초점을 두었다.
2009년 5월 개최된 DAC와 OECD 환경정책 위원회(EPOC: Environment
Policy Committee)의 공동고위급회담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선언문(Policy Statement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이 채택되어 기후변화 적응 문제가 중요
한 개발이슈임이 강조되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검토하는 보고서(Working
Together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가 함께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적응렌즈(climate adaptation lens)’를 적용하여
국가 전략,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단계가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
후적응렌즈란 정책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정책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취약한지,
반대로 기후변화 행동을 얼마나 고려하여 정책이 마련되는지, 정책이 기후변
화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지는 않는지 등을 걸러내는 일종의 분석도구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국가예산의 녹색화(greening national budgets)’를 통한
환경정책의 주류화,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환경장관의
역할, 모범사례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2009년 8월에는 2006년 선언문에 기초한 ｢기후변화 적응의 개발협력으로
의 통합을 위한 지침(Guidance on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이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기후변화가 개
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여국－수원국 간 기후변화 적응을 주류
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부문․프로젝트․지역 수
준에서의 적절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취약성 및 영향력을 최소화하
는 방향으로 공여국이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 사업 실시의 단계에서 정책의 통합과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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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을 증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
요인 자체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빈곤감소에 초점을 둔다. 둘째, 직접적인 기
후변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제도 구축, 기술이전 등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셋째,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가뭄에 강한 농작물 개
발 등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수준의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그림 3-4]는 기
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고려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 그림 3-4.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단계별 고려사항 ❚

자료: OECD DHC(2009a).

53

제3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황 및 논의 동향 │

제4장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유엔 협약의 개도국 지원과 기후변화 ODA
가. 기후변화 ODA의 역할
선진국들은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국제 개발협력 규범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모든 개발에 있어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할 것을 강
조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ODA(이하 기후 ODA)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
응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엔 협약의 개도국 지원과 유사하나,
기후 ODA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
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빈곤을 해소하고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따라
서 기후 ODA는 협약보다 포괄적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협약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 공여
국들은 ODA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계획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유의한다. 이는 바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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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climate-resilient) 또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climate-proof)
개발을 의미하며, DAC가 강조하는 ‘기후변화의 개발에 통합’이다.
DAC는 2009년 지침서를 통해 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각 단계에서 기후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협약에 의한 지원
과 더불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ODA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Ayers와 Huq
(2009)은 현재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개도국 지원 기금들이 실제 필요한 금
액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하고, ODA는 그 간극을 채우는 역할을 담당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약에 의한 개도국 지원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
응에 한정되어있는 반면, ODA는 개발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보
다 폭넓은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기 저자는 협약에서 의미하는 개도국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최빈개
도국기금(LDCF)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LDCF는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
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할 뿐, 적응 이전에 갖춰져야 할 기본적인 개발 수
요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투발루의 사례가 상기 저자의 논
문에 수록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발루는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인
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LDCF에 지원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을 위한 협조융자를 구해야 했으며, 이에 결국 실패해 현재는 프
로젝트가 보류된 상태이다.35) LDCF는 기후변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
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여
타 개발재원의 동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안침식과 같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개발 수요와 기후변화 영향을 분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최빈개도국에 그러한 분석 역량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35) 이와 관련, 유엔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는 현재 대부분의 NAPA 프로젝트가 수원
국의 빈곤감소 전략 또는 국가예산계획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취약그룹에 대한 고려와 빈곤감소 및 인간
개발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UND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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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취약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ODA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하면, 공여국의 역할은 더욱 부각된다. 유엔 협약이 개도국 지원을 명시하고
NAPA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개도국 국가개발에 기후변화 문제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 개도국들이 국가개발계획을 수
립할 때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여국들은 개도국 정부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지원전략
수립 시 기후변화를 별도의 지원 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발
분야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나. 원조 전환
협약의 개도국 지원(이하 기후재원) 확대 논의와 맞물려 개발 용도의 재원
이 기후재원으로 사용되는 원조 전환(aid diversion)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고 있다. 이는 2015년까지 MDG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선진국들의 원조 확대 추세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
한 것이다. DAC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GNI 중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수 차례 재확인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ODA를
연평균 11% 증액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그림 4-1 참고).36)
한편 유엔 협상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ODA/GNI 0.7% 목표를 준
수해야 함은 물론, 개발 용도의 재원이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
재원은 0.7% 목표를 충족한 이후의 추가적인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
장하고 있다. DAC 회원국 중 0.7%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현재 덴마크, 룩
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이며, 2008년 기준 DAC 회

36) 금액상으로는 2008년 기준에서 200억 달러가 증액되어 2010년 ODA 규모가 약 1,210억에 도달해야 2015년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 http://www.oecd.org/document/35/ 0,3343,en_2649_34447_42458595_1_1_1_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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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평균 ODA/GNI가 0.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도국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원조 전환 논란에
서 벗어나기 위해, 기후변화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
은 사실이다.

❚ 그림 4-1. DAC 회원국들의 ODA 추세 ❚

자료: OECD DAC(2009c).

영국 브라운 총리는 2009년 6월 ‘Roadmap to Copenhagen’ 연설에서
모든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climate-proof) 진행되어
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ODA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주 목적인 사업의
비중은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브라운 총리의 기후 ODA 비중 제한 의도는 ODA의 일부
를 선진국들의 협약 이행을 위한 기후재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빈곤, 기아, 교육, 보건, 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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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외에 MDG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본다.
원조 전환 논란은 ODA의 용도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 또는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DAC는 ODA의 기
후재원 전용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CDM 사업에
지원하는 공적 자금이 개발 용도의 재원을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마라케시 합의문을 반영,37) ODA의 CDM 사업 지원은 가능하되
CER을 획득하였을 경우 CER의 가치를 제외한 부분을 ODA로 간주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OECD DAC 2004).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CDM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개발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ODA로 지원 가능하지만, CDM 사업 결과 얻은
CER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사용되어 혜택을 수혜한 것이므
로 차관 상환금, 사용되지 않은 증여금의 회수 등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고
CER의 가치를 총 ODA 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조 전환 논란은 개도국의 우선순위가 항상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상황
과 연관이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개발 전반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보다는 빈곤,
기아, 교육기회의 부족, 취약한 보건 환경, 성 차별 등이 더욱 심각하고 시급
한 문제일 수도 있다. Michaelowa와 Michaelowa(2005)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
였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전기 공급을 통해 교육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경우, 초등교육 보편화 목표에 일조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교사의 수를 늘리

37)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사항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FCCC/CP/2001/13/Add.2):
“... Emphasizing that public funding f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from Parties in Annex I
is not to result in the divers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s to be separate from and not
counted towards the financial obligations of Parties included in Anne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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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상기 저자는 개발
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제시하고 있다. 인구밀
집지역에 거대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분명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발전소 설립으로 발생되는 이주민, 빈번한 홍수,
자연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다. 통계 보고와 거버넌스
DAC 회원국들은 리오마커(Rio marker)38)를 사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ODA 규모를 통보한다(표 4-1 참고). 양자간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는 덴마크와 일본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3% 이내이다.
그러나 리오마커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한 ODA 금액만을 통보
하도록 되어 있어 [표 4-1]에 제시된 DAC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지원 금액
은 실제보다 과소계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DAC는 개도국의 기후변
화 적응을 지원하는 ODA 흐름을 파악하고자 새로운 마커를 도입할 뜻을
밝혔으나, 앞서 서술하였듯이 적응 위주의 사업과 개발 사업을 구분하는 것
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8) OECD DAC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성평등, 환경, 거버넌스, 무역개발 등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
해 추진되는 원조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마커를 사용 중이며, 이 중 리오마커는 환경협약(Rio Convention)
지원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원조 사업의 협약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이 사업수행의 주요 목적
인 경우(주요목적, principle objective), 사업에 관련 내용이 있고 비교적 중요하나 사업을 수행하게 된 주요
동기가 아닌 경우(부수적 목적, significant objective), 관련이 없는 경우(not targeted)로 나누어 구분한다. 해
당분야는 종 다양성 부문, 기후변화 방지, 사막화 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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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리오마커에 따른 DAC 회원국의 기후 ODA 규모 ❚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양자간 ODA 규모(A)

기후변화
금액(B)

비중(B/A)

호주

2,954

39.1

1.9

오스트리아

1,714

17.4

1.3

벨기에

2,386

30.2

1.8

캐나다

4,785

30.1

0.9

덴마크

2,804

179.9

11.2

핀란드

1,166

13.1

1.8

프랑스

10,908

359.6

3.6

독일

13,981

732.5

7.2

703

4.9

2.1

그리스
아일랜드

1,328

9.8

1.4

이탈리아

4,861

13.0

0.5

일본

9,579

1584.5

11.3

415

-

-

네덜란드

6,993

150.4

2.2

뉴질랜드

348

8.8

2.7

노르웨이

3,693

0.0

0.0

포르투갈

620

1.3

0.5

스페인

6,867

53.5

1.7

스웨덴

4,732

11.4

0.4

스위스

2,038

18.0

1.2

영국

11,500

38.8

0.4

미국

26,842

41.1

0.2

룩셈부르크

EC

총계

14,757

342.6

2.5

121,483

3,679.8

3.2

자료: OECD DAC(2009b).

통계 보고의 어려움은 ODA 구분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기후 ODA와 협
약에 따른 의무 이행인 기후재원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유엔 협상에서 기
후재원 조성 논의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각국이 기
여한 기후재원 규모를 통보해야할 의무도 따를 것이다. 기후재원의 용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각국의 공적자금을 ODA와 기후재원에 얼마나

60│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ODA/GNI 0.7% 목표
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원조 전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후재원과 기후 ODA 간의 모호한 구분은 통계 보고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도 유엔 협상에서 기후재원의 출처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협약의 개도국 지
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OD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며, 개
도국의 막대한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는 민간 부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민간 자본은 상
업적 이윤 창출에 기반하고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의 예측성 제고 측면에서 공적 자금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공적 자금은 그 규모가 제한적이며, 국내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도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ODA/GNI
0.7% 목표 달성은 물론, 추가적인 공적 자금의 출연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는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LDCF와 특별 기후
변화 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규모가 기껏해야 3억 달러인데
반해, 세계은행의 기후 투자 기금(Climate Investment Fund)에 대한 공약
금액이 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특정 목적의 재원이 조성된 이후, 중요한 이슈는 ‘조성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는가’하는 거버넌스 문제이다. 코펜하겐 합의문은 ‘녹색 기
후 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창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GCF는 개
도국의 감축, 적응, 역량 구축, 기술 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프로
그램, 정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 실체(operation entity)로서 협약의
재원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GCF를 제안한 미국에 따르면 기존 ‘지
구환경 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차이점은 GEF가 주로
역량 구축에 초점을 둔 반면,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
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운영방식을 유연하게 유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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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속하고 큰 규모의 재원 풀을 가동하는 데 의의를 둔다. GCF가 실질
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GEF의 경험을 활용하고, 부족한 점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GEF의 기금들에 대한 개도국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제 지원 자금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은 GCF가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5대 원칙은 기후 ODA와 협약의 개도국 지
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프로그램은 수원국 주도하에
수원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미 수원국 내 존재하는 지속가능
한 개발정책, 빈곤퇴치 전략, 기후변화 정책 및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ODA 및 기후재원은 수원국의 예산 계획 및 시스템에 통합되어
야 하며, 수원국이 운용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흡수역량
(absorptive capacity) 구축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공여국 간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복은 오히려 수원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선진국들의 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가 확
산되는 추세로, 지원의 분절화(aid fragmentation)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초점을 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리행동계획이 측
정․보고․입증 가능한(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과제
가. 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기후 ODA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녹색성장 위원회에 따르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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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기여하는 ‘녹색 ODA’ 비중은 2008년 기준 약 11%를 차지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39) 기후 ODA 통계 수집이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
는 아니다. DAC 회원국의 공식통계는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모든 개발 이슈와의 연관성으로 인하
여 CRS 코드로 분류되어 있는 통계로부터 기후 ODA를 별도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업별로 그 목적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40) 또한
CRS는 리오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관련 ODA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마커가 집계하는 수치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규모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리오마커에 의한 통계도 각국의
기후 ODA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
고 있다. 2008년 일본 토야코(Toyako)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우리
나라는 아시아의 개도국 및 소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
니셔티브인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파트너십은
2008~12년 동안 총 2억 달러를 개도국과 저탄소 개발에 관한 정책․정보․
기술 교류, 상호 연구를 통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008년에는 에너지 관리 공단에 의해 인프라 구축 및 저탄소에
너지 보급 관련 총 17개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KOICA가
9개국 15개 사업과 UNDP, ADB, UNESCAP 등 3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가스, 폐기물, 태양광 등의 신재
생에너지 시범 사업, 기후변화 대응역량 구축, 유엔의 인식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41) [표 4-2]는 2009년에 실시된 동아시아

39) 녹색성장위원회 발표자료(2009a, p.62).
40) 강연화(2009)는 기후 ODA로 분류할 수 있는 CRS 목적 코드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후 ODA로
간주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개발 및 공급, 농림수산, 다부문(cross-cutting) 전
반에 걸쳐 찾을 수 있다.
41) KEMCO(2010).

63

제4장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기후 파트너십 프로젝트와 지원 대상을 나열한 것이다.

❚ 표 4-2. 2009년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선정 사업 ❚
사업명
자카르타 앙콜지역 식수공급을 위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지원 대상
인도네시아

야자유 산업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비료․바이오에너지 생산
한․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개발모델
Buon Ho 지역 상수도공급시설 건설

베트남

위험물질 통합관리 증명 시스템 수립
호치민 시 급행버스 시스템(BRT) 타당성 조사
Baruun-Urt 지역 온수공급 시스템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고형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설
Bayannur Soum 지역의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재산림 및 수자원 개발

태양복합발전설비 건설
소수력발전소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500KW 계통연계형(grid-connected)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태양발전을 통한 관개펌프 및 태양열 주택 사업
재생에너지 생산 및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리핀,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피지

자료: 녹색성장위원회(2010).

무상원조 전담 실시기관인 KOICA의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 관련 사
업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8.6%를 차지하였다. 세부 지
원 사업은 1990년대에는 개발조사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물과
산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500만 달러를 2013년까지 5년
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자본을 바
탕으로 전문가를 파견, 인도네시아의 양묘․조림을 연구하여 지역사회의 지
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외에도 KOICA는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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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림의 임목 종자 관리 및 개발 사업을 통한 삼림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 강화, 중국 네이멍구 지역의 사막화 방지, 스리랑카의 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글라데시의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EDCF의 경우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한 프로젝트 중 약 20%가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차관
사업의 특성상 인프라 구축 사업이 대부분이며 부문별로는 폐수처리시설 및
상하수도개발 중심이다. [표 4-3]과 [표 4-4]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KOICA와 EDCF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들을 나열한 것이다.
❚ 표 4-3. KOICA 기후변화 대응 사업(2001~07년)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사업명(완료 시기)

2001

중국 북경 밀운저수지 수원보호림 조성 지원 사업(2003)

100

2001

중국 서부지역 조림 사업(2005)

500

2002

캄보디아 타목저수지 복구지원 사업(2004)

137

2003

한ㆍ중 황사공동관측망 구축 사업(2005)

63

2004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2005)

30

2004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유역 다목적 수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2005)

90

2004

인도네시아 카리안 다목적댐 건설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2006)

170

2004

페루 식수 개발 및 상수도 설치 타당성 조사 사업(2006)

70

2005

몽골 식수 개발 사업(2006)

50

2006

한ㆍ중 황사공동관측망 확대구축 사업(2007)

72

2006

파키스탄 펀잡주 고체폐기물 처리장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2006)

20

합계(7개국 11개 사업)

규모

1,302

자료: 권율 외(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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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EDCF 기후변화 관련사업(2001~07년) ❚
(단위: 백만 원)

연도

사업명

2001

베트남 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 사업

2003

파푸아뉴기니 Wewak주 2차 총배수로 확충 사업
니카라과 Juigalpa 상수도 확충 사업

2004

2005

13,297
256

요르단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

474

베트남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 사업

376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시설 사업

19,733*

적도기니 바타시 상수도 사업

18,820*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 사업 (KOICA 연계)

2007

6,000*

베트남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 사업

중국 산동성 곡부시 오수재생처리시설 사업

2006

규모
11,977

베트남 Thien-Tan 2차 상수도 사업
스리랑카 Galle광역시 2차 상수도 개발 사업 (보충융자)

1,025
458
24,666*
2,945

니카라과 후이갈파 2차 상수도 확충 사업

15,125*

라오스 매콩강변 종합관리 사업

35,304*

베트남 호아빈 상수도 건설 사업

13,613*

총계

368,324

* 주: 승인액.
자료: 권율 외(2009)에서 재인용.

나. 시사점
우리나라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20년까지 녹색 ODA의 비중을 30%까
지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이다. 이 전략은 녹색 ODA가 무엇
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인 기후 ODA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Hicks et al.(2008)은 기후변
화, 종 다양성, 월경성(trans-boundary) 공해 및 수질오염 등 글로벌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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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지원을 녹색 ODA로 간주하고, 특정 지역의 식수 개선, 토양 보
존, 상하수도 프로젝트 등의 사업은 브라운(brown) ODA로 지칭한 바 있
다.42) 즉, 상기 저자는 녹색 ODA를 환경 ODA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저자가 예시한 특정 지역의 환경 문제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종종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문제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녹색 ODA와 브라운 ODA를 대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ODA에서 녹색 ODA가 차지하
는 비중은 약 14%로 일본의 16%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미국(5%), 독일
(11%), 영국(5%), 프랑스(5%)보다는 높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녹색 ODA 수치를 구하는 방식은 DAC의 통계시스템인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 목적 코드(purpose code)에 따라 분류된 세부
사업 분야 중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금액을 총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녹색성장 관련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또한 그렇게
선정된 특정 분야의 개별 사업들이 녹색성장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 녹색 ODA 규모에 대한 단순한 수
치 비교는 위험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치가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녹색 ODA 규모 추정 방식의 문제점은 녹색 ODA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최근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녹
색 ODA의 개념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환경
ODA와 유사하거나 환경 ODA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녹색 ODA라는 용어를 국가 공식 문서
에 사용한 국가로서 녹색 ODA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

42) Hicks et al.(2008),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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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앞에서 쟁점으로 제시한 원조 전환 논란에 대비하고, 유엔 협약에
의한 개도국 지원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원조 전환 이슈부터 살펴보자. 빈곤해소와 MDG의 달성 여부가 불
투명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의해 다른 개발 문제, 특히 여성,
교육, 아동,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에서 소
개하였듯이, 이미 전 영국 총리 브라운은 기후변화 대응 목적의 ODA를
10%로 제한하자고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대개도국 전략의 하
나로서 녹색 ODA 비중 확대를 내세웠으나 원조 전환 논란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한 가지 대안은 녹색 ODA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녹색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
인 개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물론 구
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ODA 사업이 다른 분야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 또한 녹색 ODA(green
ODA)로 범주화하기 보다는 ‘ODA의 녹색화(greening ODA)’ 또는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녹색성장의 ‘주류화(mainstreaming)’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유엔 협약에 따른 개도국 지원, 이른바 기후재원 동원에 참여 가능
성을 감안해 녹색 ODA 개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코펜하겐 합의서
는 선진국들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300억 달러, 2020년까지는 한 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서 선진국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유엔 협약 본문에서 선진국은
‘부속서 I(또는 II)에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 코
펜하겐 합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의서가 의
미하는 선진국은 협약의 국가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선진국이라는 시각이 상당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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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의무를 지는 부속서 I 국가가 아
니며, 부속서 I 국가 중 재정적 지원 의무를 지는 부속서 II 국가 분류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알려져
있고, 선진 원조 공여국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새로운 회원국이며, 또한 G20 의장국으로서 2010년
11월에는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개
발 목표 달성은 물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에 우리나라도 동참
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도 함께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DAC 회원국으로서 ODA 통계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리오마커와 DAC이 새로 도입하는 적응마커에 의해 우리나라의 개도
국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ODA 규모는 공개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
라가 유엔 협약의 기후재원 조성에 참여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기여 규모
역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원조 전환 이슈로 인하여 녹색
ODA를 기후재원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국가 예산을 녹색 ODA와 기후재원에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용도의 구분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녹색 ODA 범주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글상자 4-1. 국제사회가 도출한 우리나라의 기후재원 분담률 ❚
국제 NGO인 Oxfam이 고안한 ‘적응 재원 지수(Adaptation Financing Index)’는 주요 탄소 배
출국을 대상으로 배출책임에 상응하는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지수는 1992~
2003년 동안의 평균 인구, 누적 탄소 배출량, 연간 탄소 배출량을 환산하여 책임지수를 산출하고
산출 해당 연도의 인구, 인간 개발 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근거로 역량 지수
를 도출하였다. 책임 및 역량지수를 바탕으로 기여규모를 산정하면, 우리나라의 기여 비중은 2.4%
이다. 미국은 44%, EU는 32%, 일본은 13%에 이른다. European Commission은 각 국가별 온
실가스 배출량과 GDP 수준을 기준으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부담 정도를 추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후재원 분담률은 1.3~1.6%에 이른다.
자료: Oxfam(2007); European Commissi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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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서술한 녹색 ODA의 개념 정립은 기술적이며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 ODA의 내용을
채우는 일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우리나라 ODA 정책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
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기존의
빈곤감소 전략이나 국가 예산 계획과 별도로 적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
어 기존 ODA 사업의 과정과 활동 단계에 적응수단을 통합하는 주류화 작
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공여국은 기존에 수립한 국별 지원 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기후변화
와 개발 사업의 공통분모를 인식한 정책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
원국의 취약도와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실시, 사업을 설계하고 이에
적합한 다양한 적응수단(adaptation measure)을 선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별도의 사업 분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
하다. 가령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는 2008년에 기후변화
대응반을 신설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ODA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개발 사업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
는 듯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은 수자원 공급, 위생 부문
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그룹을 고려한
경제․사회 개발 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제 NGO의 특정 지역의 전
통적인 대응 전략(coping strategies)을 활용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생계
수단 지원은 참고할 만하다. Oxfam, CARE 등 NGO들은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진흙주택 건축, 비상식량 비축창고 건설, 침수지대에 수상채원
(floating vegetable gardens) 설치 등 지역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적응 지원
사업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 또한 망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홍수 피해를 경감
시킴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수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소득창출에 기여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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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개발 활동에 의해 가속화된 기후변화는 이제 인간의 활동 영역 전
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그 영향을 완화하고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현
상임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
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충분한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지만, 발전 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개발의 제일 목표인 빈
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있어 왔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개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기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공여국의 입장
에서는 기존의 개발 모델에 기후변화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질적 측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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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과 유엔 협약에 의해 개도국 지원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양적 측면의 부
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지원을 전자를 고려한 ‘기후 ODA’와 후자 측면의 ‘기후재원’으로
구분하고 두 종류의 지원의 관계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기후 ODA와 기후재원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도달하려는 목표는 기후 ODA가 보다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ODA는 기후변화 이외에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
야 할 요소가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ODA가 기후재원으로 전용되
는 것에 제한을 두고, 기후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무역, 여성, 교육, 빈곤
해결 등 다른 분야에 관한 지원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펜하
겐 합의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동원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금액은
2008년 전 세계 ODA 규모에 상당하는 것으로, ODA의 일부를 기후재원으
로 전용한다고 해서 개도국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ODA는 순수한 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기후재원은 ODA 이외에 민
간의 참여를 포함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도국 현장에서는 기후 ODA와 기후재원에 의한 지원 사업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원 사업의 중복을 피하
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기후 ODA와 기후재원 사업의 목적을 구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 ODA는 적응을 위한 역량 구축을 주목적으
로 지원하고, 기후재원은 완화 사업 또는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용
하는 식이다. 적응은 개발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업적 이
윤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 인센티브가 완화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ODA의 역할이 부각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DA 확대 계획과 함께 기후변화를 고려한 녹색 ODA 비중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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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다. 그러나 녹색 ODA 비중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어떠한 정책 목표
하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지에 관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녹색 ODA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고는
향후 원조 전환 논란을 회피하고 기후재원의 국제적인 동원에 참여 가능성
을 감안하여 녹색 ODA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녹색 ODA 비중이 11%라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통계
수집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사업들의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고 파급효과가 컸던 분야를 파악하여 향후 녹색 ODA 방향을 모
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른 선진국들이 분야별 전략 문서를 채택하듯이 우
리나라도 녹색 ODA에 관한 전략 또는 정책 문서를 작성해볼 수 있다. 이는
DAC의 신규 회원국으로서 원조 선진화의 첫 단계로 시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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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limate Change Financing for Developing Countries:
Issues and Implication
Jione Jung and Sukyung Park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in terms
of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 an attempt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the above issues will have on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the authors review the evolution of discussions concerning climate
change mainstreaming and climate financing amo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The growing consensus is that the climate change issue is not a
standalone factor affecting the growth path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y
are rather closely intertwined, and this paper reviews the relationship by
focusing on climate vulnerabilities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facing and
how the two factors interact to ultimately affect development objectives such
as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this regard,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recently released a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entitled ‘Integra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to stress the importance of climate-related considerations in delivering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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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views the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from two
perspectives:
countries

historical

and

responsibilities(climat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financing)
in

for

achieving

developing
overarching

development goals(climate ODA). In this regard, the issue of financial need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order to curb its
negative impacts and to adapt and respond to possible damages from
climate-related disasters are closely reviewed. Increasing number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have been involved in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e latter’s efforts to adapt to and mitig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t the core of the debate on financing response and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in terms of quantity are: financing needs and options,
duplications with current ODA, ODA diversion, statistical reporting as well as
the governance of financing mechanisms.
As Korea is poised to expand its ‘green ODA’ through several initiatives
such as the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the authors conclude by
suggesting Korea should adjust its strategies to integrate climate change issues
into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and practices as well as to identify
the financing options for effective delivery of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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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Financing for Developing Countries:
Issues and Implication
Jione Jung and Sukyung Park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
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는 빈곤해소만큼이나 큰 도전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때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이미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도입될 당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개발협력사회는 2015년까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
후변화와 개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발 모델에 기후변화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질적인 측면의 부담(기후 ODA)과 유엔 협약에 의해 개도국 지원자금을 제공해
야 하는 양적 부담(기후 재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후 ODA와 기후 재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른바 녹색 ODA 확대 계획을 수립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

:

있었으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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