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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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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공” - 가디언(The Guardian)
“화석 연료의 종말” - CNN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 - 반기문, UN 사무총장
2015년 12월 12일, 196개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파리협정’이 극적
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 교토의정서
체제는 막을 내리고 ‘신 기후체제’가 출범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파리협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에 전 세계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걸까요? 파리협정으로 출범한다는 ‘신’ 기후체제는
이전 기후체제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소책자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물인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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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인류의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되다
㈡ᚭ䄅Ẃ㈝ᣙ䅭❩䃽べオ䁎⚡㞍㑩ṭ║␡ᶍញ㝁ㇵ⌅㈁◡㋅ᣙ䀅
⭕∵オ᠖㈁ឞ䀂㈹ォᶍ㥁⊙᷽ (VZ4UFXBSU$BMMFOEBS ᴽᯭべ⛅㼅䀅
ᰥ◡ べ⯅䃽⯆゙⍵␥㮅ㅡᭁネᴽ㈝⭙䃽㭭ⰵᚩᣙ䅭❩䃽べ⑷オ䁎
⚡㤁ញ㈱ᶍញ㎥㉎䀁ォᶍ

전 지구적 의제로 발전
ᯭ ㈝㊭ᣵ㑩 ᣙ䅭❩䃽 ◡㋅ᴽ ឥ䀂㈹ᾍ㈝ᭁ ⶅ⚥ᶑ㝝 ᾚ ㎥⌅ ⣭㊾⠩
⠩◡べ⯅ ᰥ㈁ềぱᶍ ᢡ⊕ᭁ ឥ䀂㈹ᾍ㈝ ᣙ䅭❩䃽 ◡㋅㈁ ⶕᚪ⯚ ᮹
⿵┝⯅㊭㑩᠕㊪◡㋅⌅㈡ⶆềᣙⶅ㈺䀁ォ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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ę⯡ᣙ⭪ᣙ᠕ 8.0 8PSME.FUFPSPMPHJDBM0SHBOJ[BUJPO Ě㈁㑩ㅹ⛄
ęᣙ䅭❩䃽べឩ䀅㊾⠩ᚭ䂺㈁㝝 *1$$ *OUFSHPWFSONFOUBM1BOFMPO$MJNB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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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ㅽ 6/㟆䄵べ⯅ᣙ䅭❩䃽べឩ䀅ᣙ➡䂺〦ㆭ䀅ę᠖ᚩᚭ䂺⭪
ㆭㅹ䄵 */$ *OUFSHPWFSONFOUBM/FHPUJBUJPOH$PNNJUUFF Ěᚩ⯍⑦ềぱᶍ
ᯭㅽ ㋅㛑ㆭㅹ䄵ᴽᣙ䅭❩䃽䂺〦㛭㮆䀁ォᶍ
1) Callendar, G. 1938. The Artificial Production of Carbon Dioxide and its Influence in Temperature, Quarterly
Journal of the Royal Meteorological Society, 6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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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의 노력, 유엔기후변화협약
ᯭㅽ ę䄁ᝦᛅ⛅䄵㈁ 6/$&% 6OJUFE/BUJPOT$POGFSFODFPO&OWJSPONF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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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원칙
ᣙ䅭❩䃽䂺〦㈁╒㼅ᴽę㈡ᚭ㈝ᣙ䅭㝝べㆭ䂁䀅オ䁎⚡㤁㑩⿳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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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NNPOCVUEJGGFSFOUJBUFESFTQPOTJCJMJUJFT Ěឥęᛅ❭᠖ᚩ㈁ᵎ⋎ SFTQFDUJWF
DBQBCJMJUJFT Ěᾚញ⋍䀁ゕ〥䀅ᶍ₹䀅ᛅ⛅ṭ⭪᠖ 㵢䈱ᣙ䅭❩䃽べ㢑〦䀅
᠖ᚩᾍ㈁㿭ㄽラ⭪䄒㡒⠭䈱ញ⋍䀁┙ ⯉㑭᠖ᣙ䅭❩䃽ラᢡ⌅㈡䀅
⠩㊾㊪オ䁎べⰽ⯉䀁ゕᶩㇺ䀁ゕ〥䀅ᶍ

2) 효력이 발생한 상태. 조약의 효력은 대부분의 경우 조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발생한다.
3) 조약에 구속을 받겠다고 동의하였고, 실제 조약이 적용되는 국가.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구라든지 EU와 같은 지역경제연
합체도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4) 팔레스타인이 2015년 12월 18일 가입하였고, 2016년 3월 17일에 197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5)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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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심의 감축 의무
║ᾉᶢ⭕᠖パⶍᚩⵍ⛙㡅≲㱞␥㈺⯚䀁ញᛚⶉ䀁ゕ〥䀁┙ᣙ䅭❩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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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ᚹ㠾㈁◝␥⠩ᶝ䀁ᴽ᠖ᚩᾍ㈝┮ⶅềそ㈱ᶍ㈝ᾍ⠩ⰶ⯅Ŋ᠖ᚩ∥ញ
䀁┙  ᢡ ㄡ㈁ ᠖ᚩᾍ ⣭ 非 ⠩ⰶ⯅Ŋ OPO"OOFYŊ  ᠖ᚩ∥ញ⠩␡ᶍ
⠩ⰶ⯅Ŋ᠖ᚩ㎺べ⯅ṭᝦ㋅⯚㉎㈝⎕᠖ᚩ␥⠩ⰶ⯅ŋべ❭ṭ⌅┮ⶅ䀁ゕ
㈁◝␥᷽䀱ᶍ
⠩ⰶ⯅Ŋ᠖ᚩᴽパⶍᚩⵍ⛙㡅≲ᯭṭⳁ㎩⌅ềṵᴽᜬ╒㼅⌅
⭥〥䀅ᶍ⠩ⰶ⯅ŋ᠖ᚩᴽᛅ⛅ṭ⭪᠖㈝ᣙ䅭❩䃽べᶩㇺ䀁ᴽᜬṾᣙ
ㆭ䀁ゕ㉕ㅹឥᣙⳉ㑩ㅹ䀉㈁◝ṭ㈱ᶍ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Ⅰ·Ⅱ 국가 목록 (알파벳 순서)

부속서Ⅰ
(42개국
+ EEC)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EEC, 현재 EU),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나중에 추가된 국가

부속서Ⅱ
(23개국
+ EEC)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터키는 나중에 삭제

※ 1992년 당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1996년 가입) 비부속서Ⅰ 국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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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토의정서로 열린 기후체제
ᣙ䅭❩䃽䂺〦ᚹ㠾㈁◝␥᠕㝝㊪⌅そ᜵㈝䀲䀝〥䀁ᴽ㑩ᴽᢅ㊾䀁㑩
⿳、ᶍ㈝べᯭ㋅㛑ᶢ⭕᠖㟆䄵 ㈥➡៹㱉 ᴽ᠕㝝㊪㈡㈁◝␥ᶝញ
㈱ᴽę៹㱉㈁㊾⯅ ,ZPUP1SPUPDPM Ě␥㛭㮆䀁ォᶍ
៹㱉㈁㊾⯅ᴽᯭㅽ㈥㛭㮆ềぱញ ᯭㅽ㈥⛅䅑ềぱᶍ
ᶢ⭕᠖ᯭㅽ䂭㉕ ᛅ᠖ᚩラ&6␥䀒䀁ゕᛅᶍ

구체적인 감축 의무
៹㱉㈁㊾⯅ᴽᚹ㠾䀁ゕ〥䀁ᴽパⶍᚩⵍ㈁╒⌆ ⠩ⰶ⯅" ᚹ㠾㈁◝␥⠩ᶝ
䀁ᴽ᠖ᚩラᢡᾍ㈁᠕㝝㊪㈡ᚹ㠾≲ ⠩ⰶ⯅# ᾚᢅ㊾䀁ញ㈱ᶍ
㋅㛑ឞ〦ᣙᚭ _ᯭ Ẃ⿱㈁╒㼅ᴽ⠩ⰶ⯅#᠖ᚩ㊭㝝㈁パⶍᚩⵍ
⛙㡅≲ᯭṭべ⣭䀁ゕ㹲ᢉᚹ㠾䀁ᴽᜬ㈝ぱᶍ
감축 대상 온실가스 (부속서A)
CH4

N2O

메탄
Methane

아산화질소
Nitrous oxide

CO2

HFCs
수소불화탄소
Hydrofluorocarbons

PFCs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SF6
육불화황
Sulphur
hexafluoride

과불화탄소
Perfluorocarbons

NF3
삼불화질소
Nitrogen trifluoride

※ NF3는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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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메커니즘 도입
៹㱉㈁㊾⯅ᴽ᷽㊪⣭ㅒ⌅➝ᶍ䅑ឥ㊪⌅ᚹ㠾㈁◝␥ᶕ⯚䀉ⳁ
㈱ṭ⌆ⶅ㉎ㄽⰵ␥ṭ㈮䀁ォᶍ
⠩ⰶ⯅Ŋ ᠖ᚩᾍ ᚭべ パⶍᚩⵍ ᚹ㠾≲ ㈝㊭䀉 ⳁ ㈱ᴽ ឞẂ㈝䀲㋅ṭ +* 
+PJOU*NQMFNFOUBUJPO ᚩ㈡㊾ềぱᶍ䀉ᶢ⛄⛙㡅ᠵ≁䀉ⳁ㈱ṭ⌆
䀁ᴽ⛙㡅ᠵ≁㋅ &5 &NJTTJPO5SBEJOH ṭṭ㈮ềぱᶍ
㝖㊾ᛅ⛅㋅ṭ $%. $MFBO%FWFMPQNFOU.FDIBOJTN ṭṭ㈮ềそ ⣭⠩ⰶ⯅Ŋ
᠖ᚩべ⯅ᚹ㠾䀅〺⠩ⰶ⯅Ŋ᠖ᚩ⌅㈝㊭䀉ⳁ㈱ぱᶍ
교토의정서에 도입된 시장 요소
구 분

조항

주요 내용

공동이행제도
(JI)

제6조

부속서Ⅰ 국가(A국)가 다른 부속서Ⅰ 국가(B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A국의 감축으로 인정

청정개발제도
(CDM)

제12조

부속서Ⅰ 국가(A국)가 비부속서Ⅰ 국가(C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A국의 감축으로 인정

배출권거래제
(ET)

제17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후,
해당 국가들이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ᚹ㠾≲㈝㊭䀉ⳁ㈱ṭ⌆䀅㋅ṭ␥㱞㵩そęⶅ㉎⓽㦍ᵱ㑁Ě₹ᴽ
ę៹㱉⓽㦍ᵱ㑁Ě㈝∥䀅ᶍᚹ㠾㈁◝␥㈝䀲䀁ᴽḙべ㇉゙⯚⠩ゕ䀁ォ
♩⌅ę㇉゙⯚⓽㦍ᵱ㑁Ě㈝∥ញṭ䀅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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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약기간 이후를 논하는 협상
៹㱉㈁㊾⯅㋅㛑ឞ〦ᣙᚭ㈝ᯭ㈝┝ᬆᭁᣙ◡べ᠖ᚩᾍᯭ
㈝䅭 1PTU べᴽそ᜵䀲Ẃ䀉㑩㊾䀁ゕ〥䀱ᶍ
ᯭ ㋅㛑 ᶢ⭕᠖㟆䄵 ㈡ṭᯍⶅ ⛅ ᴽ ᯭᣵ㑩 ᠕ⰶ⋎ ㈱ᴽ
䀒㈁␥ṭ㡅䀁ᴽᜬ╒㼅⌅ę⛅䀲Ẃ䄶 #BMJ"DUJPO1MBO Ě㛭㮆䀁ォᶍ
㈝べῙ∥᠖ᚩᾍ1PTU䂺⭪ⶅ㈺䀁ォᶍ
ᢡ⊕ᭁᯭ㋅㛑ᶢ⭕᠖㟆䄵 ḝ⑱㬕㧽㹅䀁 べ⯅ṭᚹ㠾㈁◝ ㉕ㅹᾚ
㎥ㄽ㉪㊹ἁ⊕ⶡញ᠖ᚩᾍ㈁㈁㛑㈝ᚩ㌪䂩㑩㑩⿳、ᶍ䂺⭪ឥ㊾べ
ᶩ䀅⠱⑵ṭ⛅⮆䀁ゕ䂺⭪⋕ềぱᶍ
║ᾉ ᠖ᚩᚩ ᚹ㠾 ㈁◝␥ ⠩ᶝ䀅ᶍᴽ ᭝ㅒ㈁ ę㧽㹅䀁 䀒㈁ $PQFOIBHFO
"DDPSE Ěᚩ㈝⎑そ㋵㑩⑵ ᶢ⭕᠖㟆䄵ᴽ㈝␥㛭㮆䀁㑩⿳、ᶍ

교토의정서의 연장, 도하개정문
㋅㛑ឞ〦ᣙᚭ⑵⍵㑪㊭㈡ᯭㅽ ㋅㛑ᶢ⭕᠖㟆䄵 㤝㭩␝ṭ䀁 ᴽ
ęṭ䀁ᛅ㊾◡Ě 㛭㮆䀁ォᶍ ៹㱉㈁㊾⯅ ㋅㛑 ឞ〦ᣙᚭ ᯭ⠩㯙
ᯭᣵ㑩⌅㊾䀁ញ ᢡᣙᚭẂ⿱パⶍᚩⵍ⛙㡅≲㊪そṭ㹲ᢉ
ᚹ㠾䀁㈹ᴽ᭝ㅒᶝ、ᶍ
ᛅ㊾◡㈝ ⛅䅑ề⋍┝ ៹㱉㈁㊾⯅ ᶢ⭕᠖ ᛅ᠖ ㈁ べ 䀝ᶢ䀁ᴽ
ᛅ᠖㈝⣭㎩䀁ゕ〥䀅ᶍᯭㅽ䂭㉕ ⣭㎩䀅᠖ᚩᚩᛅべ⠱ឥ䀁ゕ
ᛅ㊾◡䅑⋎㈝は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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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토의정서, 절반의 성공
감축 목표, 그 이상의 성과
៹㱉㈁㊾⯅⠩ⰶ⯅#᠖ᚩᾍ㋅㛑ឞ〦ᣙᚭẂ⿱パⶍᚩⵍ⛙㡅≲ᯭṭべ
⣭䀁ゕ 㹲ᢉ  ᚹ㠾䀁ォᶍ  ㈝ᴽ ᚹ㠾 ╒㼅ォḁ 㹲ᢉ ␥ 㬕᜵
↙そᯁ⯚ឥᶍ
₹䀅 ⯡ ᛅ᠖べ⯅ 〦  ᛅべ ᶕ䀁ᴽ 㝖㊾ᛅ⛅㋅ṭ $%.  ⭕の㈝
ⳁ䀲ềぱᶍ  ᢡ ᷾⠭べ ᛅ⛅ṭ⭪᠖ ᚹ㠾≲ ⯉㑭᠖べ 㶹⒍䀁ゕ _ぞ
ᶕ⊕㈁ⳁ㈞つⳁ㈱ぱᶍ⯉㑭᠖ṭ$%.㈝はぱᶍ┝㑩⠱䀁ゕ〥䀱ぞ
ᶕ⊕㈁⣭ㅒ㊱〦䀉ⳁ㈱ぱᶍ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동안 CDM 주요 성과

출처 UNFCCC. 2015. Achievement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6) UNFCCC. 2015. The Kyoto Protocol - A Critical Step Forward.
7) UNFCCC. 2015. Achievement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1

절반의 성공, 그 이면의 한계
많은 국가들의 불참
៹㱉㈁㊾⯅␥㛭㮆䀉◝⋞⯡べ⯅ᚩ㉎⑷㈝パⶍᚩⵍ␥⛙㡅䀁ញ㈱ぱḁ
⚡᠖㈝㈁㊾⯅␥⣭㎩䀁㑩⿳、ᶍ㤹ᭁᶍᴽ㋅㛑ឞ〦ᣙᚭ䅭㈁㊾⯅べ⯅
㭱㲝䀁ォᶍ㈥➡ឥ⊕ⶅ ᴝ㑱≅ᾅᴽ㭱㲝ᴽ䀁㑩⿳、㑩⑵㋅㛑ឞ〦
ᣙᚭべᴽ㛡ゕ䀁㑩⿳ᝉᶍᴽ㈁⭕␥⛆䂽ᶍ
㎺᠖㈝ᭁ㈡ṭ㝁⊥パⶍᚩⵍ␥⑷㈝⛙㡅䀁ᴽ᠖ᚩᾍ㈝ᛅ⛅ṭ⭪᠖㈝∥ᴽ
㈝㇉⌅ᚹ㠾㈁◝ᚩはぱḁᜬṭ◡㋅ォᶍ㋅㛑ឞ〦ᣙᚭ㈝ⶅ㈺ềᣙ㑪㊭㈡
ᯭ ⯡パⶍᚩⵍ⛙㡅≲べ⯅㎺᠖㈁⛙㡅≲㈝㛑㑩䀁ᴽ⣭㎺
⌅ ㈡⚡᠖㋅㞍ᶍ  ㎺᠖㑩ᢱᣵ㑩㎭ថ⯡べ⯅パⶍᚩⵍ␥
ᚩ㉎⑷㈝⛙㡅䀁ញ㈱ᶍ
㋅㛑ឞ〦ᣙᚭẂ⿱ᚹ㠾㈁◝␥㑩ᴽ᠖ᚩᾍ㈁パⶍᚩⵍ⛙㡅≲㈝⯡
⛙㡅≲べ⯅㛑㑩䀁ᴽ⣭㎺㈝べ⠱ឥ䀁ォᶍ
지속가능 여부가 불확실
៹㱉㈁㊾⯅㋅㛑ឞ〦ᣙᚭ㊾䀁ᴽṭ䀁ᛅ㊾◡㛭㮆ềᣙᣵ㑩ネ≁ᜡ⋡ញ 
ᯭㅽᣵ㑩ṭ⛅䅑ề㑩╤䀁ញ㈱ᶍ⒍✱⭱⌅ㅝឞ〦ᣙᚭ㊾䀁ញ
ᛅ❭᠖ᚩ㈁ᚹ㠾╒㼅␥㊾䀁ᴽᜬそ⋍ㅝ㈺の㈝ᶍ㝝㋅ᚩ㑩ⰶỉ㑩そ⁑㑩
⠱䃾ⶍ䀅⭪䄒べ⯅ᴽᣙ䅭❩䃽べ㊪ᢢ㊪⌅ᶩㇺ䀁ᣙそ⋞ᶍ
ᣙ䅭❩䃽べ㋅ᶩ⌅ᶩㇺ䀁⋍┝㈝㊭ឥᴽᶍ␡⭱⌅ㅝ㝝㋅ᚩ㿭ㄽ䀁ᶍᴽ
㈡ⶆ㈝㸥㑩ᣙⶅ㈺䀁ォᶍ
8) IEA. 2009.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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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리협정, 신 기후체제의 시작
더반 플랫폼
ᯭ㋅㛑ᶢ⭕᠖㟆䄵 ᭑㾭㤝ឞ䃽᠖᷽⛁ ᴽᣙ䅭❩䃽䂺⭪べ㎺ㄽ䀅
㊭䄁㊹㈝ềぱᶍᶢ⭕᠖ᾍᯭ㈝䅭㊪ㅒỉ⭱⌅ㅝ㝝㋅␥⯍⑦䀉ᜬべ
䀒㈁䀁ញ㈝␥ㆭ䀅䂺⭪ᯭᣵ㑩ロ⍵䀁ᣙ⌅䀁ォᶍ㈝␥ę᷽⛁㾵≔㺥
%VSCBO1MBUGPSNGPS&OIBODFE"DUJPO Ě㈝∥ញ䀅ᶍ
䂺⭪ㆭ䀁ゕę᷽⛁㾵≔㺥べឩ䀅㵢❭㈺の⛁ "%1 "E)PD8PSLJOH(SPVQ
POUIF%VSCBO1MBUGPSNGPS&OIBODFE"DUJPO Ě㈝᠕⯚ềぱᶍ

파리협정
᷽⛁㾵≔㺥べῙ∥ᯭ⠩㯙ᯭᣵ㑩䀒㈁◡㈺⯚䀁ᣙㆭ䀅䂺⭪㈝
㛑⋩べᜡ㝹㑭䀲ềぱᶍ⑱㤑᭝ᯭㅽ㈥ ㋅㛑ᶢ⭕᠖㟆䄵
㾭∺ⵍ㶵 ᴽę㶵䂺㊾ 1BSJT"HSFFNFOU Ě㛭㮆䀁ォᶍ

출처 UNFCCC 홈페이지(newsroom.unfccc.int)
파리협정 채택을 축하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피게레즈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반기문 UN 사무총장,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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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기후체제로의 전환
᠖㋅⭕䄵ᴽᣙ䅭❩䃽◡㋅べᶩㇺ䀁⋍ញᣙ䅭❩䃽䂺〦㛭㮆䀁ォᶍ៹㱉
㈁㊾⯅㝝㋅␥㱞䀁ゕ╒㼅␥ᶕ⯚䀁⋍䀁ォᭁ䀅ᚩ㈱ぱᶍ
⭱⌅ㅝ㝝㋅␥⑵ᾍᣙㆭ䀅䂺⭪㑩⿳、㑩⑵ネ≅䂺⭪ᬆべ㶵䂺㊾㈝
㛭㮆ềぱᶍ⚽〥䇹⌅ⶉᣙ䅭㝝㋅⌅ᾍそ⯅ᣙㆭ䀅ᣙ⛁㈝⑱⋑ễᜬ㈝ᶍ

신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
기후체제에서 ‘체제’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의미한다.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모여 만들어진 원칙
(principles)·규범(norms)·규칙(rules)과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dures)의 집합’이다. 보다 넓게 해석하면 행위자들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기후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적 규칙(normative rules)과 이를 결정하여 이행·강제하고
발전시키는 기관(institutions),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차상의 수단
(procedural tools)’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기후체제를 ‘교토(의정서) 체제’라고 하였다.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그에 기반한 기후체제가 시작되는데, 이를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후체제라는 의미로 ‘신 기후체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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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노력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1994년 발효)
ᯭ 䄁ᝦᛅ⛅䄵㈁ 6/$&% べ⯅ ⯅┮ ⶅ㈺䀅 ᣙ䅭❩䃽䂺〦
䂾㹲⯚  ឞ㱞㈁ ᢡ⊕ᭁ 㛑❭䃽ễ 㛮㈭ឥ ᛅ❭ ᠖ᚩ㈁ ᵎ⋎ ញ⋍䀁ゕ
⯉㑭᠖ឥᛅ⛅ṭ⭪᠖べᶍ␡㌮␁㈁ᣙ䅭❩䃽ᶩㇺ㈁◝␥⠩ឥ䀁ォᶍ
※ 2016년 5월 현재, 196개국과 유럽연합(EU)이 당사국.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

1997년 (COP3) 교토의정서 채택(2005년 발효)
ᣙ䅭❩䃽䂺〦᠕㝝㊪⌅㈝䀲䀁ᣙㆭ䀁ゕ㋅㛑ᶢ⭕᠖㟆䄵ᚩ㛭㮆䀅
៹㱉㈁㊾⯅ᴽ ㋅㛑 ឞ〦ᣙᚭ㈡ ᯭべ⯅ ᯭᣵ㑩 ⯉㑭᠖㈁
パⶍᚩⵍ ⛙㡅≲ ᯭṭ ⳁ㎩べ ⣭䀁ゕ 㹲ᢉ  ᚹ㠾䀁ṭ⌆
ᢅ㊾䀁ញ㈱ᶍ
※ 2016년 5월 현재, 191개국과 유럽연합(EU)이 당사국. 우리나라는 2002년 비준.

2007년 (COP13) 발리행동계획 채택
㋅㛑ᶢ⭕᠖㟆䄵ᴽ⛅䀲Ẃ䄶㛭㮆䀁ゕ៹㱉㈁㊾⯅㋅㛑ឞ〦ᣙᚭ
㈝䅭べ㊪ㅒỉ䀒㈁◡㛭㮆䀁ᣙㆭ䀅1PTU䂺⭪ⶅ㈺䀁ォᶍ

2009년 (COP15) 코펜하겐 총회에서 post-2012 협상 결렬
1PTU 䂺⭪ ⶅ䀅㈝ぱḁ ᯭ ㋅㛑 ᶢ⭕᠖㟆䄵べ⯅ ᠖ᚩ ᚭ
㈁ 㛑㈝ラ 䂺⭪ ឥ㊾⭪ ◡㋅⌅ 䂺⭪㈝ ⋕ềそ ᣙ䅭㝝㋅べ ㆭᣙ␥
㞱≁䀁ォᶍ

2011년 (COP17) 더반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연장,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Post-2020 협상 개시
㋅㛑ᶢ⭕᠖㟆䄵ᴽ៹㱉㈁㊾⯅㋅㛑ឞ〦ᣙᚭᯭ⠩㯙ᯭ
ᣵ㑩⌅㊾䀁ォ┙ ᯭ㋅㛑ᶢ⭕᠖㟆䄵䂺⭪ⶅ䀅⌅⯍㊾䀁ញ
ⶉᣙ䅭㝝㋅␥ㆭ䀅1PTU䂺⭪ⶅ㈺䀁ォᶍ
※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을 규정한 도하개정문은 2016년 5월까지도 발효되지 않음.

2015년 (COP21) 신 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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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무엇이 달라졌나?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1.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ᣙ䅭❩䃽䂺〦 ᯭ ㈁╒㼅ᴽパⶍᚩⵍᚩᣙ䅭㝝べęㆭ䂁䀅オ䁎⚡㤁㑩⿳
ⳁ㎩Ě⌅ᶩᣙ㎺ᰶṭ␥⿱㊾䃽ⶅ㭍ᴽᜬ㈝ぱᶍᢡ⊕ᭁㆭ䂁䀅オ䁎⚡㤁㑩⿳
ⳁ㎩㈝そᴹ㊾ṭ㈡㑩べᶩ䀅ちᢲはぱᶍ
㈝䅭ᣙ䅭❩䃽䂺⭪ឥ㊾べ⯅╒㼅パṭᚩちᢲềᣙᴽ䀁ォ㑩⑵ ✾㊪᠕ⰶ⋎㈝㈱ᴽ
◡⯅べ┮ⶅễᜬ㶵䂺㊾㈝㝁ㇵ㈝ᶍ

감축 목표, 그 이상의 성과
ęļ╒㼅Ě∩ ⭙の䃽㈝㊭ⳁ㎩ឥ⣭៹䀁ゕ
㑩᠕㈁ 㹲ᢉ パṭᚩ ļ ㈝⭪ ⭪ⵢề㑩
⿳ṭ⌆パⶍᚩⵍ⛙㡅≲㎭㈝㈹ᴽᜬ㈝ᶍ
&6ᴽᯭᶩ㎺⛁⠩㯙╒㼅パṭ⌅ļ␥
㎥㉎䀁ォᶍ ļ ╒㼅ᴽ ᯭ 㧽㹅䀁
䀒㈁べ㺕䀑ềぱញ ᯭ㤡㪍䀒㈁べ⯅
ឞⶆ㊪⌅㛭㮆ềぱᶍ
㶵䂺㊾べ⯅ᴽ㑩᠕㈁㹲ᢉパṭ⭪ⵢ
ļ➝ᶍ䆑⿕≁ XFMMCFMPX ⌅㇉㑩䀁ゕ〥
䀅ᶍᴽ᭝ㅒ㈝㺕䀑ềぱ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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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표 달성 노력
パṭ⭪ⵢ⌅䀝ⳁ┝㈝⭪ⵢ䀁┝᠖ᚩᚩ㌝㹹㈁ㆭᣙべ㝁䀁᜵ềᴽ᠙ⰵṭ⯅
ᛅ⛅ṭ⭪᠖ べ᜵ļ╒㼅␥ᶕ⯚䀁ᴽᜬ㊱⚾䀅◡㋅ォᶍļ╒㼅ṭ
ᶕ⯚䀁ᣙそ⋍ㅝḙļᴽ⣭䂭ⶍ㊪㈝∥ᴽ㎥㉎ṭ㈱ぱᶍ
ᢡ⊕ᭁ᠙ⰵṭ⯅ᛅ⛅ṭ⭪᠖ឥ&6べ㈝そ⚡᠖ṭẂ㛡䀁┝⯅ļ╒㼅␥
ᶕ⯚䀁ᣙㆭ䀝ᰡ⋎䀁ゕ〥䀅ᶍᴽ᭝ㅒ㈝䂺㊾べ⛁オềぱᶍļ╒㼅ᴽ
ᶕ⯚䀁ᣙㆭ䀝ᰡ⋎䀁ゕ〥䀅ᶍᴽęᰡ⋎╒㼅Ěᶍᢡ⊰㑩⑵䂺㊾◡べ┮ⶅ㊪
⌅㺕䀑ễᜬ㈝㊭ᰥ㈁べ⯅㑭㈥➝䀅ᜬ㈝ᶍ

왜 2℃ 목표인가?
목표 온도는 보통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threshold) 이상으로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그 중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것이
2℃ 목표다. 그러나 기후가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단 하나의 한계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목표는 제한 속도와 비슷하다. 어느 속도로 달리는 것이 위험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각 상황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한 속도를 설정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2℃ 목표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물론 2℃ 목표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 목표만 달성하면 기후변화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어 인류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렇지만 2℃
목표는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다.

9) 영토가 작은 섬(들)인 개발도상국.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라고도 한다.
10) IPCC. 2013.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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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분야를 포괄
៹㱉㈁㊾⯅ᴽ㎥⌅パⶍᚩⵍ⛙㡅≲ᚹ㠾䀁ᴽḙべ㑺㎺䀁ォᶍ㶵䂺㊾
ᚹ㠾⩹⑵ᵱ∥㊪ㇺ ㉕ㅹ ᣙⳉ㈝㊭ ゖ≲⛙〺 㳕┮⯚ᾚᶍ〺䀅⠭〥べ
║ỹឩⶕᣙㅡ㈡ᶍ
㶵䂺㊾ ᣙ䅭❩䃽べ ᶩㇺ䀁ᣙ ㆭ䀁ゕ パⶍᚩⵍ ⛙㡅≲ ᚹ㠾䀁ᴽ
ᜬ◥⌉㈝ញ㈝⚡⛅⮆䀅ᣙ䅭❩䃽べ㊪ㇺ䀁ᴽᜬṭ╒㼅⌅䀅ᶍ╒㼅␥
ᶕ⯚䀁ᣙ ㆭ䀅 ⳁᶑ⌅ ㉕ㅹឥ ᣙⳉ  ゖ≲⛙〺 㣊┝べ⯅ ᛅ⛅ṭ⭪᠖
㑩ㅹ䀉ᜬṭᢅ㊾䀁ញ㈱ᶍ
ᢡ⩹ᵱ∥║ᾉឥ㊾べ⯅㊱㛑㊪⌅㳕┮⯚㑩㭕ᜬṭᚾ㌙䀁ញ㈱そ
᭝ㅒឥ㊱㛑べᜡ㝹ᶍ〺䀅⠭〥␥㺕ឭ䀁ញ㈱ᶍ
㶵䂺㊾㈝ᶍ⎑ᴽᚹ㠾 NJUJHBUJPO ㊪ㇺ BEBQUBUJPO ㉕ㅹ GJOBODF ᣙⳉ
UFDIOPMPHZ  ゖ≲⛙〺 DBQBDJUZCVJMEJOH  㳕┮⯚ USBOTQBSFODZ ㈁ ᛅ
⠭〥␥ⶉᣙ䅭㝝㋅␥㑩㮚䀁ᴽᛅ㈁ᣙἎ QJMMBST ㈝∥ញṭ䀅ᶍ
파리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6개 주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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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
៹㱉㈁㊾⯅ 㝝㋅べ⯅㝁⊥ ᚹ㠾 ㈁◝␥ 䀁䁎ⶆ UPQEPXO ⌅ ㊾䀁┝
ⶅᚭ㈝ネ≁ᜡᴽᾚ䀲㊾⣭ㅒ㈝⑷㈝ᾉᶍ᠖ᚩᾍ⭕㈝べ㈁ᶩ⑦㈝
ⶕ䀁ゕᚹ㠾ⳁ㎩べ䀒㈁䀁ᣙṭそ⋞ᶍ
㶵䂺㊾ ➝ᶍ ⑷ ᠖ᚩᾍ㈁ 㛡ゕ␥ ㇉ṭ䀁ញ ᣙ䅭❩䃽べ ⶉⰶ䀁᜵
ᶩㇺ䀁ᣙ ㆭ䀁ゕ ⭪䁎ⶆ CPUUPNVQ  ⛒ⶆ 㛭㮆䀁ォᶍ ᚪ ᶢ⭕᠖㈝
ⵍⵍ⌅㈁ ⭪䄒 ញ⋍䀁ゕ ㈹⛅㊪⌅ ╒㼅␥ ㊾䀁ṭ⌆ 䀁ォᶍ ㈝ ╒㼅␥
㶵䂺㊾べ⯅ᴽę᠖ᚩ㊾ᣙゕ /%$ Ě∥ញ䀅ᶍ

NDC (국가결정기여)
/%$ /BUJPOBMMZ%FUFSNJOFE$POUSJCVUJPO ∩ ᣙ䅭❩䃽べᶩㇺ䀁ᣙㆭ䀁ゕ
⠭〥❭⌅ ᶢ⭕᠖㈝ 㢑䀉 ᰡ⋎ ⵍⵍ⌅ ㊾䀁ゕ ㋅㡅䀅 ╒㼅␥ ⑹䀅ᶍ
/%$ᴽᚹ㠾 ㊪ㇺ ㉕ㅹ ᣙⳉ ゖ≲⛙〺 㳕┮⯚㈁ᛅ⠭〥␥㺕ឭ䀅ᶍ
㶵䂺㊾ 㛭㮆 ㈝㊭べ ㋅㡅䀅 ᜬ *OUFOEFE ㈁ṭễ  /%$∥ញ 䀁ォញ 
㛭㮆䅭㋅㡅䀅ᜬ/%$∥ញ䀅ᶍ ㈝䀁㹡㈁⭪ę/%$Ě⌅㱞㈥䀁ゕᣙ㉕ 
ᛅ⛅ṭ⭪᠖べ᜵ṭᚹ㠾㈁◝␥⠩ឥ䀉㑩␥ἁ⊕ⶡញ㈁㈝ᶩ⑦䀁ゕęឞ〦
DPNNJUNFOUT Ě➝ᶍ㎺⑦㊪㈡ęᣙゕ DPOUSJCVUJPO Ě␥⭕ㅒ䀁ォᶍ
법적 구속력
㶵䂺㊾║ᾉᶢ⭕᠖べ/%$␥㋅㡅䀉㈁◝␥⠩ឥ䀁ォᶍẂⶅべ➝ᶍ
⑷᠖ᚩᾍ㈁㛡ゕ␥㇉ṭ䀁ᣙㆭ䀁ゕ/%$㈁᭝ㅒべᴽ✾㊪᠕ⰶ⋎
⠩ゕ䀁㑩⿳、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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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᠕ⰶ⋎㈝はそṭᶢ⭕᠖㈝⑱ㇵᶩ⌅/%$␥そᣙᣙᴽそ⋞ᶍᶢ⭕᠖
/%$␥ᶕ⯚䀁ᣙㆭ䀁ゕ᠖ᚩ㊾㛮ⶅ䀲䀁ゕ〥䀁ញ㎥ᣙ㊪⌅⭱⌅ㅝ
/%$␥㋅㡅䀉㈁◝ṭ㈱ᶍ/%$␥そᣙ┝᠖㋅⭕䄵ラゕ⌉⌅⠩㯙⣭ᭅ
⛄ⳁṭ㈱ᶍ
㶵䂺㊾㈝⊰᜵/%$㈁᭝ㅒ㈝ᵱ∥ឩ⋑㊱㛑べ㈥㊾䀅᠕ⰶ⋎⠩ゕ
䀁ゕᶢ⭕᠖㈝╒㼅␥ᶕ⯚䀁ṭ⌆㇉ṭ䀁ញ㈱ᶍ
등록과 관리
/%$ᴽ㶵䂺㊾➡◡べᴽ㺕䀑ề㑩⿳ᴽᶍᣙ䅭❩䃽䂺〦⭕◝᠖㈝ឞឞ
ᾚ⌆⠩ QVCMJDSFHJTUSZ べᾚ⌆䀅ᶍឞឞᾚ⌆⠩ᚩ㛭㮆ềᣙ㊭ᣵ㑩ᶢ⭕᠖㈝
/%$␥ᾚ⌆䀉ⳁ㈱ṭ⌆㈭ⶅ/%$ᾚ⌆⠩ᚩ⑱⋑ềぱᶍᯭㅽ㈥ 
㈭ⶅ/%$ᾚ⌆⠩ XXXVOGDDDJOUOEDSFHJTUSZ ᚩゝ⋡ᶍ
임시 NDC 등록부

출처 UNFCCC 홈페이지(www4.unfccc.int/ndc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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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NDC 내용
국가명

감축 목표(%)

목표 연도

기준 연도

목표 유형

국제탄소시장

37

2030

-

BAU

O

미국

26~28

2025

2005

절대량

X

중국

60~65

2030

2005

집약도

-

EU

40

2030

1990

절대량

X

25~30

2030

1990

절대량

X

일본

26

2030

2013

절대량

O

인도

33~35

2030

2005

집약도

O

30

2030

2005

절대량

O

26~28

2030

2005

절대량

-

멕시코

(無조건)25
(조건부)40

2030

-

BAU

O

스위스

50

2030

1990

절대량

O

대한민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출처 UNFCCC INDC 포탈 재구성

목표 연도와 기준 연도
•목표 연도: 2025년 혹은 2030년
•기준 연도: 감축하는 국가가 기준 연도를 설정

목표 유형
•절대량: 기준 연도 배출량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BAU: 목표 연도의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추정치)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집약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1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배출량/
GDP)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국제 탄소시장
O: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예정)
X: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 안 함
-: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 여부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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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
៹㱉㈁㊾⯅㋅㛑ឞ〦ᣙᚭẂ⿱ᚹ㠾㈁◝␥⠩ᶝ䀁ᴽ᠖ᚩᾍ㈁ⳁᴽᛅ
㊾ṭォᶍ㈝ᾍ᠖ᚩ㈁パⶍᚩⵍ⛙㡅≲㈝⯡⛙㡅≲べ⯅㛑㑩䀁ᴽ⣭㎺
べ⠱ឥ䀁ォᶍ
㈝⊕䀅䀅␥ᢢ➞䀁ᣙㆭ䀁ゕ㶵䂺㊾║ᾉᶢ⭕᠖べ᜵/%$␥㋅㡅䀉
㈁◝␥⠩ឥ䀁ゕᣙ䅭❩䃽ᶩㇺべẂ㛡䀁ṭ⌆䀁ォᶍ
NDC를 제출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UNFCCC. 2016.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update.

ᯭㅽ㈥ᣵ㑩ᛅ ᶢ⭕᠖㈝/%$␥㋅㡅䀁ォញ㈝ᾍ㈁パⶍᚩⵍ
⛙㡅≲ 㟆䀒 ᯭ ⯡ ⛙㡅≲㈁ べ ᶕ䀅ᶍ ㈝ᾍ ᠖ᚩᚩ ⯡
(%1べ⯅㛑㑩䀁ᴽ⣭㎺ ㈡᠕⣭㎺ᶍ ║ỹᯭᣙ㎩ 
៹㱉㈁㊾⯅㝝㋅➝ᶍ䆑⿕⑷᠖ᚩᾍ㈝㛡ゕ䀁᜵ễᜬ㈝ᶍ

11) 189개 당사국(EU 포함)이 161개의 NDC를 제출하였다. 이때, EU과 EU의 28개 회원국을 합한 29개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NDC는 1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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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다른 의무
㶵䂺㊾㈝║ᾉ㣊┝べ⯅║ᾉᶢ⭕᠖べ᜵Ẃ㈥䀅ⳁ㎩㈁㈁◝␥⠩ឥ䀁ញ
㈱ᴽᜬᵱᶍ
⯉㑭᠖ ᝦ㋅ ㊭⛁べ ᜡ㝹 パⶍᚩⵍ ⛙㡅≲㈁ ㊱ᶩ≲ FDPOPNZXJEF
BCTPMVUF ᚹ㠾䀁ゕ〥䀅ᶍᛅ⛅ṭ⭪᠖べ᜵ᴽᝦ㋅㊭⛁べᜡ㤅ᚹ㠾⛒ⶆ
⭕ㅒ䀁ṭ⌆ᠵ㉎䀁ញ㈱⩹㈝ᶍ
⯉㑭᠖ᛅ⛅ṭ⭪᠖べ㉕ㅹ㑩ㅹ䀁ញᣙⳉ㈝㊭䀁ᴽᾚ㠽ᚩ㈁◝ṭ⠩ᶝ
䀅ᶍᣙ䅭❩䃽◡べ⛅⮆䀁ᴽ⠩㊾㊪オ䁎べ㢑〦䀅᠖ᚩᾍឥゖ≲べ
䀅ᚩ㈱ᴽ㠅⣱ᛅ⛅ṭ⭪᠖ -%$T -FBTU%FWFMPQFE$PVOUSJFT ㈝ᭁ᠙ⰵṭ⯅
ᛅ⛅ṭ⭪᠖ 4*%4 ᾚṭញ⋍䀁ゕ〥䀅ᶍ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유동적 구분
㶵䂺㊾べ⯅⯉㑭᠖ឥᛅ⛅ṭ⭪᠖㈁᠕⠭㊱ᶩ㊪㈝㑩⿳ᶍᣙ㌝៹㱉
㈁㊾⯅㝝㋅べ⯅ᴽᚹ㠾㈁◝␥⠩ᶝ䀁ᴽ᠖ᚩラᢡ⊰㑩⿳᠖ᚩ㈁᠕⠭㈝
㊱ᶩ㊪㈝ぱᶍᚹ㠾㈁◝␥⠩ᶝ䀁ᴽ᠖ᚩ㈁╒⌆⠩ⰶ⯅Ŋべ ㉕ㅹឥᣙⳉ
㑩ㅹ䀉㈁◝␥⠩ᶝ䀁ᴽ᠖ᚩ㈁╒⌆⠩ⰶ⯅ŋべ┮ⶅ䀁ォᣙ◡㈝ᶍ
㶵䂺㊾ ㈝ラ ᶍ␝᜵ ⯉㑭 ᶢ⭕᠖ EFWFMPQFE DPVOUSZ 1BSUJFT ឥ ᛅ⛅
ṭ⭪ᶢ⭕᠖ EFWFMPQJOHDPVOUSZ1BSUJFT ⌅᠕⠭䀁ញ㈱ᶍ㑩ᢱᛅ⛅
ṭ⭪᠖⌅⠭␁ềᴽᶢ⭕᠖ṭᝦ㋅⭪䄒㈁❩䃽べῙ∥⯉㑭᠖⌅⠭␁
ỉⳁṭ㈱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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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᠖ᚩᾍ㈝ ⵍⵍ⌅ ╒㼅␥ ⯍㊾䀁┝ パⶍᚩⵍ ⛙㡅≲ ㎭ゕ ᣙ䅭❩䃽べ
ᶩㇺ䀁⋍ᴽ ╒㼅␥ ᶕ⯚䀁㑩 ╤䀉 ⳁ ㈱ᶍ ╒㼅 パṭ␥ ᶕ⯚䀁ᣙ ㆭ䀁ゕ
㎭ゕ〥䀁ᴽ㊭㝝ᚹ㠾≲⭙䀁ゕ㈝␥ᚪ᠖べ䀉ᶢ䀁ᴽ⛒ⶆ㈝ᵱᣙ
◡㈝ᶍᛅ❭᠖ᚩᚩ㋅㡅䀅/%$␥║ỹ㈝䀲䀝ṭļ╒㼅␥ᶕ⯚䀁ᴽ
ḙべ㿭ㄽ䀅⑵㬥パⶍᚩⵍ␥ᚹ㠾䀁㑩╤䀉ⳁṭ㈱ᶍ

통합적 이행점검
㶵䂺㊾ᶢ⭕᠖㟆䄵 $." ᴽᶢ⭕᠖㈝㋅㡅䀅/%$ᚩļ╒㼅べ⠩䀒
䀁ᴽ㑩ᯭ⑱ᶍᜩ㱉䀅ᶍ㈝␥ᢩ⌅✵㈝䀲㊹ᜩ HMPCBMTUPDLUBLF ㈝∥䀅ᶍ
᠖ᚩᾍ㈝ឥ㊾㱞䀁ゕᣙ䅭❩䃽␥⑲ᣙㆭ䀁ゕ㑩ᢱ➝ᶍ᷽ᰡ⋎䀝〥
䀁ᴽ㑩 ⑵〦ᢡ⊰ᶍ┝そᴹ㊾ṭᰡ⋎䀝〥䀁ᴽ㑩⿵ⳁ㈱ᶍ
㶵䂺㊾ᶢ⭕᠖㟆䄵ᴽᛅ❭᠖ᚩべ㵢㊾ⳁ㎩㈁╒㼅␥㈝䀲䀁∥ញㄽ᠕䀉
ⳁはᶍ/%$ᴽ᠖ᚩᾍ㈝㈹⛅㊪⌅ᣙゕ䀁ᝉᶍញ〦ⰶ䀅ᜬ㈝ᣙ◡㈝ᶍ
ᢩ⌅✵㈝䀲㊹ᜩ║ᾉᶢ⭕᠖㈁㈝䀲⭪䄒㱞䀒䀁ゕ㊹ᜩ䀅䅭ļ╒㼅␥
ᶕ⯚䀁⋍┝づ⑱⑵㬥᷽ᰡ⋎䀁ゕ〥䀁ᴽ㑩べ㞱㊹⒇㡁ᶍ
ᯭᢩ⌅✵㈝䀲㊹ᜩⶅ㈺䀁ᣙ㊭ケ⣭ᶑ⌅ ᯭべ㈝䀲㊹ᜩ
䀁ᴽ⯚ᝒ㈁ę䂺⋎㊪ᶩ䃽 'BDJMJUBUJWF%JBMPHVF Ě␥ᛅ㠅䀅ᶍゕᣙべ⯅
ᶢ⭕᠖㈝/%$␥ᶕ⯚䀁ᣙㆭ䀁ゕづ⑱ᭁᰡ⋎䀁ញ㈱ᴽ㑩㊹ᜩ䀉ケ㊾㈝ᶍ

12)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 COP와 구분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를 CMA(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paris Agreemen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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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원칙
ᶢ⭕᠖ᢩ⌅✵㈝䀲㊹ᜩឥ␥ញ⋍䀁ゕᯭ⑱ᶍ⭱⌅ㅝ/%$␥㋅㡅
䀁ゕ〥䀅ᶍ⭱⌅ㅝ╒㼅ᴽ㈝㊭➝ᶍ᷽᰻ⳁ㎩㈝そ〥䀁ᴽḙ㈝␥ę㑭㊭
ㅹ㤂 QSJODJQMFPGQSPHSFTTJPO Ě㈝∥ញ䀅ᶍ

종료 시점이 없는 협정
៹㱉㈁㊾⯅ᴽឞ〦ᣙᚭ㈝㊾䀝㋡㈱そ⯅⭱⌅ㅝឞ〦ᣙᚭ㊾䀁⋍┝䂺⭪
ᾖ䀁ゕ〥䀱ᶍ㈝⊰᜵㝝㋅ᚩ㑩ⰶỉ㑩そ⁑㑩⠱䃾ⶍ䀅⭪䄒べ⯅ᴽ᠖ᚩ
ᾍ㈝ᣙ䅭❩䃽べ㊪ᢢ㊪⌅ᶩㇺ䀁ᣙそ⋞ᶍ
㶵䂺㊾㎥ᣙ㊪⌅㈝䀲⭪䄒㊹ᜩ䀁ញᶢ⭕᠖㈝ᢡឥ␥ញ⋍䀁ゕ
⭱⌅ㅝ╒㼅␥㋅㡅䀁ṭ⌆䀁ォᶍ㌮⍵ⶅ㊹は㈝ᣙ䅭❩䃽べ㑩ⰶ㊪⌅
ᶩㇺ䀉ⳁ㈱ᴽ㝝㋅␥᠕㠾䀅ᜬ㈝ᶍ
지속가능한 대응 체제
감축목표

2028
글로벌
이행점검

2023
글로벌
이행점검

NDC
C 이행
NDC
C 이행

신규 NDC

진전원칙

ND
DC
신규 NDC
제출
기존 NDC 평가 및
차기 NDC 준비

제출

기존 NDC 평가 및
N
차기 NDC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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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이행

신규 NDC
DC

제출

2020

2033
글로벌
이행점검

2025

기존 NDC
DC 평가 및
차기 N
NDC 준비

2030

2035

...

연도

NDC 영향 분석 보고서 (2016.5.2.)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2016년 4월 4일까지 189개 당사국이 제출한 161개의
NDC를 종합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NDC를 전부 이행하면 2025년과 2030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

NDC를 이행하는 경우와 목표 온도에 부합하는 배출 시나리오 비교

출처 UNFCCC. 2016.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update.

NDC를 이행하면(노란색 선) NDC를 제출하기 전(주황색 선)에 비해 온실
가스배출량이 줄어든다. 그러나 2℃ 목표(파란색 선)와 1.5℃ 목표(초록색
선)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감축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
목표 온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급격한 감축이 필요하다(푸른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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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៹㱉㈁㊾⯅㝝㋅べ⯅ᣙ䅭❩䃽べᶩㇺ䀁ᴽ㎥ㄽ䀲ㆭ㈹ᴽ᠖ᚩォᶍᢡ⊕ᭁ
᠖㋅⭕䄵べ⯅ᶍ᠖㊪ᣙの ⚥ᚭ⠩◡ ⶅ⚥⭕䄵ᾚ᠖ᚩ㈝ㄡ㈁㎥㝝ᾍ㈝
䄅Ẃ䀁ᴽオゖ㈝㊹㛑ᮼそ㑩┝⯅᠖ᚩᾍ⑵⌅ᴽᣙ䅭❩䃽べᶩㇺ䀁ᣙ㊹㊹
そ⋍ㅵ㋵ᶍ
㈝べ 㶵䂺㊾ ᠖ᚩ ㈝ㄡ㈁ ㈝䀝ឩ㈹ᾍ㈝ ᣙ䅭❩䃽 ᶩㇺ 䀲Ẃべ 㛡ゕ
䀁ṭ⌆ Ṯ⋍䀁ញ ㈱ᶍ ㋅㛑 ᶢ⭕᠖㟆䄵 ㊾◡ "EPQUJPO PG UIF 1BSJT
"HSFFNFOU



べᴽ ⣭ 非 ᶢ⭕᠖ ㈝䀝ឩ㈹ OPO1BSUZ TUBLFIPMEFST ㈁

㛡ゕ␥Ṯ⋍䀁ᴽ᭝ㅒ㈝❭ṭ㈁㉎ 章 ⌅⛁オềそ㈱ᶍ
㊾◡⣭ᶢ⭕᠖㈝䀝ឩ㈹ᾍ㈝ᣙ䅭❩䃽ᶩㇺ䀲Ẃべ䄅⛅䀁᜵㛡ゕ䀁ញ
ᢡ᭝ㅒę⣭ 非 ᠖ᚩ⠩◡ᣙ䅭䀲Ẃ㺕㯡 /";$" /PO4UBUF"DUPS;POF
GPS$MJNBUF"DUJPOQMBUGPSN Ěべᾚ⌆䀁ṭ⌆Ṯ⋍䀁ញ㈱ᶍᢡញᶢ⭕᠖
㊾⠩べᴽ㈝ᾍឥᣝ⚩䀁᜵䂺⋎䀉ᜬㄽ㝖䀁ញ㈱ᶍ
NAZCA 포털

출처 UNFCCC 홈페이지(climateaction.unfccc.int)

13) 부속서로 첨부되어 있는 ‘파리협정’을 채택한다는 내용(제1항)을 포함하여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국가들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140개 항에 담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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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ᶢ⭕᠖㈝䀝ឩ㈹ᾍ᷽ㅚ䄅⛅䀁᜵䄅Ẃ䀉ᜬ㈝ᶍ㈝⚡᠖㋅
⚥ᚭ䀖ឞᣙ᠕ *$"0 ᭁ ᠖㋅䀝⭕ᣙ᠕ *.0  ᾚ ᣙ䅭❩䃽䂺〦 㯵ỹ ⚿㈁
᠖㋅ᣙ᠕ᾍ㈹⛅㊪⌅᠖㋅ᣙ㎩⯍㊾䀁ᴽᾚᣙ䅭❩䃽べᶩㇺ䀁⋍ញ
ᰡ⋎䀁ញ㈱ᶍᶢ⭕᠖㈝ᣙ䅭❩䃽べᶩㇺ䀁ᴽ㊾㛮ⳁ⑦䀁ញ㈝䀲䀉
㈝ᾍឥ㈁䂺⋎㈝᷽ㅚ㎺ㄽ䀝㑱ᜬ㈝ᶍ

기후변화협약의 테두리 바깥에서의 자발적 노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2020년부터 탄소상쇄(offsetting) 제도를 도입한다. 항공사들은 기준
연도(2018~2020년) 국제항공의 평균 배출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감축 활동을 하여 배출량을 상쇄하여야 한다.
제37차 ICAO 총회(2010년)에서 글로벌 시장기반조치(MBM, Market-Based
Measures)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제39차 총회(2016년 10월 예정)에서는
‘글로벌 시장기반조치 체계(Global MBM Scheme)’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적용
한다. 2015년부터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EEDI를 적용하여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2013년도 기준)하도록 하였다.
현존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운항지수(EEOI)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를 비치하도록 강제하였다.
IMO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장기반조치를 도입하려고 논의하는
중이다. 또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료 사용량을
관리·보고·검증하는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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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표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니만큼 이 장(章)
에서 설명하였던 차이점 외에도 여러 면에서 다르다.
교토의정서는 당사국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감축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벌칙 규정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기 꺼린 이유 중
하나였다.
파리협정은 NDC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투명성 체계도
비징벌적(non-punitive)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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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구분

파리협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목표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범위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주로 선진국

감축 의무국가

모든 당사국

하향식

목표 설정방식

상향식

징벌적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비징벌적

특별한 언급 없음

목표 설정기준

진전원칙

공약기간에 종료 시점이 있어
지속가능한지 의문

지속가능성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국가 중심

행위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파리협정, 어떤 내용일까?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자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높이자
국제 탄소시장을 새로 만들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자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자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주기적으로 점검하자

1.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자
㶵䂺㊾㈁ ╒㼅ᴽ ᣙ䅭❩䃽 ㆭ䂺べ ᶩㇺ ᚾ䃽䀁ᴽ ᜬ㈝ᶍ ㋅㌙㋅䀖 
㈝␥ᶕ⯚䀁ᣙㆭ䀁ゕᚹ㠾 ㊪ㇺ ㉕ㅹ㣊┝㈁⯡⠩╒㼅ṭᢅ㊾䀁ញ㈱ᶍ
ᶢ⭕᠖㶵䂺㊾㈝䀲䀉᠖ᚩ⑱ᶍᶍ␡ゕべ⣭㠽そ JOUIFMJHIUPG
EJGGFSFOU OBUJPOBM DJSDVNTUBODFT  䂾㹲⯚  ឞ㱞㈁ ᢡ⊕ᭁ 㛑❭䃽ễ 㛮㈭ឥ
ᛅ❭᠖ᚩ㈁ᵎ⋎⛁オ䀁ゕ〥䀅ᶍ ㋅㌙㋅䀖 

감축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까지 제한 노력
㉎ᣙ㊪⌅ ᣙ䅭❩䃽⌅ ㈡䀅 ㆭ䂺べ ᶩㇺ䀁⋍┝ ᶩᣙ ㎺㈁ パⶍᚩⵍ 〺
㎭ゕ㑩᠕㈁㹲ᢉパṭᚩ᷽㈝⭪⭪ⵢ䀁㑩⿳ṭ⌆䀁ゕ〥䀅ᶍ
ᶢ⭕᠖ 㑩᠕㈁ パṭ ⭪ⵢ ⭙の䃽 ㈝㊭ ⳁ㎩べ ⣭䀁ゕ ļ➝ᶍ 䆑⿕
≁ XFMMCFMPX ⌅㇉㑩䀁ញ᷽ᭁᚩパṭ⭪ⵢļᣵ㑩㋅䀅䀁ṭ⌆
ᰡ⋎䀁ゕ〥䀅ᶍ

적응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력 강화
パⶍᚩⵍ⛙㡅≲ᚹ㠾䀁ᣙㆭ䀁ゕᰡ⋎䀁┝⯅䂭㉕㈥そᭁញ㈱ᴽᣙ䅭❩䃽
◡べ⛅⮆䀁ᴽ⠩㊾㊪オ䁎べᶩ䀅㊪ㇺᵎ⋎ṭᚾ䃽䀝〥䀅ᶍ
ᶢ⭕᠖ᣙ䅭䄵➞⋎ DMJNBUFSFTJMJFODF  ᣙ␝ញ㊩㭭ⰵ⛅㊭㞲㑭䀅ᶍ
㈝⊕䀅㊪ㇺ䀲Ẃⶆ≲⮆⭙ㆭ䂺䀁㑩⿳ᴽ⛒ⶆ⌅㈝⎑そ㋡〥䀅ᶍ
14) 기후회복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
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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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기후 재원(climate finance) 마련
パⶍᚩⵍ␥ᚹ㠾䀁ញᣙ䅭❩䃽べ㊪ㇺ䀁⋍┝㡒⠭䀅㉕ㅹ㈝㿭ㄽ䀁ᶍ
㶵䂺㊾ ᶢ⭕᠖㈝ ㊩㭭ⰵ ⚸ ᣙ䅭䄵➞㊪ DMJNBUFSFTJMJFOU  ⛅㊭ べ
⠩䀒䀁ᴽ⛒䁎⌅㉕ㅹ㌙⯚䀉ᜬ₹䀅╒㼅⌅ᢅ㊾䀁ញ㈱ᶍ
㶵䂺㊾㋅㌙ᴽ㉕ㅹ㌙⯚㈁㎥㝝ラ㌙⯚ễ㉕ㅹ㈁ⳁ䃅㈹␥ᶍ⎑ញ㈱ᶍ
⯉㑭᠖ ㉕ㅹ ㌙⯚䀁ᴽ ḙべ ㎥ṭ㊪㈡ ゖ䀉 ⳁ䀲䀁┙  ᛅ⛅ ṭ⭪᠖㈁
㿭ㄽ␥ញ⋍䀁ゕ㉕ㅹ㑩ㅹ䀁ゕ〥䀅ᶍ

탄소예산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출처 UNFCCC. 2016.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update. 재구성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따르면 2℃ 목표를 달성(66% 이상의 확률)하기 위해
서는 1870년 이후 배출된 누적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 이 약 2,890GtCO 2eq
이어야 한다. 2011년까지 이미 약 1,890GtCO 2eq이 배출되었다. 앞으로는
약 1,000GtCO2eq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여야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상당량을
탄소예산(Carbon Budget)이라고 한다. 목표 온도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이다.

15)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과 기회를 고려하여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에 발생할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이익을 얻는 경제 발전.
16) 온실가스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배출량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개별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환산한 값을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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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마다 감축 목표를 높이자
ᣙ䅭❩䃽␥ ⑲ᣙ ㆭ䀝 㑩᠕㈁ 㹲ᢉ パṭ ⭪ⵢ ỽ䃽ⶅ㭍⋍┝ パⶍᚩⵍ
⛙㡅≲㎭㈝ᭁ㈝⚡⛙㡅ễパⶍᚩⵍ␥䈊ⳁ䀁ゕ〥䀅ᶍ

감축(제4조)
パⶍᚩⵍ㈁⛙㡅ㅹ㎭㈝ᭁ䈊ⳁㅹ TJOLT ᚾ䃽ⶅ㭍ᴽ㈡ᚭ㈁䄅Ẃ
ᚹ㠾 .JUJHBUJPO ㈝∥ញ䀅ᶍ䈊ⳁㅹパⶍᚩⵍ␥ᶩᣙべ⯅㋅䀁ᴽឥ㊾
㈝ᭁ䀲Ẃ 㝝㋅␥ᚩ㭑ᶍᶩ㼅㊪㈡ケ⌅⭙⑥ 㱉〺ᾚ㈝㈱ᶍ
주요 내용

목표 ᚩᵎ䀅⤑㊭⯡ᚩパⶍᚩⵍ⛙㡅≲㠅ញ㤁 HMPCBMQFBLJOH べ
ṭᶕ䀁ញᢡ䅭⛙㡅≲ᢲⰶ䀁᜵ᚹ㠾䀁ゕ〥䀅ᶍ⯡ᣙ䅭⛁べᴽ㈡ㆭ㊪
⌅⛅⮆䀅パⶍᚩⵍ⛙㡅≲⑵㬥䈊ⳁ䀁ゕパⶍᚩⵍ⛙㡅ឥ䈊ⳁ⭕㈝べ
ᢉ䂾ᶕ⯚䀁ゕ〥䀅ᶍ ㋅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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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ᶢ⭕᠖ⵍⵍ⌅㊾䀅ᚹ㠾╒㼅 /%$ ␥ᯭ⑱ᶍ㋅㡅䀁ゕ〥
䀅ᶍ ㋅䀖 ㋅䀖 ㈝⭱⌅ㅝ/%$ᴽ㈝㊭➝ᶍ᷽᰻ⳁ㎩㈁╒㼅␥ᶝញ
㈱そ〥䀅ᶍ ㋅䀖 /%$␥ᶕ⯚䀁ᣙㆭ䀁ゕそ᜵䀲Ẃ䀉㑩ᴽᚪᶢ⭕᠖べ
⒊ᣙញ㈱ᶍ ㋅䀖 

차등화 ⯉㑭᠖ᝦ㋅㊭⛁べᜡ㝹㊱ᶩ≲ᚹ㠾䀁ᴽ⛒ⶆ㇉㑩䀁ゕ〥
䀁㑩⑵ ᛅ⛅ṭ⭪᠖ᝦ㋅㊭⛁べᜡ㤅ᚹ㠾⛒ⶆ㑩䁎䀁┝ễᶍ ㋅䀖 
ᛅ⛅ṭ⭪᠖パⶍᚩⵍ⛙㡅≲㈝㠅ញ㤁べṭᶕ䀁ᣙᣵ㑩⯉㑭᠖➝ᶍ᷽ネ≅
ⶅᚭ㈝ᜡⳁ㈱ᶍ ㋅䀖 ᶢ⭕᠖ᛅ⛅ṭ⭪᠖㈝ᚹ㠾㈁◝␥㈝䀲䀁ᴽᜬ
㑩ㅹ䀁ゕ〥䀅ᶍ ㋅䀖 
■ 향후 협상 쟁점
/%$べ䀝ᶢ䀁ᴽパⶍᚩⵍᚹ㠾≲⭙䀉ᴽ㈝㎺⭙ EPVCMFDPVOUJOH
 ⛒㑩䀁ញ 䄁ᝦ㊭⯚  㳕┮⯚  ㊾䃾⯚  ロ㊭⯚  ⣭៹ᚩᵎ⯚  ㈥ឩ⯚
䁎⭪ⶅ㭍ᴽ㑩㤑ᛅ⛅䀁ゕ〥䀅ᶍ ㋅䀖 
᠖ᚩᾍ⭕㈝べ⯅ᣙᚭ㱞㈥䀁ゕ⯍㊾ DPNNPOUJNFGSBNF 䀁ᴽ◡㋅
㋅䀖 ṭ᭑㈱ᶍ᠖ᚩᾍ㈝㛑⌅㋅㡅䀅/%$␥➝┝ᣙᚭ⯍㊾㈝║ỹ
ᶍ␝ᶍ ᯭ ᣙ㎩⌅ ⭥ ᠖ᚩṭ  ᯭ ᣙ㎩⌅ ⭥ ᠖ᚩṭ
㈱ᶍᯭ╒㼅␥㋅㡅䀅᠖ᚩṭ ᯭ╒㼅␥㋅㡅䀅᠖ᚩṭ㈱ᶍ
ᣙᚭ 㱞㈥䀁┝ ᚪ ᶢ⭕᠖㈁ /%$␥ Ẃ㈥䀅 ᣙ㎩べ⯅ ⣭៹䀉 ⳁ ㈱ញ
㱞䀒㊪⌅づ⑱ᭁパṭ╒㼅べ⠩䀒䀁ᴽ㑩㶵䀁ᣙṭ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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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제5조, 산림 조항)
3&%% 3FEVDJOH &NJTTJPOT GSPN %FGPSFTUBUJPO BOE GPSFTU %FHSBEBUJPO ᴽ
ᛅ⛅ṭ⭪᠖㈝⭙⑥㊭ㅒ EFGPSFTUBUJPO  䀁ᭁ䄒㹹䀁᜵⑵ᾅᴽᜬ GPSFTU
EFHSBEBUJPO  ⛒㑩䀁ゕ パⶍᚩⵍ ⛙㡅≲ ᚹ㠾䀁ᴽ 䀲ㆭ␥ ᚩ㭑ᶍ
ゕᣙべ⭙⑥➝㊭ 㑩ⰶᚩᵎ䀅ឩ 㭭ⰵ䈊ⳁᵎ⋎䁎⭪ᛅ㠽ᚩ䀁ゕ
3&%% QMVT ∥ញ䀅ᶍ㈝㌙䀖⭙⑥㌙䀖㈝∥⠩␝ᣙṭ䀅ᶍ

주요 내용
ᶢ⭕᠖⭙⑥㺕䀑䀅パⶍᚩⵍ䈊ⳁㅹឥ㊩㉎ⰵ␥㊪㊱䀁᜵➝㌝䀁ញ㑆㑭
䀁ᴽ㌙㤁␥㢑䀁ゕ〥䀅ᶍ ㋅䀖 ᶢ⭕᠖ᛅ⛅ṭ⭪᠖㈝⭙⑥㊭ㅒឥ䄒㹹䃽␥
㎭㈝ញ⭙⑥➝㌝䀁┙⭙⑥㈁㑩ⰶᚩᵎ䀅⛅㊭ឥ㭭ⰵ䈊ⳁᵎ⋎䁎⭪ⶅ㭍
ṭ⌆㊾㛮⌅㊺ᢥ QPMJDZBQQSPBDIFT 䀁ញ㇉㈡ⳁᶑ QPTJUJWFJODFOUJWF 
㋅ឞ䀁ゕ〥䀅ᶍ ㋅䀖 
17) 숲이 농경지 확대, 목초지 전환, 벌목, 화재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숲이 아니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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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⑥㌙䀖⯡ᣙ⑹ᣵ㑩パⶍᚩⵍ⛙㡅≲ឥ䈊ⳁ≲⭕㈝べᢉ䂾ᶕ⯚䀁ᣙ
ㆭ䀁ゕ㎺ㄽ䀅㝔ᜡㇵ㈝㈹ᛅ⛅ṭ⭪᠖㈝⭙⑥ឩ⋑㌙㤁␥㢑䀁ṭ⌆㇉ṭ
䀁ᴽḙべ㿭ⳁ㊪㈡㊾㤁㊪ⶉ䃡∥ᴽ㹲ᚩ␥⛄ញ㈱ᶍ
향후 협상 쟁점
⭙⑥⠩◡㈁パⶍᚩⵍ䈊ⳁ≲᠖ᚩ㈁パⶍᚩⵍᚹ㠾╒㼅べ㱞䀒䀁ゕ⭙
䀁ᴽ◡㋅べᶩ䀁ゕᰥ㈁ᚩ㿭ㄽ䀁ᶍ

REDD+ 관련 논의의 경과
산림 전용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수송 분야 전체 배출량보다 많고 에너지 분야 배출량 다음으로 많다.
산림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2005년 제11차 당사국총회(캐나다 몬트리올)에
서 REDD+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REDD+는 코펜하겐 합의(COP15), 칸쿤 합의
(COP16) 등을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파리협정 논의 과정에서 파나마(열대우림국가연대 의장국), 아프리카 그룹 등은
REDD+가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감축 활동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림 조항이
합의문에 독자적인 조항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 미국, 브라질, 멕시코 등은 처음에는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되는 산림 조항을
독자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후 REDD+ 논의를 정치적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산림 조항을 독자적인 조항으로 반영
하는 데에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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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탄소시장을 새로 만들자
㶵䂺㊾ ៹㱉㈁㊾⯅㝁⊥ ᠖ᚩᾍ㈝ ➝ᶍ ㊪ ⣭ㅒ⌅ ᚹ㠾 ㈁◝␥
ᶕ⯚䀉ⳁ㈱ṭ⌆ⶅ㉎ㄽⰵ␥ṭ㈮䀁ォᶍᢡ⊕ᭁ㈥⠩᠖ᚩᾍⶅ㉎ㄽⰵべ
⠩ᚹᴹᦝṭ㈮⛁ᶩ䀁ォᶍ
㶵䂺㊾べᴽᰥ∩㈝㈱ḁęⶅ㉎ NBSLFU Ě㈝∥ᴽㅒそᴽ⭕ㅒề㑩⿳、ᶍ
ᢡᶩⶉ䂺⋎㊪㊺ᢥ✾ DPPQFSBUJWFBQQSPDIFT ᠖㋅㊪⌅㈝㊭ễᚹ㠾ឥ
*5.0 *OUFSOBUJPOBMMZ5SBOTGFSSFE.JUJHBUJPO0VUDPNF ᾚ㈝⭕ㅒềぱᶍ
주요 내용
ᶢ⭕᠖/%$␥ᶕ⯚䀉㈹⛅㊪⌅䂺⋎ WPMVOUBSZDPPQFSBUJPO 䀉ⳁ
㈱ᶍ ㋅㌙㋅䀖  㶵䂺㊾ Ǘ 䂺⋎㊪ ㊺ᢥ✾ DPPQFSBUJWF BQQSPBDIFT 
ǘ㶵䂺㊾ᶢ⭕᠖㟆䄵㈁ᠵ䀅ឥ㑩㤑べῙ∥⯍⑦ỉ⭱⌅ㅝⶅ㉎⓽㦍ᵱ㑁 
Ǚ⣭ⶅ㉎㊺ᢥ✾ /." /PO.BSLFU"QQSPBDIFT ᢅ㊾䀁ញ㈱ᶍᶍ⑵
㈹⛅㊪䂺⋎㈝ㆭ㈁⯡ᚩ㑩ⶅ㉎⓽㦍ᵱ㑁べ䀅㊾ễᜬᵱᶍ

협력적 접근법 ᠖㋅㊪⌅㈝㊭ễᚹ㠾ឥ *5.0 ␥/%$ᶕ⯚べ⭕ㅒ
䀉 ㈝㎺⭙ᾚ⛒㑩䀉ⳁ㈱ṭ⌆㶵䂺㊾ᶢ⭕᠖㟆䄵ᚩ㛭㮆䀁ᴽ
㑩㤑べῙ∥⯅ねᝒ䀅䄵⛒ⶆ㊪ㅒ䀁ゕ〥䀅ᶍ ㋅㌙㋅䀖 ㈝≁べ
㛡ゕ䀅ᶢ⭕᠖㈁ⵢ㈡㈝㿭ㄽ䀁ᶍ ㋅㌙㋅䀖 

SDM ⭱⌅ㅝ ⶅ㉎ ⓽㦍ᵱ㑁 㑩ⰶᚩᵎ⛅㊭ ⓽㦍ᵱ㑁 4%.  4VTUBJOBCMF
%FWFMPQNFOU.FDIBOJTN ㈝∥ញṭ䀅ᶍ㈝⓽㦍ᵱ㑁ឞឞឥ⚥ᚭ㈁㛡ゕ␥
Ṯ⋍䀁ញⶍ㑱㊪⌅パⶍᚩⵍ⛙㡅≲ᚹ㠾䀝〥䀅ᶍ ㋅㌙㋅䀖 ㈝ᝦㅙ
べṭᚹ㠾≲㈝㎺⌅⭙ềそ⯅ᴽ⿱ễᶍ ㋅㌙㋅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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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A ᶢ⭕᠖/%$␥㈝䀲䀉⣭ⶅ㉎㊺ᢥ✾ /." ㈝㿭ㄽ䀁ᶍញ
㈡㊾䀅ᶍ⣭ⶅ㉎㊺ᢥ✾ᚹ㠾ឥ㊪ㇺ㞲㑭ⶅ㭍ញឞឞឥ⚥ᚭ㈁㛡ゕ␥
㑆㑭ⶅ㭍ᴽᜬ╒㼅⌅⭥〥䀅ᶍ ㋅㌙㋅䀖 
■ 향후 협상 쟁점
䂺⋎㊪㊺ᢥ✾ឥ㑩ⰶᚩᵎ⛅㊭⓽㦍ᵱ㑁 4%. 㱞䀁ゕᶢ⭕᠖㈝㈹㇉
⌖᜵≁䀁⋍┝ឩ⋑ᢅ㤂㈝⑱⋑ềそ〥䀅ᶍ㵢䈱 ≁ềᴽᚹ㠾≲㈝
㈝㎺⌅⭙ề㑩⿳ṭ⌆䀁ゕ〥䀅ᶍᚹ㠾䄅Ẃ㈡㑆䀁ញ≁ឩᾚ
ᢅ㇑䀁ᴽ⭱⌅ㅝ⓽㦍ᵱ㑁⯍⑦䀁ᴽ◡㋅ᚩ〇⌅㈱䂺⭪べ⯅㎺ㄽ䀅
㉪㊹㈝ỉᜬ㈝ᶍ
⣭ⶅ㉎㊺ᢥ✾㈁᠕㝝㊪㈡║ⵞべឩ䀝⯅ᴽ㑪䀒㈁ễ⚽ᚩはᶍ〇⌅㈝べ
ᶩ䀁ゕ᷽ㅚ⑷ᰥ㈁ᚩ㿭ㄽ䀅⭪䄒㈝ᶍ
NDC에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국가 현황

시장활용 언급
시장활용 고려
시장활용 언급 없음
NDC 미제출

출처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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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자
ᣙ䅭❩䃽ᚩ ᷽ ㈝⭪ ⶕ䀝㑩㑩 ⿳ṭ⌆ ╒㼅 パṭ␥ ⯍㊾䀁ញ パⶍᚩⵍ␥
ᚹ㠾䀁ᴽ ᰡ⋎ ㉎ᣙ㊪ ឩ㊹㈁ ᶩㇺ㈝ᶍ ᢡ⊕ᭁ ㈝⚡ ⛅⮆䀁ォᭁ ᚹ㠾
ᰡ⋎べṭ⠱᠕䀁ញ㈝⚡ᶩᣙ㎺べ㌝㉕䀁ᴽパⶍᚩⵍ◡べ⛅⮆䀁᜵ỉ
ᣙ䅭❩䃽べṭᶩㇺ䀁ゕ〥䀅ᶍ
㊪ㇺ "EBQUBUJPO  ㈝⚡ ⛅⮆䀁ォᭁ 䃢 ⛅⮆䀉 ᜬ⌅ ケ⭪ềᴽ
ᣙ䅭❩䃽ラᢡ⌅㈡䀅オ䁎べᶩ䀅㌙㊾ឥ㊾㈁⚡䀅ᶍ㊪ㇺᣙ䅭❩䃽⌅
⠩㯙 ⛅⮆䀁ᴽ 㿥䀝␥ ロ䃽䀁ញ 䄵㿥䀁ᴽ ឥ㊾ ◥⌉㈝ញ ㈝㈞ つᴽ
ឥ㊾ṭ㺕䀑䀅ᶍ
주요 내용

적응 목표 ᶢ⭕᠖㑩ⰶᚩᵎ䀅⛅㊭べᣙゕ䀁ញ㊪㊱䀅㊪ㇺᵎ⋎➝㉎
䀁ᣙㆭ䀁ゕ ㊪ㇺゖ≲᰻㈝ញ䄵➞⋎ᚾ䃽䀁┙ᣙ䅭❩䃽べᶩ䀅㢑〦⯚
㎭㈝ᴽᢩ⌅✵㊪ㇺ╒㼅␥⯍㊾䀁ォᶍ ㋅㌙㋅䀖 
㊪ㇺ║ᾉᶢ⭕᠖㈝㑪┝䀅ṭ㊭ឥ㋅ᶍ㉎ᣙ㊪⌅ᣙ䅭❩䃽べᶩㇺ䀁ᴽḙべ
ᣙゕ䀁ᴽ㎥ㄽ䀅ㄽⰵ∥ញ┮ⶅ䀁ゕ㊪ㇺ㈁㎺ㄽ⯚ᚾ㌙䀁ញ㈱ᶍ ㋅㌙㋅䀖 

감축과 적응 ᚹ㠾⑷㈝䀉ⳁ⌆㠽ᚩ㊪㈡㊪ㇺⳁㄽᚩᚹⰵ䀁ញ㊪ㇺべ
ᾅᴽ⣭ㅒṭ㎭そᾍⳁ㈱ᶍ ㋅㌙㋅䀖 

의무사항 ㈝㊭べᴽᚹ㠾⠩◡べ⑵➝ញ㈁◝ᚩ㈱ぱᶍ㶵䂺㊾㊪ㇺ
⠩◡べ⯅ṭ➝ញ㈁◝␥ᢅ㊾䀁ញ㈱ᶍᶢ⭕᠖㊪ㇺ➝ញ⯅␥㋅㡅䀁ញ
㎥ᣙ㊪⌅ᛚⶉ䀁ゕ〥䀅ᶍ ㋅㌙㋅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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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䀲㊹ᜩᛅ⛅ṭ⭪᠖㈁㊪ㇺᰡ⋎㈡㊾䀁ញ㊪ㇺ䀲Ẃ㈁㈝䀲
㑆㑭ⶅ㧅〥 䀅ᶍ ㊪ㇺឥ ㊪ㇺ 㑩ㅹ㈝ 㭩ᶢ䀁ញ 䅑ឥ㊪㈡㑩ṭ ᜩ㱉䀅ᶍ
ᢩ⌅✵㊪ㇺ╒㼅 ㋅㌙㋅䀖 ㈁㊭⛁㊪㈡㑭㝂⭪䄒₹䀅ᜩ㱉䀁ゕ〥䀅ᶍ
㋅㌙㋅䀖 
향후 협상 쟁점
ᛅ⛅ṭ⭪᠖㈝᠖ᚩ㊪ㇺ䄶ⳁ⑦䀁ញ㈝䀲䀁ᴽᜬ㑩ㅹ䀁ᴽ◡㋅ラ㊪ㇺ
䄶║ᵱ㯙⑪䀁ញ㹲ᚩ䀁ᴽ◡㋅べᶩ䀁ゕ䂺⭪㈝㿭ㄽ䀁ᶍᣙ䅭❩䃽べ
ᶩ䀅㢑〦⯚ឥ㊪ㇺⳁㄽ␥そ᜵㹲ᚩ䀉ᜬ㈡㑩⛒✾⌉ṭᜩ㱉䀁ゕ〥䀅ᶍ
㊪ㇺឥឩ⋑ễ㌙㑪㝝ṭ㊾⣭䀁ゕ〥䀅ᶍ
㊪ㇺᚹ㠾ឥẂᾚ䀅⣭㎺⌅ញ⋍䀉ᜬ㈡㑩ṭ᭑㈱ᴽ㉪㊹㈝ᶍᛅ⛅ṭ
⭪᠖㎥⌅㊪ㇺᚹ㠾ឥẂᾚ䀅⣭㎺⌅ᰥ㈁䀁ゕ〥䀅ᶍញ㎥㉎䀁ញ
㈱ᭁ⯉㑭᠖ᶩ㝝⌅㈝べẂ㈁䀁㑩⿳ញ㈱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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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실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자
ⰹⶍឥ㿥䀝 -% -PTTBOE%BNBHF ᴽᣙ䅭❩䃽◡べ⛅⮆䀁ᴽ⠩㊾㊪
㣊┝ 㺕ឭ䀅ᶍ ㈹゙㉕䀝ラ ᛂ ᢢ䀅㊪㈡ ᣙ䅭 䂭⭪ FYUSFNF XFBUIFS
FWFOUT ឥ 䀝ⳁ┝ ⭪ⵢ㈝ᭁ 㹲ᢉ ᣙパ ⭪ⵢ ᛂ ㊹㑭㊪ ❩䃽 TMPX POTFU
FWFOUT ␥㺕䀑䀅ᶍ

극한적인 기후 현상

점진적 변화

⯉㑭᠖ⰹⶍឥ㿥䀝␥㊪ㇺ㈁䀅⠭〥⌅ᶍ⎑ញ㈹䀁ォᶍᛅ⛅ṭ⭪᠖
ⰹⶍឥ㿥䀝◡㋅␥㊪ᢢ㊪⌅䀝䀁⋍┝㊪ㇺឥ❭ṭ⌅ᰥ㈁䀝〥䀅ᶍញ
㎥㉎䀁ォᶍ㶵䂺㊾べ⯅ᴽᛅ⛅ṭ⭪᠖㈁㈁㈝⛁オềぱᶍ
주요 내용
ᶢ⭕᠖ᣙ䅭❩䃽◡べ⛅⮆䀁ᴽⰹⶍឥ㿥䀝␥⛒㑩䀁ᭁ㠅ⰵ䃽䀅ᶍ
ᢡべᶩㇺ䀁ᴽ䀲ㆭ㈁㎺ㄽ⯚ឥⰹⶍឥ㿥䀝㈁ㆭ䂁㎭㈝ᴽ⠩⠭べ⯅㑩ⰶ
ᚩᵎ䀅⛅㊭㈁ゖ䀉㈡㊾䀅ᶍ ㋅㌙㋅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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ⰹⶍឥ㿥䀝␥ᰥ㈁䀁ᣙㆭ䀁ゕᣙ㌝㈁⚽␝⮍⚽⓽㦍ᵱ㑁㶵䂺㊾ᶢ⭕᠖
㟆䄵㈁ᚹṮឥ㑩ṭ≁ᚾ䃽䀁ᣙ⌅䀁ォᶍ ㋅㌙㋅䀖 ㌙ᣙᝦ➝ⶅⵍ㰅 
ᣝᢲ⭪䄒ᶩ⣭ ㊹㑭㊪❩䃽 ㆭ䀝⯚㹲ᚩsឩ ➝䂁㝝 ⣭ᝦ㋅㊪ⰹⶍᾚ
䂺⋎⠭〥⌅ᢅ㊾䀁ォᶍ ㋅㌙㋅䀖 
향후 협상 쟁점
ⰹⶍឥ㿥䀝␥㑩ⰶ㊪⌅そ᜵ᰥ㈁䀉ⳁ㈱㑩⚽␝⮍⚽⓽㦍ᵱ㑁ⶅ✽
⭕の㈁ឥラ䁎䅭ㅝオ⛒䁎べᶩ䀅ᰥ㈁ᚩ㿭ㄽ䀁ᶍ
ⰹⶍឥ㿥䀝㌙䀖✾㊪㈡㛮㈭ MJBCJMJUZ ㈝ᭁ➝⭪ DPNQFOTBUJPO 㺕䀑䀁㑩
⿳ᴽᶍ ㊾◡㋅䀖 ⯉㑭᠖㈝㉕ㅹ⠩ᶝㅙ⋍䀁ォᣙ◡㈝ᶍᛅ⛅
ṭ⭪᠖ឥ/(0べ⯅ᴽ㈝␥䀅⌅㑩㊪䀁ញ㈱そ㈝べᶩ䀅ᰥ㈁ṭ㿭ㄽ䀁ᶍ

바르샤바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멕시코 칸쿤)는 손실과 피해 분야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폴란드 바르샤바)는 손실과 피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설립하였다.
바르샤바 메커니즘은 초기 논의를 진행하는 임시 기구로 2016년까지 운영될 예정
이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8조에서 손실과 피해를 단독 조항으로 다루고 그 중요
성을 인정하면서 바르샤바 메커니즘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르샤바 메커니즘은 위험관리, 관련 기구와 조직, 이해관계자 간 연계, 재원,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3

6.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자
パⶍᚩⵍ␥ᚹ㠾䀁ញᣙ䅭❩䃽べ㊪ㇺ䀁⋍┝㡒⠭䀅㉕ㅹឥញṭ㈁ᣙⳉ㈝
㿭ㄽ䀁ᶍ㵢䈱 ᶩᶍⳁᛅ⛅ṭ⭪᠖ゖ≲㈝⠩㌚䀁ゕᣙ䅭❩䃽べ㋅ᶩ⌅
ᶩㇺ䀁㑩╤䀁ញ㈱ᣙ◡べ㈝ᾍ㈁ゖ≲ṭ㭍ㅵ〥䀅ᶍ
㈝䀲ⳁᶑ .0* .FBOTPG*NQMFNFOUBUJPO ㈝∩パⶍᚩⵍ⛙㡅≲ᚹ㠾䀁ញ
ᣙ䅭❩䃽べ㊪ㇺ䀁ᴽ䀲Ẃ㢑䀉⭕ㅒ䀁ᴽⳁᶑ⑹䀅ᶍ㉕ㅹ GJOBODF 
ᣙⳉ UFDIOPMPHZ ゖ≲⛙〺 DBQBDJUZCVJMEJOH ㈝⊰᜵⯡ᚩ㑩ᚩ㈱ᴽḙ
㈝⯴⯅⌅ᣝ⚩䀁᜵ឩ⋑ềそ㈱ᶍ
ᣙⳉᛅ⛅䀉ᴽ㡒⠭䀅㉕ㅹ㈝㿭ㄽ䀁ញᛅ⛅䀅ᣙⳉ㈝㊭䀁ゕᣙ䅭
❩䃽べᶩㇺ䀁ᴽᛅ⛅ṭ⭪᠖㈁ゖ≲᰻㈥ⳁ㈱ᶍᢡ⊰᜵ề┝⯉㑭᠖
㉕ㅹឥᣙⳉ㑩ㅹべᾅᴽ⣭ㅒ⠩ᶝ㎭㈥ⳁ㈱ᶍ

재원(제9조)
주요 내용
⯉㑭᠖ᵎ⋎㈝ềᴽᛅ⛅ṭ⭪᠖ṭ㉕ㅹ㑩ㅹ䀝〥䀅ᶍញ㎥㉎䀁ォᭁ
ᛅ⛅ṭ⭪᠖㈹⛅㊪ᰡ⋎㈝㈁◝ᚩềᴽᜬㅹ䀁㑩⿳、ᶍ㶵䂺㊾
⯉㑭᠖㈝ⰽ⯉䀁ゕᰡ⋎䀁ềᶍ␡ᶢ⭕᠖ṭ㈹⛅㊪⌅㑩ㅹ㋅ឞ䀉ᜬ
㉎⋍䀅ᶍ ㋅䀖 
㶵䂺㊾ᛅ⛅ṭ⭪᠖ṭᚩᵎ䀁ᶍ┝㑩ㅹ䀉ᜬ㉎⋍䀁ញ㈱ᶍ⠩ⰶ⯅ŋ
᠖ᚩ⑵㉕ㅹ㑩ㅹ㈁◝␥⠩ᶝ䀁ォḁ㈝㊭べ⣭䀁┝㉕ㅹ㌙⯚䀁ᴽ㎥㝝㈁
✽ㆭᚩ䃾ᶩễᜬ㈝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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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ㅹ㌙⯚べṭ㑭㊭ㅹ㤂㊪ㅒ䀁┙ ㋅䀖 ㉕ㅹᢅ║␥䃾ᶩ䀉ᴽᚹ㠾ឥ
㊪ㇺ⭕㈝べᢉ䂾ᶕ⯚䀁ゕ〥䀅ᶍ
⯉㑭᠖ᚩᵎ䀅ᝦㅙᛅ⛅ṭ⭪᠖べ㋅ឞỉឞឞ㉕ㅹ㈁ケ⭪ᢅ║␥㺕䀑䀁ゕ
㉕ㅹ㑩ㅹべᶩ䀅㊾⯚ s ㊾≲㊪㊾➝␥ᯭ⑱ᶍ㋅㡅䀝〥䀅ᶍᶍ␡ᶢ⭕᠖
㈹⛅㊪⌅㋅㡅䀁┝ễᶍ ㋅䀖 
향후 협상 쟁점
ᯭ㧽㹅䀁べ⯅⯉㑭᠖ᾍ㈝゙ᚭ ぞᶕ⊕␥㌙⯚䀁ᝉᶍញ䀒㈁䀅
╒㼅␥ᯭᣵ㑩⌅゙㉎䀁ォᶍᢡᣵ㑩゙ᚭ ぞᶕ⊕␥㠅㊩⯉
BGMPPS ⌅⭥ញ⭱⌅ㅝ㊾≲㊪╒㼅␥㊾䀅ᶍ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선진국들은 연간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10월,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설치하였다. 제18차 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에서 최종 인준을 마치고
2013년 12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진국이 조성한 기금을
관리한다. 지구환경기금(GEF, Green Environment Facility)과 같은 기존
기금과 다른 점은 환경 전반이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파리협정에는 기후변화협약의 재원 메커니즘이 계속 적용된다. 기후변화
협약 재원 메커니즘의 운영 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은 신 기후체제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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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10조)
주요 내용
ᶢ⭕᠖ᣙ䅭❩䃽べᶩ䀅䄵➞⋎᰻㈝ញパⶍᚩⵍ⛙㡅≲ᚹ㠾䀁⋍┝
ᣙⳉᛅ⛅ឥ㈝㊭㈝䀞ⶕ㈝∥ᴽ㉎ᣙ㊪⣭㊭ឞ㇉䀅ᶍ ㋅䀖 ㈝べឩ䀁ゕ
᠖ᚩᾍᬥ䂺⋎䃾ᶩ䀁ញᚾ䃽䀁ゕ〥䀅ᶍ ㋅䀖 
ᣙ䅭❩䃽䂺〦㈁ ᣙⳉ ⓽㦍ᵱ㑁 5FDIOPMPHZ .FDIBOJTN  㶵䂺㊾べṭ
㊪ㅒễᶍ ㋅䀖 ᣙⳉᛅ⛅ឥ㈝㊭㞲㑭䀁ᣙㆭ䀅ᣙⳉ⓽㦍ᵱ㑁㈺のべ
ᶩ䀁ゕ㑩㤑㋅ឞ䀉╒㊪⌅ᣙⳉ㾭⊱㈭ㅵ㬕␥⯍⑦䀁ォᶍ ㋅䀖 
기후변화협약의 기술 메커니즘 구조
기술 메커니즘

기술 집행위원회 (TEC)

기후 기술 및 네트워크(CTCN)

정책 기능 담당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및 사업 추진

㶵䂺㊾䂪ⶉ㞲㑭䀁ញ㉎⋍䀁ᴽᰡ⋎㈝㎺ㄽ䀁ᶍញᚾ㌙䀁ញ㈱ᶍ
䂺〦㈁㉕ㅹsᣙⳉ⓽㦍ᵱ㑁㱞䀁ゕ䂪ⶉㆭ䀅ᰡ⋎㑩ㅹ䀅ᶍ゙᠕ᛅ⛅
3% ឥᣙⳉべᶩ䀅㊺ᢥ㞲㑭䀉ᜬ₹䀅ᢅ㊾䀁ញ㈱ᶍ ㋅䀖 
㊩㭭ⰵ⚸ᣙ䅭䄵➞㊪⛅㊭䁎䀁ゕᭁᚩᴽឥ㊾べ⯅ᣙⳉ䂪ⶉ㎺ㄽ䀅
ゖ䀉ᶝᶢ䀉ᜬ㈝ᶍ㶵䂺㊾㈝⊕䀅㣊┝べ⯅ᣙ䅭❩䃽◡㋅␥䀝䀁ᴽ
ḙべę䂪ⶉĚ㈝㎺ㄽ䀁ᶍញᚾ㌙䀁ញ㈱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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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협상 쟁점
ᣙⳉ㾭⊱㈭ㅵ㬕⯍⑦ᠵញ⿱⑵ᾍញᣙⳉᛅ⛅ឥ㈝㊭㎥ᣙ㊪⌅㹲ᚩ
䀁ᣙㆭ䀁ゕឩ⋑⭕䀖᠕㝝䃽䀁ゕ〥䀅ᶍᢩ⌅✵㈝䀲㊹ᜩㆭ䀅⯡⠩
✽ㆭラᢅ㊾₹䀅⑱⋑䀁ゕ〥䀅ᶍ
ᛅ⛅ṭ⭪᠖ᾍ㶵䂺㊾べ⯅㑩㊪㉕⭙ᠵ *1 *OUFMMFDUVBM1SPQFSUZSJHIU 
◡㋅␥ᶍ⎙ᜬ㎥㉎䀁ォᭁ⛁オề㑩⿳、ᶍᣙⳉ㈝㊭ឥ㑩㊪㉕⭙ᠵ
◡㋅ᴽ⯉㑭᠖ឥᛅ⛅ṭ⭪᠖㈁㈮㉎㈝㝑ケ䀁᜵ᶩ⑦䀁ᴽ⠩⠭㈝♩⌅㈝べ
ឩ䀝⯅ṭ〇⌅㤁ゝ䀅ᰥ㈁ᚩⰶỉᜬ㈝ᶍ

기술 이전과 지적재산권 문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기후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은 기술 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 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없애 기술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역량배양(제11조)
주요 내용
ゖ≲㈝⠩㌚䀁ᭁᣙ䅭❩䃽べ㵢❭䈱㢑〦䀅ᛅ⛅ṭ⭪᠖㈝ᣙ䅭❩䃽べ䅑ឥ㊪
⌅ᶩㇺ䀉ⳁ㈱ṭ⌆ᢡᾍ㈁ゖ≲ᚾ䃽䀁ゕ〥䀅ᶍゖ≲⛙〺ᣙⳉ
ᛅ⛅ឥ䃾⭙ ᣙ䅭㉕ㅹべᶩ䀅㊺ᢥ⯚ ៹㇊ ឞឞ㈁㈡ⶆ 㳕┮䀁ញ㊾䃾䀅
㊾➝㈁ⶅᣙ㊪㊱䀅ⰵ㱞ᾚ㞲㑭䀁ᴽᜬ㈝そ〥䀅ᶍ ㋅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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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ᾉᶢ⭕᠖ᛅ⛅ṭ⭪᠖㈝㶵䂺㊾㈝䀝䀉ⳁ㈱ṭ⌆ᢡᾍ㈁ゖ≲
ᚾ䃽䀁ᣙㆭ䀁ゕ䂺⋎䀅ᶍ⯉㑭᠖ᛅ⛅ṭ⭪᠖㈁ゖ≲⛙〺䄅Ẃべᶩ䀅
㑩ㅹᚾ䃽䀁ゕ〥䀅ᶍ ㋅䀖 
ᛅ⛅ṭ⭪᠖㈁ゖ≲⛙〺㑩ㅹ䀅║ᾉᶢ⭕᠖㈝べឩ䀁ゕ㊾ᣙ㊪⌅
➝ញ䀅ᶍᛅ⛅ṭ⭪᠖ṭゖ≲⛙〺䄶 ㊾㛮 ㌙㤁㈁㑭㝂⭪䄒㊾ᣙ㊪⌅
㱞➝䀁ゕ〥䀅ᶍ ㋅䀖 
ᛅ⛅ṭ⭪᠖㈁ ゖ≲⛙〺 ㆭ䀅 ㋅ṭ㊪ ㉎㤁ṭ ⭱⌖᜵ ⯍⑦䀅ᶍ ㋅䀖 
ᯭᣵ㑩ᴽ ᢡ ゖ䀉 㶵ゖ≲⛙〺ㆭㅹ䄵 1$$#  1BSJT $PNNJUUFF PO
$BQBDJUZ#VJMEJOH べ⯅ᶝᶢ䀁ᣙ⌅䀁ォᶍ ㊾◡㋅䀖 
■ 향후 협상 쟁점
㶵ゖ≲⛙〺ㆭㅹ䄵ᴽ ᯭ⠩㯙 ᯭᣵ㑩 ᛅᯭ ㈺の ⶍⶅ䀅ᶍ
ᶢ⭕᠖㶵䂺㊾㈝⛅䅑䀁┝ゝ᜵ỉ㋅㛑㶵䂺㊾ᶢ⭕᠖㟆䄵べ⯅
ゖ≲⛙〺べឩ䀅㋅ṭ㊪㉎㤁␥⯍⑦䀁ᣙㆭ䀅⯡⠩⭕䀖㊾䀅ᶍ

역량배양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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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7.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주기적으로 점검하자
㶵䂺㊾ ᛅ❭ ᶢ⭕᠖㈁ ⭪㈝䀅 ゕ ញ⋍䀁ゕ ᚹ㠾s㊪ㇺ ᾚ㈁ 䀲Ẃឥ
㑩ㅹ㈁᭝ㅒべ㇉゙⯚⠩ゕ䀁ᴽᶩⶉ㊱㛑べᶩ䀅ᜩ㑆ᚾ䃽䀁ォᶍ

투명성(제13조)
ᣙ䅭❩䃽 䀲Ẃឥ 㑩ㅹべ ឩ⋑ễ ㊾➝␥ 㳕┮䀁᜵ ឞᛅ䀁ញ ㈥㊾ ᣙ㎩べ Ῑ∥
㹲ᚩ䀁ᴽ㈥⋑㈁㊱㛑␥㳕┮⯚ 5SBOTQBSFODZ 㝝∥ញ䀅ᶍパⶍᚩⵍᚹ㠾≲
㣊㊾ NFBTVSFNFOU 䀁ᴽ ᣙ㎩ ⯍㊾䀁ᭁ ➝ញ⯅␥ ㋅㡅 SFQPSUJOH 䀁ញ
ᢡ᭝ㅒᜩ㑆 WFSJGJDBUJPO 䀁ᴽᾚ㈁㈥⋑㈁䀲ㆭ .37 ᚩ㺕䀑ễᶍ
㶵䂺㊾㈁ 㳕┮⯚ 㝝ᴽ 㠅ⰵ ᯭ ᶑㆭ⌅ ㈝⎑そ㑭ᶍ ゖ≲㈝ ⠩㌚䀅
ᛅ⛅ṭ⭪᠖べ᜵ᴽᯭ㈝⭪㈁ᣙᚭ䁱ㅒ䀁ゕ㇉゙⯚⠩ゕ䀁ォᶍ
주요 내용

강화된 체계 ᶢ⭕᠖ᚾ䃽ễ㳕┮⯚㝝␥ⳁ⑦䀁ᣙ⌅䀒㈁䀁ォᶍ ㋅䀖 
㳕┮⯚㝝␥㈝䀲䀉ᛅ⛅ṭ⭪᠖㈁ゖ≲ញ⋍䀁ゕᢡᾍべ᜵ᴽ㇉゙⯚
⠩ゕ䀁ォᶍ ㋅䀖 
ᣙ㌝㈁㝝␥㱉ᶩ⌅㈝␥᷽ㅚ⛅㊭ⶅ㧅⭱⌅ㅝ㳕┮⯚㝝␥⑵ᾉᶍᛅ❭
ᶢ⭕᠖べᚭ⯖䀁ᭁᢡᾍ㑾✵䀉ᜬ╒㊪⌅䀁ᴽᜬ㈝ᵱ∥㈝䀲
㞲㑭䀁ᴽᜬ㈝そ〥䀅ᶍ ㋅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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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적용 ᚹ㠾ឥ ឩ⋑䀁ゕ⯅ᴽ パⶍᚩⵍ ⛙㡅ឥ 䈊ⳁべ ᶩ䀅 ㈡❍㱉
➝ញ⯅␥㎥ᣙ㊪⌅㋅㡅䀅ᶍ/%$ᶕ⯚ឥ㈝䀲㹲ᚩべ㿭ㄽ䀅㊾➝₹䀅
㎥ᣙ㊪⌅㋅㡅䀁ゕ〥䀅ᶍ ㋅䀖 
㊪ㇺべᶩ䀝⯅ṭ㊾➝␥㋅ឞ䀉ⳁ㈱㑩⑵㈁◝ᴽᵱᶍ ㋅䀖 㑩ㅹ
⠩◡べ⯅ ⯉㑭᠖ 㑩ㅹ ㋅ឞ䀅 ᭝ㅒ ➝ញ䀝〥 䀁㑩⑵ ᛅ⛅ṭ⭪᠖
ᚩᵎ䀁ᶍ┝ 㑩ㅹ ⛄ ᭝ゖべ ᶩ䀅 ㊾➝␥ ㋅ឞ䀅ᶍ ㋅䀖  ᚹ㠾
ㄡべᴽᛅ⛅ṭ⭪᠖㈁ゖ≲ញ⋍䀁ゕ㇉゙⯚⠩ゕ䀅ᜬ㈝ᶍ
향후 협상 쟁점
ᚾ䃽ễ 㳕┮⯚ 㝝␥ 㑩䁎䀁┝⯅ ᛅ⛅ṭ⭪᠖べ そᴹ ㊾ṭᣵ㑩 ㇉゙⯚
䁱ㅒ䀉ᜬ㈡㑩ᚩᰥ㈁㈁䀞ⶕ㈝ỉᜬ㈝ᶍᯭᣵ㑩㳕┮⯚べᶩ䀅ឞ㱞
㊱㛑 ᢅ㤂 㑩㤑㛭㮆䀁ᴽᜬṭ㎺ㄽ䀅ឥ㋅ᶍ
㶵䂺㊾ ║ᾉ ⠭〥べ ឞ㱞㊪㈡ 㳕┮⯚ 㝝␥ ㊪ㅒ䀁ញ㈹ 䀅ᶍ ᚹ㠾
㈝ㄡ㈁⠭〥べ㊪ㅒỉ㳕┮⯚㝝べᶩ䀅ᰥ㈁₹䀅᠕㝝䃽䀝〥䀅ᶍ

글로벌 이행점검(제14조)
ᛅ❭ ᠖ᚩ㈁ ㈝䀲⭪䄒 ㊹ᜩ䀁ᴽ ㋅㌙㈁ 㳕┮⯚ 㝝ラ ᶕ ㋅㌙
ᢩ⌅✵㈝䀲㊹ᜩ㊭㑩᠕㊪㛑ㅹ㈁㈝䀲⭪䄒ឞẂ⌅㊹ᜩ䀅ᶍ
■ 주요 내용
㶵䂺㊾ ᶢ⭕᠖㟆䄵ᴽ ╒㼅 ᶕ⯚ 䁎䀅 ᶢ⭕᠖ᾍ㈁ 㑭㊭ ឞẂ⌅
㹲ᚩ䀁ᣙㆭ䀁ゕ㶵䂺㊾㈝䀲㊾ᣙ㊪⌅㊹ᜩ䀅ᶍ ㋅䀖 

50

㶵䂺㊾ᶢ⭕᠖㟆䄵べ⯅ᶕ㊾䀁㑩⿳ᴽ䀅ᢩ⌅✵㈝䀲㊹ᜩᯭべ
㝁ㇵⶅ㈺䀁ញ ㈝䅭べᴽᯭ⑱ᶍⶍⶅ䀅ᶍ ㋅䀖 
ᢩ⌅✵㈝䀲㊹ᜩឥᴽᶢ⭕᠖べ⿵⋍ᶢ⭕᠖㈝ⵍⵍ⌅㊾䀅⛒ⶆ⌅
ᣙ䅭❩䃽䀲Ẃឥ㑩ㅹᚾ䃽䀁ញ᠖㋅䂺⋎₹䀅ᚾ䃽䀁ṭ⌆䀅ᶍ ㋅䀖 
■ 향후 협상 쟁점

ᢩ⌅✵㈝䀲㊹ᜩឥឩ⋑䀅⯡⠩㑩㤑ឥ⛒ⶆべᶩ䀅ᰥ㈁ᚩ㿭ㄽ䀁ᶍ

이행·준수 메커니즘(제15조)

■ 주요 내용
ᶢ⭕᠖㈝䂺㊾᭝ㅒ㈝䀲䀁ញ㎩ⳁ䀁ṭ⌆䀁ᣙㆭ䀁ゕㆭㅹ䄵␥⯍㤁䀅ᶍ
ㆭㅹ䄵ᴽ㳕┮䀁ញ⣭㊪ᶩ㊪㈝┙⣭㑾✵㊪⛒ⶆ⌅ㅝオềそ〥䀅ᶍ ㋅䀖 
㶵䂺㊾㈝ ⛅䅑ễ 䅭 ᛅ㠅ỉ ㋅㛑 㶵䂺㊾ ᶢ⭕᠖㟆䄵べ⯅ ㆭㅹ䄵␥
ㅝオ䀁ᣙㆭ䀅⛒ⶆឥ㊱㛑␥㛭㮆䀅ᶍ ㋅䀖 
■ 향후 협상 쟁점
ᛅ⛅ṭ⭪᠖べ ᶩ䀅 ⯉㑭᠖㈁ ㈝䀲ⳁᶑ 㑩ㅹ ㈝䀲s㎩ⳁ ⓽㦍ᵱ㑁べ
㺕䀑䀉㑩ᚩ 䁎䅭 䂺⭪㈁ ㎥ㄽ ㉪㊹㈝ᶍ ㆭㅹ䄵 ㊱㛑␥ ᛅⶅ䀁ᴽ ㄽឥ
ㆭㅹ䄵ᚩ㠅㌮㊪⌅㢑䀉㌙㤁べᶩ䀝⯅ṭᰥ㈁ᚩ㿭ㄽ䀁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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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투명성 체계
파리협정이 목표하는 강화된 투명성 메커니즘은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되어야 한다(제13조제3-4항, 결정문 99항). 따라서 향후 체계를
전망하려면 먼저 기존 투명성 체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교토의정서 체계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게 다른 투명성 체계가 적용
되었다.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 평가와 검토를 받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경험공유(FSV)’
라고 불리는 국제 평가와 검토도 선진국이 받은 것에 비하면 엄격하지 않았다.
교토의정서 MRV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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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진국

개발도상국

명칭

국제평가·검토
(IAR, InternationalAssessment
and Review)

국제협의·분석
(ICA, InternationalConsultation
and Analysis)

제출보고서

•국가 보고서
(NC, National Communication)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격년 보고서
(BR, Biennial Report)

•국가 보고서(NC)
•격년 갱신 보고서
(BUR, Biennial Updated Report)

의무여부

의무 사항

자발적 제출 장려

검토방법

•전문가 기술 검토
(Technical Review)
•다자 평가
(Multilateral Assessment)

•전문가 기술 분석
(Technical Assessment)
•경험공유
(FSV, Facilitative Sharing of Views)

파리협정의 구조
파리협정 주요 조항들의 관계
목표(제2조)
감축-적응-재원

REDD+
(제5조)

일반적 의무(제3조)

감축
(제4조)

적응
(제7조)

재원
(제9조)

국제 탄소시장
(제6조)

기술
(제10조)

손실과 피해
(제8조)

역량배양
(제11조)

투명성
(제13조)

이행점검을 위한 정보 제공
글로벌 이행점검 : 5년마다 장기 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 점검(제14조)
출처 Ecologic Institute. 2016. The Paris Agreement: Analysis, Assessment and Outlook 재구성

모든 당사국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3가지 목표(① 2℃ 목표/1.5℃ 목표 지향
② 적응 능력 향상 ③ 자금 흐름)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파리협정
특정 조항에 규정된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를 지고 있다(제3조).
당사국은 제4조 감축, 제7조 적응, 제9조 재원, 제10조 기술, 제11조 역량
배양, 제13조 투명성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약속(NDC)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각 조항에 따라 노력한다. 당사국의 노력은 통합하여 5년마다
평가된다(제14조 글로벌 이행점검).
국가들은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한다. 진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NDC는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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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주요 조항별 내용
파리협정은 신 기후체제에서 적용될 내용을 총 29개 조항에 담고 있다. 목표와
의무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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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까지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

3조(총칙)

진전원칙으로 각 분야에 대한 NDC 제출

4조(감축)

세계적으로 조속하게 배출정점 달성
5년마다 NDC 제출 의무 / 이행은 국내에 맡김

5조(REDD+)

산림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고 보전

6조(국제 탄소시장)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

7조(적응)

기후복원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응 능력을 배양

8조(손실과 피해)

기후변화로 발생한 손실과 피해 문제의 중요성

9조(재원)

선진국은 선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을 조성·제공하고
다른 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

10조(기술)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의 중요성 강조

11조(역량배양)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

13조(투명성)

감축·적응 행동 및 지원에 대하여 투명성 강화

14조(글로벌 이행점검)

5년 단위로, 세계적으로 이행을 점검

15조(이행·준수 메커니즘)

당사국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신 기후체제는 언제?
신 기후체제는 아직?
파리협정, 언제 발효될까?
신 기후체제로 가는 길

1. 신 기후체제는 아직?
᠖ᚩᾍᚭ㈁ネ≅䂺⭪ᬆべᯭㅽ㈥ 㶵䂺㊾㈝㛭㮆ềぱᶍᯭ
ㅽ㈥べᴽᴝㄾ6/➡⠩べ⯅㶵䂺㊾⯅┮ⶆṭᛅ㠅ềぱᶍ
⯅┮ⶆᶢ㈥べ⑵ᛅ᠖ ㈝⯅┮䀁ゕᶍ㈹㌙〦ゖ⭕⭪⯅┮ᛅ⛒㝔ᭉべ
ᚩ㉎⑷᠖ᚩᚩ⯅┮䀅㌙〦㈝ềぱᶍᛅ᠖ ⣭㎩ᣵ㑩ロ⍵䀁ゕᣙ䅭
❩䃽べ㊪ᢢ㊪⌅ᶩㇺ䀁⋍ᴽ᠖㋅⭕䄵㈁㈁㑩␥エ➥ⳁ㈱ぱᶍ

파리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환경부 장관

ᢡ⊕ᭁⶉᣙ䅭㝝㋅⌅ᾍそ⯅ᣙᣵ㑩ᴽ㑪ᚱᣡ㈝⑷㈝᭑㈱ᶍ

18) 그 전까지는 119개국이 서명한 해양법(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었다.
19) 이 날 비준한 15개국은 다음과 같다.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소말리아, 팔레스타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피지,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투발루, 몰디브, 세인트루시아, 모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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ㅙ⯉㶵䂺㊾㈝⛅䅑ềそ〥䀅ᶍṭ䀁ᛅ㊾◡㛭㮆ềញᯭ㈝㑩ᭅ㑩ᢱṭ
⛅䅑ề㑩╤䀁ញ㈱ᶍ㶵䂺㊾₹䀅㛭㮆ềぱᶍញ䀝⯅⛁ᾅⶅ⛅䅑ễᶍᴽ
➝㉎はᶍ
㶵䂺㊾㈁᭝ㅒṭ᠕㝝䃽䀁ゕ〥䀅ᶍ䂺⭪ⶅ䀅㈝ぱḁᯭ᭝べ䂺⭪
ᬆ᭝⋍ញᶢ⭕᠖ᾍ㈝⑷⠩⠭䅭ⰶ䂺⭪⌅ᯁᝥᣙ◡㈝ᶍ
㶵䂺㊾㈝⛅䅑ềញ᭝ㅒ㈝᠕㝝䃽ềᴽᜬ⑵⌅ᴽ⠩㌚䀁ᶍ䂺㊾㈁╒㼅␥
ᶕ⯚䀁ᣙㆭ䀝⯅ᴽ᠖ᚩᾍ㈝㶵䂺㊾べ⠩䀒䀁ᴽ⛒䁎⌅ⶍ㋅⌅䀲Ẃ
䀁ゕ〥䀅ᶍļ╒㼅 ᷽ᭁᚩļ╒㼅␥ᶕ⯚䀁⋍┝⤉␡ⶅ㈥᭝べ
パⶍᚩⵍ⛙㡅≲䄶ᣙ㊪⌅㎭ゕ〥䀅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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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협정, 언제 발효될까?
발효 요건
㶵䂺㊾⯡パⶍᚩⵍ⛙㡅≲㈁㈝⭪㛑㑩䀁ᴽᛅ㈝⭪㈁ᣙ䅭
❩䃽䂺〦ᶢ⭕᠖㈝⣭㎩䀁ᴽᭉ⌅⠩㯙㈥㈝䅭べ⛅䅑ễᶍㄽ㈝㡒㌚ề┝
ᯭ㈝ềᣙ㊭べ⛅䅑ỉⳁṭ㈱ᶍ
파리협정 발효 요건

55개

55%

당사국의
비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파리협정을 채택한
날,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에
관한 최신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다.
중국, 미국, EU의 배출량을 합하면 전체의
약 50%에 달한다. 이들이 비준한다면
파리협정이 2020년보다 일찍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EU 전체 배출량 비중 12.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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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국가명

비중(%)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브라질
캐나다
대한민국
멕시코

20.09
17.89
7.53
4.10
3.79
2.56
2.48
1.95
1.85
1.70
출처 UNFCCC 홈페이지

전망
᠙ⰵṭ⯅ᛅ⛅ṭ⭪᠖ㆭ㎥⌅ᛅ᠖⯅┮ⶆᶢ㈥べ⣭㎩ᣵ㑩ロ⍵䀁ォᶍ
⯅┮ⶆ㈝䅭⯡㈝Ⱑ 4FZDIFMMFT ឥᚩ㈝ᭁ (VZBOB ṭ㠽ᚩ⌅⣭㎩䀁ォᶍ
ᯭㅽ䂭㉕ ᛅ᠖㈝⣭㎩䀁ォញ㈝ᾍ㈁パⶍᚩⵍ⛙㡅≲㊭㝝㈁〦
べ䀝ᶢ䀅ᶍ⛅䅑ㄽ ⯡パⶍᚩⵍ⛙㡅≲㈁㈝⭪㛑㑩
䀁ᴽᛅ㈝⭪ᣙ䅭❩䃽䂺〦ᶢ⭕᠖㈁⣭㎩ 㡒㌚䀁ᣙべᴽ㑪⠩㌚䀁ᶍ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6년 5월 기준)

출처 UNFCCC 홈페이지

⚡᠖ ㎺᠖ 㤹ᭁᶍ 䃡㎥ ⓾ⶅ㧽 ␝䂑㶙ᭁ ᴝ㑱≅ᾅ ᰡ␝㆑㈝ 㿭㿩 
⛒ᢩ∥ḙⶅᾚ⭪ᶢⳁ᠖ᚩᾍ㈝フ䀝⿱⌅㶵䂺㊾⣭㎩䀁ᣙㆭ䀝ᰡ⋎
䀁ᝉᶍᴽ㈁⭕␥⛆䂽ᶍ
㈝⚡⣭㎩⑱㤅᠖ᚩラフ䀝⿱⌅⣭㎩䀉㈁⭕ᚩ㈱ᴽ᠖ᚩ㈁⛙㡅≲
⣭㎺䀒䀁┝べᶕ䀉ᜬ⌅➝㈡ᶍᯭ㈝ềᣙ㊭べ㶵䂺㊾㈝
⛅䅑ỉᚩᵎ⯚㈝⒍ㅙ᰻⭪䄒㈝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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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 기후체제로 가는 길
ᣙ䅭❩䃽䂺〦 ⭕◝㟆㉎ 㬕ⵍ㶙ᭁ
㿥᜵⊱㐱 $ISJTUJBOB'JHVFSFT ᯭ
ㅽ㈭ᣙ⑵⍵ ᴽᯭ⯡ᝦ㋅㺕⊥
ᶍ➝ⵍ㺕⊥ べ⯅Ĝ㋅㛑ᶢ⭕᠖㟆䄵ᴽ
⯚ឞ㊪㈝ぱ㑩⑵ ㈝ᴽ 㑪 ᭑ ㈱ᴽ
ᶍ␡ ⠩⠭➝ᶍᴽ  ⴕㅝ ⠩⠭㈝ぱᶍĝ
∥ញ㹲ᚩ䀁ォᶍ

크리스티나 피게레즈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㶵䂺㊾㈁⯡⠩⭕䀖㊾䀁᜵ỉ䅭ⰶ䂺⭪ឥⶍ㋅⌅㶵䂺㊾㈝䀲䀁ᴽ
ᜬ㈝᷽ㅚ㎺ㄽ䀁ញそ⋞ᶍᴽ⇤㈝ᶍ
㶵䂺㊾べ ឩ䀅 㵢❭㈺の⛁ "1"  䄵㈁ラ ᣙ䅭❩䃽䂺〦㈁ ㈝䀲⠩ⰶᣙ᠕
4#* 4VCTJEJBSZ#PEZGPS*NQMFNFOUBUJPO ឥ䀂ᣙⳉ㈹◡⠩ⰶᣙ᠕ 4#45" 
4VCTJEJBSZ#PEZGPS4DJFOUJGJDBOE5FDIOPMPHJDBM"EWJDF 䄵㈁べ⯅䅭ⰶ
䂺⭪㈝㑭䀲ỉケ㊾㈝ᶍ
㶵䂺㊾㈝⛅䅑ễ䅭ⶍ㋅㈝䀲䀁ゕ〥䀉⭕䀖ᾍ㈝䃾㊾ềᣙ◡べ䅭ⰶ
䂺⭪᷽ㅚ㤁ゝ䀉ᜬ㈝ᶍ᠖ᚩᚭ㤁ゝ䀅䂺⭪ᬆべ⯡⠩㑩㤑ឥᢅ㊾㈝䃾㊾
ề┝ⶉᣙ䅭㝝㋅ᴽ➝ᶍ⯉┮䀁᜵ᢡ║ⵞᾅ⊕᭥ᜬ㈝ᶍ

본(Bonn) 기후변화 회의
㋅㛑"1"䄵㈁ "1" ᚩᯭㅽṮ㈥➡ #POO べ⯅㋅㛑⠩ⰶᣙ᠕
䄵㈁ 4#* 4#45" ラ䀑ᦁᛅ㠅ềぱᶍᶢ⭕᠖ᾍᚹ㠾 ㊪ㇺ ㉕ㅹ ᣙⳉ
ᛅ⛅ឥ㈝㊭ 㳕┮⯚ ゖ≲⛙〺 ᠖㋅㭭ⰵⶅ㉎ᾚ㶵䂺㊾㈁║ᾉ⠭〥べ
ᶩ䀅⯡⠩㑩㤑ឥᢅ㊾べᶩ䀁ゕᰥ㈁䀁ォ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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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기후체제로 들어서고 있는 국제사회
㶵䂺㊾㈝㛭㮆ề┝⯅⯉㑭᠖ឥᛅ⛅ṭ⭪᠖║ỹᚩ㛡ゕ䀁ᴽⶉᣙ䅭㝝㋅␥
ㆭ䀅ᣙ⛁㈝⑱⋑ềぱᶍ㈝㋅᠖ᚩᾍⶍ㋅⌅㈝べ⠩䀒䀁ᴽ⛒䁎⌅ㅩ㑪
ゕ〥䀅ᶍ⯡វវべ⯅᠖㋅⭕䄵ᚩ㈝⚡ⶉᣙ䅭㝝㋅⌅ᾍそ⯅ញ㈱ᶍᴽ
㌙㑹㈝➝㈝ញ㈱ᶍ
■ 2015년 신설 발전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절반 이상 차지
6/&1 べῙ␝┝ ᯭ⭱⌖᜵㠽ᚩễ㉕⮆べ᮱㑩 ᶩᢅ║ⳁ⋎⛅㊭㋅ㄡ 
⛅㊭ㅒ≲(8 (JHB8BUU ⌅ᯭべ㠽ᚩễ㊭㝝⛅㊭ㅒ≲㈁␥
ᣙ⌆䀁ォᶍ㝁ㇵ⌅㊱⛁ᯁそ⯉ᜬ㈝ᶍ
㉕⮆べ᮱㑩 ⛅㊭ ᷾⠭べ ᯭ ㈝⭙䃽㭭ⰵ ⛙㡅≲ (U$0⑵㬥 ᚹ㠾
ᯭ⯡⛙㡅≲(U$0 䀉ⳁ㈱ぱḁᜬ⌅㠽㊾ễᶍ
■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사상 최고치 기록
ᯭ ⯡ ㉕⮆べ᮱㑩 㳕㈹《  ぞ ᶕ⊕⌅ ㌮㊭ 㠅ញ ᣙ⌆㈝ぱḁ
 ぞᶕ⊕ ᯭ ➝ᶍ㑆ᚩ䀁ォᶍ
䄁㇑❩䃽◡べᶕ⊕ᚩᝒ⌅㼅ⶅềᴽ㳕㈹ᢱ《㈝㎭そᾍញ⯆㇉ᾚ䃽⯆
゙⍵㈁ᚩᝒ㈝᭗⯅㉕⮆べ᮱㑩ᚩᚩᝒᝦ㉪⋎㣊┝べ⯅⠱䀅⭪䄒べ⯅
ᶕ⯚䀅ᣙ⌆㈝∥᷽ㅚ㬙㈁⚡␥㑩ᵵᶍ

20) UNEP. 2016.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Investmen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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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
ᯭㅽ㈥ Ṯ㈥㊭⋎ⳁㄽᚩ㊾㊹べᶕ䀅ネ䅭ⶅ␥㋅ㄡ䀁ញ㈁
ᶩ⠩⠭㈁㊭⋎ⳁㄽ␥㮅〺ឺឥ㼶⋎⌅㡒ᶢ䀁ォᶍ㺕␝㳕ᚱ䀅ᜡㇵ
᷽ᭁᚩㅽ㈥⠩㯙㈥ᣵ㑩◝⋍ⶅᚭẂ⿱ネ㑪㉕⮆べ᮱㑩⌅║ᾉ
㊭⋎ⳁㄽ␥㡒㌚ⶅ㭍ᴽḙべ⯚ឞ䀁ォᶍ
㈝⊕䀅 ⯚ឞ ㈝ ᠖ᚩᾍ㈝ ᢡ Ẃ⿱ ㉕⮆べ᮱㑩べ ㈭は㈝ 㳕㈹䀁ញ ㊭⋎
ឞᢲ⒆ឩ䀁ᴽᣙⳉᛅ⛅䀁ォᣙ◡べᚩᵎ䀁ォᶍ㈥㊾⠩⠭㵢㊾䀅
ᭉ⿑㌙᷾⠭㈝ᣙṭ䀁ォᶍ
■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산
㊭ᣙ㛑 䀁㈝⢵ᾅ㛑ᾚ㤅䄁ᝦ㈹Ẃ㛑ᴽᯭ⠩㯙ᯭᣵ㑩᭝゙
ᣙឩ㛑べ ⣭䀁ゕ ⛙  ゙㹲ᢉ  ⳁ㎩⌅ ⯚㉎䀁ォᶍ ⯡㊪⌅ 䄁ᝦ
ᢅ㋅ᚩ ᚾ䃽ềញ ᣙⳉᛅ⛅㈝ ᚩⰶ䃽ề┝ 㤅䄁ᝦ ㈹Ẃ㛑 ⶅ㉎ ᷽ㅚ 㦍㑱
ᜬ㈝ᶍ *&" ᠖㋅べ᮱㑩ᣙ᠕  ᾚべ Ῑ␝┝  ᯭべᴽ 㤅䄁ᝦ ㈹Ẃ㛑ᚩ
㊭⯡㈹Ẃ㛑ⶅ㉎㈁␥㛑㑩䀉ᜬ⌅㊭⒆ễᶍ
᠖㋅⭕䄵ᴽ㈝⚡⤉␡ⰶṭ⌅ⶉᣙ䅭㝝㋅⌅ᾍそ⯅ញ㈱ᶍ㶵䂺㊾㈝
⛅䅑ềញᢡ᭝ㅒ㈝᠕㝝䃽ề┝㈝⊕䀅㠽⯡ᴽ᷽ㅚ⤑∥㑱ᜬ㈝ᶍ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ㅙᭁ∥ᴽ ៹㱉㈁㊾⯅べ Ῑ␡ ᚹ㠾 ㈁◝ᚩ はᴽ ᠖ᚩ ㎺べ⯅ 㝁ㇵ⌅
ᯭ⠩㯙㊭᠖ᶑㆭ㈁⛙㡅ᠵ≁㋅␥ㅝオ䀁ញ㈱ᶍ᠖㋅⭕䄵べ⛅⒇
㠽そ⯉ṭ㊪⌅ᣙ䅭❩䃽◡㋅べᶩㇺ䀁ញⶉᣙ䅭㝝㋅␥⯚㉎㈁ᣙ䄵⌅䄅ㅒ
䀁ᣙㆭ䀁ゕ㎩⣭䀁ញ㈱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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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ㅙᭁ∥ᴽᯭᣵ㑩⛙㡅㊭⒆㤁 #"6 ᶩ⣭ᚹ㠾䀁ᝉᶍᴽ╒㼅␥
6/べ㋅㡅䀁ォᶍ 㕦㼅㛡㌙ ᯭㅽ㶵䂺㊾㈝㛭㮆ềញ㈝ᾕ䀝㈡
フ䀝㞱 ㊾⠩ᴽ㶵䂺㊾䅑ឥ㊪⌅㈝䀲䀁ᣙㆭ䀅䄶⑱⋑䀁ォᶍ
ᯭᚹ㠾╒㼅␥ᶕ⯚䀁ᣙㆭ䀁ゕ⌅ᾅ⒞⑱⋑䀁ᴽ㈺のṭ㑭䀲㎺㈝ᶍ
ㅙᭁ∥ᴽᯭᣵ㑩パⶍᚩⵍ␥ᚹ㠾䀁ᣙㆭ䀁ゕⶅ㉎㤅䃽㊪㈝ញ䂪ⶉ
㊪㈡ᣙⳉᣙ⛁⌅䀅ᚹ㠾ⳁᶑ㛧ញ㈱ᶍᣙ䅭❩䃽べᶩㇺ䀁ᴽ䄅Ẃ㈝
⭱⌅ㅝ⭙のឥ㈥㈹␥㛦㡅䀁ᴽᾚㅙᝦ㋅べṭㅩ㈝ỉⳁ㈱ṭ⌆䀉ᜬ
㈝ᶍ㊾㛮ᚭⶅ᮱㑩䅑ឥᚩ⛅⮆䀉ⳁ㈱ṭ⌆ឩ⋑㊾㛮ឥ㎺㉎ᣙ䄶ṭ
㝝㊪⌅㊾⣭䀉䄶㈝ᶍ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㶵䂺㊾║ᾉ᠖ᚩべ᜵ę㉎ᣙ㊩㭭ⰵ⛅㊭㊭≞Ěⳁ⑦䀁ゕᯭ
ᣵ㑩6/べ㋅㡅䀁ṭ⌆ㄽ㝖䀁ォᶍㅙᭁ∥ᴽ㊭≞ⳁ⑦㶵䂺㊾
㈝䀲䀁ᣙㆭ䀅㎥ㄽឥ㋅㎺䀁ᭁ⌅➝ញ㈝␥⑱⋑䀉㎩⣭␥䀁ញ㈱ᶍ
ˬ㊩㭭ⰵ ᰢ⭲⯚㉎ ᣙ➡✾˭㋅㌙べ Ῑ∥ ⳁ⑦ễ ᰢ⭲⯚㉎ ᠖ᚩ㊭≞
_ 㱉ᶩ⌅ᝦ㋅s⭕䄵s䄁ᝦᾚ║ᾉ⠭〥べ⯅㊩㭭ⰵ⭕䄵⌅㊭䄁
䀁ᣙㆭ䀅㊭≞⑱⋑䀉䄶㈝ᶍ㶵䂺㊾㈝䀲䀁⋍ᴽ᠖㋅⭕䄵㈁ᰡ⋎べ
Ẃ㛡䀁ញ ⶉᣙ䅭㝝㋅べ㎺㉎ᣙ㊪⌅ᶩ⣭䀉ᜬ㈝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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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후변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기후변화, 얼마나 알고 있나요?
Q1.

기후변화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나요?

ᣙ䅭ⶅⵍ㰅᠕⯚䀁ᴽᶩᣙ ◥ づㇵ ΅ ⮆◥ᾚ㈁ㄽⰵᚩ⚽᪵ᭁᢡ⊕䀅
ㄽⰵᾍᚭ㈁⭪䃡㈺ㅒ㈁ឥ⌅ᣙ䅭ᚩ❩䃽䀅ᶍ
ᣙ䅭ⶅⵍ㰅ㅩ㑪㈝ᴽㅹẂ⋎㈡㮅〺べ⯅ネᴽべ᮱㑩㈁〺ᯭ㎥ᣙ⌅
㌙ᢱ⿒❩䀅ᶍ⯅⯅䈱ㅩ㑪㈝ᴽ㑩᠕㈹㊭㠾₹䀅㮅〺べ⯅ネᴽべ᮱㑩㈁
⛙⠭❩䃽ⶅ㭑ᶍᶩᣙ㎺パⶍᚩⵍᚩ⑷㑩┝㑩᠕べ⯅ᭁᚩᴽべ᮱㑩ᚩ
㎭そᾍ᜵ễᶍ
䃽⭙㈝ 㺖⛅䀉  ᭁネᴽ ㈺ ㈮㈹㈡ べそ⌅㌡  べ᮱㑩␥ 䈊ⳁ䀁ᭁ
⛁⭕䀅ᶍᶩᣙ㎺㈁べそ⌅㌡〺㈝❩䀁┝᠕㈁᠕⯚㈝⚽᪵そ᠕㈝㮅〺
べ᮱㑩␥づ⑱ᭁ⛁⭕䀁ᴽ㑩べオ䁎⚡㤅ᶍ
ᢡㄡべṭ㈡ᚭ䄅Ẃ㈝ᶩᣙ㈁᠕⯚ឥ㑩㼅┝べ❩䃽␥㈥㧅ᣙ䅭␥❩䀁᜵
䀉ⳁṭ㈱ᶍ
기후변화의 원인
대기권, 수권, 빙설권, 지권, 생물권 등의 내부적 변동이나
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내적 요인
자연적
요인

지구의 공전 궤도, 자전축 주기 운동, 대기 중의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양의 변화, 지표면 상태의 변화 등

인위적
요인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및 에어로졸 양의 변화, 과도한
토지 사용이나 산림 파괴 등으로 지표면 상태 변화 등

외적 요인

21)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의 작은 입자. 태양으로부터 오고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반사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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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후변화가 정말 인간 활동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㈡ᚭ䄅Ẃ㈝ᣙ䅭❩䃽べ⚡㤅オ䁎⭝㹝➝ᣙㆭ䀁ゕ㈹゙㊪ㄽ㈡⑵㌝㉕䀁ᴽ
ᝦㅙラ㈡ㆭ㊪ㄽ㈡ᣵ㑩㺕䀑䀁ᴽᝦㅙᚪᚪそ᜵ᣙ䅭␥❩䃽ⶅ㭍ᴽ㑩␥
㦝㾑㯙ⶅ♕⊱㈝Ⰱ䀁ゕⶍ㋅ឩ㣊ễឥラ⣭៹䀁ォᶍ

인간 활동 및 자연적 요인이 기후변화에 관측치에 미치는 영향 (1951-2010)

관측된 변화
온실가스
다른 인위적 요인
인위적 요인의 합계
자연-내적 요인
자연-외적 요인

-0.50

.0

(℃)

0.51

.0

출처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㈡ㆭ㊪ パⶍᚩⵍ ⛙㡅⌅ ㈡䀅 オ䁎 㦝㾑㯙 ⶅ♕⊱㈝Ⰱ䀁┝ 㑩᠕ パṭᚩ
_ļ 㞱⌆⭲ ㊾ṭ⭪ⵢ䀁ᴽᜬ⌅ᭁ㭩ᭅᶍᣙ㭩㈡ㆭ㊪ㄽ㈡
ᰡ∩⭲ ⌅㈡䀅パṭᚹⰵ䅑ឥᣵ㑩ញ⋍䀅㈡ㆭ㊪ㄽ㈡䀒 ㎥䄒⭲ ᴽ
_ļ㊾ṭᶍឩ㣊ễパṭ⭪ⵢ ᜩ㊾⭲ ឥ㈁ᛂឥᶍ
ᯭ⠩㯙ᯭ⭕㈝べឩ㣊ễパṭ⭪ⵢ㈁㊱⛁㈝⭪パⶍᚩⵍ⛙㡅
㑆ᚩᾚ㈡ᚭ䄅Ẃ◡㈥ᚩᵎ⯚㈝⒍ㅙ᰻ᶍញ➥ⳁ㈱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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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 비교

출처 IPCC. 2013 . Climate Chan ge 201 3: The Physical Science Basis.

ᯭ⠩㯙ᯭᣵ㑩㈁パṭ❩䃽␥㈹゙㊪ㄽ㈡⑵ញ⋍䀁ゕⶅ♕⊱㈝Ⰱ䀅
ឥ ⠲⭲⯉ឥ㶵∩⭲⯉ ラⶍ㋅⌅ឩ㣊ễパṭ❩䃽 ᜩ⭲⯉ ᴽロ㊭䈱
ᶍ␝ᶍ ㄥ㕦ㆭ ᢡ⊕ᭁ㈡ㆭ㊪ㄽ㈡ṭ㺕䀑䀁┝ⶅ♕⊱㈝Ⰱឥⶍ㋅⌅ឩ㣊ễ
ឥᚩ㇉⭕䀅║ⵞ➝㈡ᶍ ㄥ㕦≁ 
ᯭ⠩㯙ᯭᣵ㑩ᚪ㑩ゖ㈁パṭ❩䃽␥ⶅ♕⊱㈝Ⰱ䀅ឥラⶍ㋅⌅
ឩ㣊䀅 ឥ␥ ⣭៹䀝 ➝、ᶍ ㈹゙㊪ ㄽ㈡⑵ ញ⋍䀅 ᝦㅙべᴽ ļ ㈝⭪
パṭᚩ⭪ⵢ䀅㑩ゖ㛧➝ᣙ䉁ᾍᶍ ネ␡㕦ㆭ 
ᢡ⊕ᭁⶍ㋅⌅ᴽ⑷㑩ゖべ⯅ļ㈝⭪パṭᚩ⭪ⵢ䀁ォᶍ ネ␡㕦ᚩㅝḙ 
㈡ㆭ㊪ㄽ㈡ṭ㺕䀑䀁ゕⶅ♕⊱㈝Ⰱ䀅ឥ◥ ネ␡㕦≁ ⶍ㋅⌅ឩ㣊ễ
パṭ⭪ⵢឥ㇉⭕䀁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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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아무 것도 안 하면 기후는 어떻게 되나요?

*1$$ᴽ㋅㛑➝ញ⯅べ⯅ᴽ㈡␁ᚩᣙ䅭❩䃽べそ᜵ᶩㇺ䀁ᴽ㑩べῙ∥
ᶕ∥㑱ⳁ㈱ᴽ⚡≁⭪ᚩ㑩⌅ᭁᲭそ㋅ⶅ䀁ォᶍ
RCP 시나리오
구분

설명

RCP 2.6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RCP 4.5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 6.0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 8.5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없이 배출되는 경우

パⶍᚩⵍᴽ 㒐᜵ᴽ ᯭ ㊾ṭ  ᣡ᜵ᴽ  ᯭ㈝ ᯁṭ⌆ ᶩᣙ ㎺べ ᭑
ᣙ䅭❩䃽べ オ䁎 ⚡㤅ᶍ ᶢ㉎ パⶍᚩⵍ␥ ㊭䂩 ⛙㡅䀁㑩 ⿳ᴽᶍញ 䀝ṭ
ᣙ䅭❩䃽ᚩថ⚽⌅⓱㠽ᴽᜬᵱᶍᢡ⊰ᣙ◡べᚹ㠾ᰡ⋎䁎䅭ᯭ
Ẃ⿱べᴽᣙ䅭❩䃽べ㬙㛑㈝␥ᚩ㋡ネ㑩╤䀅ᶍᢡ⊰㑩⑵㉎ᣙ㊪⌅ᴽ
㬙㛑㈝␥ᚩ㋡フⳁ㈱ᴽᜬ⌅ᭁ㭩᭕ᶍ
㈡␁ᚩ 㑩ᢱ➝ᶍ ᷽ ᰡ⋎䀁㑩 ⿳ᴽᶍ┝ ㈡᠕ラ ᝦ㋅ 䄅Ẃ㈝ 㑆ᚩ䀁┝⯅
㈡ㆭ㊪㈡㈝⭙䃽㭭ⰵ⛙㡅≲₹䀅ⰶ㑆ᚩ䀉ᜬ㈝ᶍᯭ㈝ề┝ᶩᣙ
㎺㈁ パⶍᚩⵍ ᰶṭ ㈝⭙䃽㭭ⰵ⭪ᶢ≲ ᣙ㎩ ᚩ QQN ⠭䃶⭲ オゖឥ
䄵⭲オゖ ᯁそ⯍㑩ṭ║␡ᶍ
㠅㈁ᝦㅙべᴽ QQN 䄵⭲オゖ ᯁそ⯍ⳁṭ㈱ᶍᯭべ㠽㊾䀅
ᚻ㈡QQN➝ᶍ⛙㈝⭪㑆ᚩ䀉ⳁṭ㈱ᴽᜬ㈝ᶍ

22)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대표농도경로)의 약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인구 규모, 경제 활동,
에너지 사용, 토지 이용 방식, 기술과 기후 정책 등에 좌우된다. RCP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2100년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한다.
23) parts per million. 100만분의 1. 1ppm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0.0001%다.

68

연간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200
대기 중 CO2 농도
>1000

연간 배출량(GtCO2/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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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20
53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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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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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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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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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출처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㠽ᚩ㊪㈡ᰡ⋎㈝はᶍ┝ᯭ㑩᠕㈁パṭᴽ⭙の䃽㈝㊭べ⣭䀝⯅ļ
べ⯅ļ 䄵⭲㭩ㅹ ᣵ㑩⭪ⵢ䀉㑩ṭ║␡ᶍ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온난화의 관계

1861~1880년 대비 온도 변화(℃)

5
4

추가 노력
없는 경우

7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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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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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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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이후 누적 인위적 CO2 배출량(GtCO2)
출처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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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기후변화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나요?

≁ 㼅ᴽ 㑩᠕ 㹲ᢉ パṭᚩ ⭙の䃽 ㈝㊭ ⳁ㎩べ ⣭䀝 ļ ⭪ⵢ䀉 ⑱ᶍ
そ⁉䀅䂭⭪㈝⛅⮆䀉ⳁ㈱ᴽ㑩⠭〥❭⌅ᭁᲭそ㊾䀅ᜬ㈝ᶍ
온도
상승

물
5천만 명의
물 공급 위협

음식
온대 지역에서
곡물 생산이
약간 상승

1℃

2℃

몇몇 지역에서는 열대 지역에서
물 사용 가능성이 곡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
20-30%
감소 가능성

건강

토지

환경
적어도 10%의
육상생물이
멸종 위기

최소 30만 명이
기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
(설사, 말라리아,
영양실조 등)

영구동토가 녹아
캐나다와 러시아
등의 지역에서
건물과 도로 파괴

아프리카에서
4-6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노출

15-40%의
매해 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물 멸종 위기
해안침수 겪음

급격한 변화
대서양의
열 염분 순환이
약해지기 시작

80%의 산호가
표백

그린란드 빙상이
녹기 시작하여
해수면 상승,
최종적으로
7m까지 상승

북극곰 등 북극
생물 멸종 위기
남유럽에서는
1억 5천-5억5천만 1-3백만 이상의
10년마다
이상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극심한 가뭄 발생 굶주릴 위험
영상실조로 사망
3℃

10-40억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농산물 생산량
물 부족으로 고통 정점 도달

매해 최대
20-50%의
1억 7천만 명 까지 생물 멸종 위기
해안침수 겪음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몬순 등
대기 순환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위험 상승

서남극 빙상의
붕괴 위험 상승

4℃

5℃

5℃
이상

남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에서
물 사용 가능성
30-50%
감소 가능성

아프리카에서
농산물 생산량
15-35% 감소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져서 중국과
인도의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해양 산성화가
계속되어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

아프리카에서
8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노출

매해 최대
3억 명까지
해안침수 겪음

해수면 상승이
군소도서국과
저지대(플로리다),
그리고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위협

북극 툰트라
절반 정도 상실
절반 이상의
자연보호구역
이제 기능 상실

대서양의
열 염분 순환이
완전히 붕괴될
위험 상승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5℃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온도
상승은 지난 시기(age)와 오늘날의 온도 상승과 동등한 수준이며 엄청난 혼란과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지만 지금 모델로는 인간의 경험을 벗어난 수준의 온도 상승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출처 Stern, Nicholas. 2006. 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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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제5차 종합 평가보고서(2014) 주요 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
• 기온과 해수면 상승, 빙하·해빙 감소 등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관측되고
있으며 지구의 평균 온도(1880~2012년)는 지난 133년 간 0.85℃ 증가함.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며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78%가 화석 연료 연소 및 산업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기인함.
[기후변화 영향, 적응 및 취약성]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지금 추세대로라면 21세기 말에
이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2.6~4.8℃ 정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45~82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2℃ 이내로 유지하려면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약 2,900GtCO 2 이내로 제한되어야 함. 2011년
까지 이미 약 1,900GtCO 2가 배출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약 1,000GtCO 2
이내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어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자연과 인간 시스템에 대하여 4가지 주요한 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①
②
③
④

폭염, 홍수 등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
극한 기후로 인한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기능 훼손
식량과 물 부족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훼손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 적응과 감축은 상호 보완적인 전략으로, 적응은 현재와 단기 위험을 줄여
주고 감축은 장기 영향을 줄여줌.
• 2023년까지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으면 2100년에 2℃ 이내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효과는 정책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감축과
적응을 다른 사회적 목표와 연계할 때 효과가 배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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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영·국문본 안내

■ 파리협정 영문본

파리협정

결정문

파리협정은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부속되어 있으므로 총회 결정문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10a01.pdf) 부속서
에서 파리협정을 찾아볼 수 있다.
파리협정만 별도로 보고 싶다면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게재된 파리협정
링크 (http://unfccc.int/files/essential_background/convention/
application/pdf/english_paris_agreement.pdf)에서 볼 수 있다.
■ 파리협정 국문본
파리협정 국문본은 2016년 5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비준 절차를 거쳐
관보에 공포되면 비로소 국문본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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