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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2009년부터 G20, APEC 등 국가들이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

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한 이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화석연료보조금의 개

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가 국제적 문제로 등장한 것

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악화로 화석연료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G20 국가들의 상당수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에너지의 생산

과 소비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석연료의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보조

금은 경제성이 없어서 그 자체로는 생산되지 못할 화석연료까지 지하에서 채굴되어 낭비적인 소

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성을 낳는다.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화석연료를 쉽게 소비하며 배출되는 

CO2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되고 대기오염의 더욱 악화되어 환경오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

협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정치적 약속보다는 좀 더 규범성이 있는 국제법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12는 명시적으로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화할 것을 목적으

로 정하고 있다. UNFCCC하의 파리협정을 통해서도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자발적으로 강제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WTO의 SCM협정은 화석연료보조금의 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EU-싱가폴 FTA는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문제를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도 가지고 있어서, 특
히 WTO/SCM협정의 개정을 통해 화석연료보조금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국제

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국제법에 속하는 이들 영역에서의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 및 폐지를 

위해 제안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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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Ⅰ. 문제의 소재

2018년 8월 이코노미스트는 뜨거워진 지구에서 그리스와 스웨덴, 미국 캘리포니

아 등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산불(wildfires)1)과 폭염으로 지구가 불타고 

있다고 전하면서, “세계는 기후변화전쟁에서 지고 있다”2)는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지적했다.3) 최악폭염으로 우리나라도 한 낮 기온이 40℃를 넘고 밤의 최저기온

이 30℃가 넘는 초열대야현상이 나타나며 열돔에 갖힌 ‘불덩이’가 되어 있다.4) 그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름은 더운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2018년 전 세

계에 나타난 폭염이 만들어낸 현상은 이제 기후변화가 확실히 당장의 현실적인 문

제이며 그 악영향이 얼마나 가혹할지를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기후변화는 산업혁명이래 인간 활동의 근본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해 왔

1) John Vidal, “Fire, Fire Everywhere: The 2018 Global Wildfire Season is Already 
Disastrous,” Huffpost, 28 July 2018, accessed on 4 August 2018, 
https://www.huffingtonpost.com/entry/fire-fire-everywhere-the-2018-global-wildfire-season-is-
already-disastrous_us_5b5a1271e4b0de86f494ed28 

2) The Economist, “The World is losing the war against climate change”, 2 August 2018, 
accessed on 4 August 2018,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8/08/02/the-world-is-losing-the-war-against-climate-ch
ange

3) 물론 과거에 선진국이 화석연료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방출해온 역사적 책임은 
언급함이 없이,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수요증가로 인해 화석연료에너지원의 사용이 증
가하고 있는 현재 모습만 지적하고 있다.

4) 배민욱, ‘불덩이 한반도의 경고’..온실가스 안 줄이면 길고 독한 폭염 일상화, 뉴시스, 
2018.08.05. accessed on 5 August 2018, https://news.v.daum.net/v/2018080505300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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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을 위해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대표적인 

지구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이들 화석연료 사용

의 부산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폭염, 폭한, 가뭄, 홍수, 

미세먼지, 스모그 등을 유발하여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그래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는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산업화이전수준에서 2℃이하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억제･유지할 것

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에

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명목하에 화석연료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정부보

조금을 제공해왔다. 정부의 보조금을 제공받은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는 상대적

으로 싼 값으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어서 더 쉽게 더 많은 CO2와 대기오염물질

이 배출되어 왔다.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화석연료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제공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폭염과 폭한의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대기

오염 또한 심각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단축하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

어지고 있다. 특히 탄소집중도가 높아서 연소시 CO2 배출량이 많고, 더러운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의 생산에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기후변

화에 맞서 싸우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

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부의 62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부유한 일곱 

개의 선진국인 G7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지원하는데 연간 최소 1000억 달러를 제

공하고 있다.5) 2009년 G20 국가들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6)하겠다고 선언했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화

석연료보조금은 재생에너지보조금보다 더 많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도 2008년 이후 신설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7) G20 국가 

5) ODI, “Are the G7 on track to phase out fossil fuel subsidies by 2025?,” June 2018, 
accessed on 5 August 2018, 
https://www.odi.org/opinion/10482-are-g7-track-phase-out-fossil-fuel-subsidies-2025

6) G-20 Leaders. Leaders’ statement: The Pittsburgh Summit, Pittsburgh, PA, 24–25 
September 2009, para. 24.

7) Joojin Kim and Soyoung Lee, “Financing Dirty Energy: How Korean Pubic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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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에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멀어

져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계속해

서 약속해 왔다. 그러나 국가들의 뿌리깊은 화석연료 의존성으로 인해 쉽게 이 약

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문제의 긴급성에 비추어 국제사회

에서는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방안이 논

의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의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논의를 살펴본다. 

우선 화석연료보조금의 문제를 다룰 때의 선결문제로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공통

된 개념정의 부재의 문제를 언급한다. 그리고 화석연료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을 

통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화석연료보조금 폐지약속을 개

괄하고 그 이행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정치적 약속이 갖

는 한계로 인하여 국제법적 규범의 틀 속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을 개혁할 것이 논의

되고 있는데 UNFCCC/파리협정하의 화석연료보조금 문제와 WTO/SCM 협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협정)하의 화석연료보

조금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화석연료보조금의 선결문제 및 폐지 필요성

1. 화석연료와 기후변화의 상관성

(1) 화석연료의 연소와 부산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부산물로 발생하는 지구온실가

스와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발생한다. 수백만 년에 걸쳐 식물과 동물의 유기물이 

압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부패하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던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

Institutions Support Coal Power,” Solution for Our Climate, January 2018.
8) OCI, “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Oil 

Change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U.S., Sierra Club, WWF European Policy 
Office, July 2017,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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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화석연료는 화학적으로 보면 주로 탄소와 수소, 황, 질소, 산소 그리고 미

네랄 물질 같은 요소로 구성된 탄화수소이다.9) 이들 요소의 구성과 비율은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에 따라 다르지만 요소는 동일하다. 이러한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 일차오염원으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또는 탄화수소가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PM)로 PM10 및 PM2.5와 암모니아도 발생한다.10)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부산물들 중 몇 가지 중요한 물질들의 영향을 이하에서 살

펴보면,11) 이 중 이산화탄소(CO2)는 인간의 건강을 직접 해치는 오염물질은 아니

지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다. 일산화탄소(CO)는 연료속의 

탄소를 완전히 연소시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 높은 수준의 일산화탄소는 독성

을 가질 수 있어 건강한 개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상승

하면 시각장애, 낮은 학습능력, 손놀림 감소, 복잡한 작업수행 어려움 등이 발생하

는데, 심혈관질환자에게 가장 위험하다. 아황산가스(SO2)는 단기 노출시 호흡곤란, 

가슴조이는 것 또는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이고, 장기 노출시 기존 심혈관질환의 악

화, 호흡기질환 및 폐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질소산화물(NOx)은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지민수준의 오존과 미세먼지를 형성하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유먼지 입자인 PM10은 천식과 기관지 염증 같은 

호흡기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고, 폐로 들어가 수많은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인 PM2.5는 심장질환 및 폐렴 등의 

폐질환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유발한다.12)

화석연료 중 탄소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석탄이고, 다음으로 석유 그리고 천

연가스가 그 뒤를 잇는다. 

(2) 기후변화의 가속화

산업화시대 이후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기후체계에 인위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

9) Robert Curley ed., Fossil Fuels-Energy: Past, Present, and Future, Britannica Education 
Publishing, 2012, p. xi.

10) Products of Combustion, accessed on 8 August 2018, https://www.e-education.psu.edu/ege
e102/node/1951

11)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Primary Pollutants, assessed on 8 August 2018, 
https://www.e-education.psu.edu/egee102/node/1952

12) Yu-Fei Xing, et al., “The Impact of PM2.5 on the human respiratory system,” Journal 
of Thoracic Disease, 8(1),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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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백하다.13)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많은 활동이 지구의 대기온도를 높이는 온

실가스를 발생시키지만 이 중에서도 ‘화석연료에너지의 사용’이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원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시대 이전인 1800년대 중반의 

대기 중 CO2 농도는 약 288ppm 수준이었는데, 2016년의 대기 중 CO2의 평균농

도는 403ppm으로 약 40% 증가했고, 최근 10년간에는 매년 2%씩 증가해왔다.14) 

그리고 2014년 전 세계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은 에너지부문이 

68%를 차지했고,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90%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CO2였

다.15) 전 세계에 걸쳐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1971년 

화석연료에너지에 의존하던 비율이 86%였던 것에서 2015년 82%로 거의 변화가 

없다.16) 이것은 사실 OECD의 선진국에서는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증가

하면서 석탄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non-OECD 국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석

탄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국

가와 중국에서는 석탄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도와 non-OECD 아시

아 국가,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에서는 석탄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

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17)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특히 인도의 경우는 2016년 574Mtce18)에서 2040년 

1228Mtce로 석탄의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9)

산업화시대가 시작된 1850년대부터 지구평균기온은 점점 상승하여 2015년 처음

으로 1℃상승을 넘어섰다.20) 그리고 2018년 7월의 대기 중 평균 CO2는 

13) IPCC,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15.

14)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7, p. xi.
15) Ibid, CH4는 9%, N2O는 1%에 해당했다.
16) Ibid, p. xii and xiii, 2015년 전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을 TPES로 보면 석유 32%, 석탄 

28%, 가스 21%, 기타 19%인데(기타는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폐기물, 
지열, 조류(tide)를 포함), 연료별 CO2 배출량을 보면, 석유 34%, 석탄 45%, 가스 20%, 
기타 1%의 비율을 차지한다.

17) Anna Mikulska and Michael D. Maher, “Energy Over the Next 20 Years: It’s Not All 
About the US,” Rice University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Issue Brief, 15 June 
2018, pp. 3-4. 

18) Million Tonnes of Coal Equivalent의 약자.
19) IEA, World Energy Outlook 2017, November 2017, pp. 210-211.
20) Ed Hawkins et al., “Estimating Changes in Global Temperature since the Preindustrial 

Period,” Bull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September 2017, p.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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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1ppm이었다.21)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제시한 기후변화로 파국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중 평

균 CO2 농도 수준, 즉 “안정화된 지구(stabilized Earth)”를 유지할 한계농도는 

450ppm 시나리오다.22) 2100년까지 대기 중 CO2 농도를 450ppm 또는 그 보다 낮

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시대이전보다 2℃이하 상승으로 억제

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18년의 지구의 폭염현상은 안정화된 

지구를 위한 2℃이하 상승 시나리오가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과학자들은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의 1.5℃~ 2℃ 이하로의 지구평균기온 상승억제라

는 목표를 충족할지라도 이미 지구는 “고온실 지구(Hothouse Earth)”의 경로로 돌

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3)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돌

이킬 수 없는 경로로 지구를 내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소비에서 석탄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여 탄소배출량은 2017년 1.6% 

증가했다.

화석연료에너지의 사용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경

로로 지구를 내몰고 있다. 특히 석탄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

은 단일의 가장 중요한 탄소고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일단 건

설되어 가동되면 수명이 수십 년에 이르고 그동안 계속해서 석탄을 사용하여 CO2

를 배출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

당한 기간 동안 상당량의 CO2 배출이 있을 것이고, 탄소포집저장기술 등 다른 방

법으로 발생한 CO2를 제거하지 않는 한 기후변화를 가속시킬 CO2가 계속 대기 

중에 방출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24)

(3)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인간건강･생명위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를 산업생산, 에

너지발전, 수송 등을 위해서 연소시키면 온실가스인 CO2외에 질소산화물, 황산화

21) Earth’s CO2, accessed on 11 August 2018, https://www.co2.earth/
22) IPCC,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 p. 20.
23) Will Steffen et al., “Trajectories of the Earth System in the Anthropocene,” PNAS, 6 Au

gust 2018, accessed on 8 August 2018, http://www.pnas.org/content/early/2018/08/07/1810
141115

24) UNEP, The Emissions Gap Report 2017: A UN Environment Synthesis Report, p. 38.



∣8∣　환경법과 정책 제21권(2018.9.30)

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도 발생한다. 이들 대기오염물질

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탄은 가장 오염이 심한 화석연료로 도시지역에서는 

더욱 치명적인 스모그를 일으키고, PM2.5의 미세먼지, 수은 그리고 석탄연기의 다

이옥신 등은 수일(days)에서 수주(weeks)까지 존속하면서 바람을 타고 1,000km이상 

이동하여 국경을 넘어간다.25) PM2.5 같은 오염물질이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

문에 지역을 넘어 전체 인구가 석탄발전을 통한 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석탄발전을 하는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PM2.5와 오존인데, 둘 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서 인간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유발한다. 

화석연료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폐기능을 손상시키며 기관지문제, 

뇌졸중, 심장마비 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조기사망으로 이어지게 한다. 매년 대

기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감염, 뇌졸중, 심장마비, 폐암, 만성폐질환 등이 발

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의 사람들이 조기에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사망자의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뜻한다.26) 특히 실외환경의 

대기오염(ambient air pollution)을 구성하는 PM10과 PM2.5, 오존, 이산화질소

(NO2), 이산화황(SO2)의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42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한다.27)

이처럼 화석연료의 연소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다양하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

는데,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것이 화석연료의 채굴과 같은 생산에 대

한 보조금이든 석유가격의 조절과 같은 소비에 대한 보조금이든 인위적으로 가격

을 낮추어서 과소비를 부추긴다. 

25) Yanumula Bala Rami Reddy et al., “Determination of Respirable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non Repairable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and total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in Piduguralla Industrial Area India,”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of 
Environment Sciences, Vol.4(6), 1-5, June 2015, p. 2.

26) WHO, 7million premature deaths annually linked to air pollution, accessed on 11 August 
2018, http://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14/air-pollution/enHealth and Environ
ment Alliance(HEAL), “Hidden Price Tags: How ending fossil fuel subsidies would bene
fit our health,” 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 July 2017, p. 11, accessed on 11 Aug
ust 2018, https://www.env-health.org/IMG/pdf/healthandenvironmentalliance_hidden_price_ta
gs_report.pdf

27) WHO, Ambient air pollution: Health impacts, accessed on 11 August 2018, 
http://www.who.int/airpollution/ambient/health-impact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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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석연료보조금의 공통개념 부재 및 분류의 문제

(1) 화석연료보조금의 공통개념의 부재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말이다. 화석연료보조금이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들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생산과 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기생산과 관련

하여 제공되는 보조금도 화석연료보조금과 연결된다. 그런데 화석연료보조금의 문

제를 다룰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개념, 범위, 그리고 측정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어떤 종류의 화석연료보조금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정

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화석연료보조금의 국제적 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들 문

제를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석연료보조금을 계산하는 국제기구나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 화석연료보

조금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공통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석연료보조금은 규

정하는 개념범위에 따라 포섭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마다 제공하는 화

석연료보조금의 추정액이 달라지고, 글로벌 추정액에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게 된

다. 예를 들어 영국은 화석연료보조금을 “국제시장수준이하로 소비자에게 세금 전 

가격을 낮추는 정부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영국은 화석연료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취한다.28) 이 개념정의는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측면 보조금을 의미하

고, 생산측면의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측면의 보조금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화석연료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영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에 재정지원을 하여도 영국정부는 그 산업부문의 평소보다 높은 세

금비율을 낮추는 것일 뿐 영국의 화석연료보조금개념에 맞는 화석연료보조금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우대를 통한 화석연료의 생산측면 

보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9) 

28) UK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to Freedom of Information Re
quest, 17 August 2015, “The UK defines fossil fuel subsidies as government action that 
lowers the pre-tax price to consumers to below international market levels.” accessed on 
12 August 201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455512/FOI_2015_15038_PUB.pdf
영국의 법령에 있는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념정의가 아니라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
부에 화석연료보조금의 개념을 문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한 것이다.

29) United States‒Progress Report on Fossil Fuel Subsidies, accessed on 12 August 2018, 
https://www.treasury.gov/open/Documents/USA%20FFSR%20progress%20report%20to%20G
20%202014%20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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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보조금을 계산하는 여러 국제기구들도 각자 자신들의 개념과 방식을 정

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35개 OECD 국가와 BRICS 국가, 인도네시아, 아

르헨티나 그리고 콜롬비아를 포함하여 43개의 국가를 포괄하는 OECD는 화석연료

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혜택이나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직접적인 예

산이전과 세금지출을 모두 포함한다.30) OECD는 화석연료를 지원하거나 특혜를 제

공하는데,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 및 제도를 기반으로 한 1000여 이상의 정책 인벤

토리(policy inventory)접근방식으로 일반적인 보조금 개념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여 화석연료보조금을 추정한다.31) 특히 OECD는 “보조금”에 포함되거나 포

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보조금이라는 개념보다 화석연료의 상대적인 

가격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지원(support)”이라

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32) 

40여개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IEA의 경우 “에너지보조금은 주로 에너

지부문에서 에너지생산비용을 낮추고 에너지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높이거나 에너

지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부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다.33) 그런데 IEA는 국내에너지가격을 국제시장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인 가격격

차(price gap)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참고가격(reference prices)보다 낮은 화석

연료에 대한 최종소비자가격을 판단한다.34) 가격차이만을 계산해서 이를 보조금이

30) OECD, OECD Companion to the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2018, 
OECD Publishing, Paris, p. 12, accessed on 21 August 2018, http://dx.doi.org/10.1787/9
789264286061-en 

31) OECD, OECD Companion to the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2015, 
OECD Publishing, Paris, p. 9, accessed on 21 August 2018, http://dx.doi.org/10.1787/978
9264239616-en

32) Ibid, p. 26.
33) IEA, World Energy Outlook 1999: Looking at Energy Subsidies: Getting the Rice Right, 

1999, p. 43
34) IEA의 가격격차방법론(price gap methodology)은 특정상품의 참고가격과 실제소매가격

(최종사용가격)간의 차이이다. 순 수입국의 경우 참고가격은 수입동등 가격(import parity 
price: 품질차이에 맞게 조정된 가장 가까운 국제허브에서 상품가격+수입국가에 대한 화
물 및 보험비용+내부유통 및 마케팅 비용 및 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하고, 순 수출국의 
경우 참고가격은 수출동등 가격(export parity price:품질차이에 맞게 조정된 가장 가까운 
국제허브에서 제품가격-수출국가에 대한 화물 및 보험비용+내부유통 및 마케팅 비용 및 
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한다. 발전부문으로 화석연료투입에 대한 보조금을 평가하기 위
한 전기참고가격은 각 국가의 연평균비용가격에 기초하면서 각 발전옵션의 출력수준에 
따라 가중하고 있다. 전기참고가격은 화석연료참고가격, 연평균 연료효율성, 송전, 배전 
그리고 기타 비용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IEA, World Energy Outlook 2010, p.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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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칭하는 이런 IEA의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접근방식은 대부분 소비자보조금

만을 포함하고 생산자가 낮은 가격으로 화석연료를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보상하

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189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IMF는 처음으로 외

부효과(externalities)를 포함한 에너지보조금을 추정했다. 소비자보조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기준가격(benchmark price) 이하인 경우에 발생한다. 세전 소비자보

조금(pre-tax consumer subsidies)는 기준가격이 공급비용으로 책정되고, 세후 소비

자보조금(post-tax consumer subsidies)는 기준가격이 공급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한 피구세와 세입목적에 기여하는 소비세를 더한 값으로 책정된

다. 생산자보조금은 생산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익성을 높이는 직접지원

이나 간접지원을 받은 경우에 존재한다. 소비자가격이 공급비용뿐만 아니라 환경피

해를 반영한 세금 그리고 정부세입을 올리기 위해 모든 소비재에 적용되는 부가세

를 더한 금액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세금공제 후 에너지보조금(post-tax energy 

subsidies)이라는 광의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5) 그리고 IMF는 생산자보조

금 및 소비자보조금과 함께 환경비용, 소위 경제학자들이 “외부효과(externalities)”

라고 부르는 것을 반영한 에너지세인 “피구세(Pigouvian tax)”36)를 포함하여 추정

했다. 화석연료의 소비는 실외 대기오염, 차량의 연료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비용, CO2 배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외적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포함한 것이

다. IMF 보고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

을 보조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의 효과 때문에 사회가 지는 모든 재정부담이 포함된다.

G20 국가들의 화석연료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는 ODI와 OCI는 WTO/SCM 협정

상의 보조금 개념을 사용하여 ① 직접지출 및 세금우대를 통해 제공되는 국내보조

금(national subsidies), ② 국영기업(SOEs)의 투자, 그리고 ③ 정부소유 은행 및 금

융기관으로부터의 공적금융(public finance)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화석연료생산보

조금을 식별하고 있다.37) WTO의 보조금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35) David Coady et al., “IMF Working Paper: How Large Are Global Energy Subsidies?,” 
WP/15/105, 2015, p. 1, 이 작업보고서는 IMF의 공식입장이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입장
임을 밝히고 있으나 IMF의 보조금개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36) Ibid, p. 7.
37) Elizabeth Bast et al., “Empty Promises: G20 subsidies to Oil, Gas and Coal producti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ODI) & Oil Change International(OCI), November 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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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vailing Measures; SCM 협정)상 보조금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2018년 8월 

현재 164개 회원국(members)에게 받아들여진 합의된 보조금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SCM 협정상 보조금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상품에 대해 “회원국의 영토 내에

서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②재정적 기여가 있고 ③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8) 따라서 WTO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상품인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기

여가 있고, 이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화석연료보조금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WTO/SCM 협정상 보조금개념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은 WTO 

회원국의 보조금 통지수준이 낮아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직접보조금 이외의 

간접보조금은 추정하기 어렵고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이다.

둘째, 화석연료보조금은 분류에 있어서도 여러 관점과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 

가장 크게는 화석연료의 생산 및 공급측면에 제공되는 생산보조금과 소비 및 수요

측면에 제공되는 소비보조금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화석연료의 

탐사와 생산, 화석연료기반의 전력생산, 화석연료의 소비 등의 활동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에너지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밖에 국내적･지역적･국제적 범위, 무역효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기도 한

다. 특히 효율성 기준은 2009년 G20 국가들이 정상회의에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39)를 약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과 “비효율적

인” 화석연료보조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시켰다.

셋째, 화석연료보조금을 WTO 회원국이 제공하는 경우, 이를 WTO에 통보하여

야 한다. 이는 WTO 회원국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투명성문제에 속한다. 기본적인 

보조금 통지요건은 SCM 협정 제25.2조 및 GATT 1994 제16.1조에 규정되어 있다. 

SCM 협정은 일반적으로 ① 보조금, ② 상계조치에 관한 당국/절차/법률, ③ 상계

조치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협정에 규정된 특정한 보조금을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WTO 회원국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제공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제2조 의미의 특정성이 있는 모든 보조금을 통지해야 한다.40) 이 규정에 포함되지 

38) SCM Agreement, Article 1.1
39) G-20 Leaders. Leaders’ statement: The Pittsburgh Summit, Pittsburgh, PA, 24–25 

September 2009, para. 24.
40) SCM Agreement, Article 25.2, “Members shall notify any subsidy as def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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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은 SCM협정 제3조의 금지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구체적 기업, 산업 또는 지역으로 제한되는 특정적인 보조금이 아닌 비특

정적인 보조금으로 WTO에 통지할 의무에서 제외된다. GATT 제16.1조는 직접 또

는 간접으로 무역효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보조금을 특정성과 상관없이 통지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41) 이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특정성이 있거나 특정성이 없어

도 무역효과에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모두 WTO에 통

보해야 한다. 그런데 WTO/SCM 협정하의 보조금 통보규정의 준수비율이 낮다.42) 

이런 낮은 투명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고, 회원국들이 보조금제공

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보조금의 존재를 전체적으로 명

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화석

연료보조금에 대하여 WTO/SCM협정 합치성 여부에 관한 분쟁을 제소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제로 재생에너지보조금과 관련된 WTO 분쟁사건은 많이 있지만, 화석

연료보조금에 관한 분쟁사건은 현재까지 단 한건도 제기된 바 없다.43)

(2) 화석연료의 소비보조금과 생산보조금

화석연료보조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보조금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나 

전기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해서 소비자에게 에너지의 가격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

다. 이것은 운송비용을 낮춘다거나 빈곤층에게 전기료를 보전해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 보조금이 세제혜택 등으로 석유와 같은 상품에 직접 

제공되는 경우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에게 부가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

paragraph 1 of Article 1, which is 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granted or 
maintained within their territories.”

41) GATT 1994, Article 16.1, “If any contracting party grants or maintains any subsidy, 
including any form of income or price support, which operates directly or indirectly to 
increase exports of any product from, or to reduce imports of any product into, its 
territory, it shall notify the CONTRACTING PARTIES in writing of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subsidization, of the estimated effect of the subsidization on the quantity 
of the affected product or products imported into or exported from its territory and of 
the circumstances making the subsidization necessary. ...”

42) WTO, Annual Report 2018, p. 68.
43) Dirk De Bievre et al., “No iceberg in sight: on the absence of WTO disputes 

challenging fossil fuels subsidies,”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 Politics, Law 
and Economics, Volume 17, Issue 3, June 2017, pp. 4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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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동안 화석연료보조금개혁은 소비자보조금을 없애는데 집중되어 있었

다. 그런데 소비자보조금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조금 개

혁문제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IEA는 가격차이를 이용한 

소비보조금을 주로 다루는데, 2016년 글로벌 화석연료소비보조금의 금액이 2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44)

에너지 이중가격(energy dual pricing)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독점적인 국영무

역기업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자원을 수출시장가격과 비교하여 국내시장에서 상

당히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관행이다. 국가가 에너지 이중가격정책을 유지하

는 이유는 자신의 국내에너지소비자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집중산업

에 낮은 비용의 연료투입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

비아와 같은 OPEC 국가들이 지난 수십년간 이중가격정책을 이용해온 국가들이다. 

이중가격은 화석연료에너지의 국내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

므로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는 글로벌시장가격보다 낮은 값싼 화석연료연소를 

부추기고 청정에너지형태로의 전환을 해치게 된다. 

다음으로, 생산(자)보조금은 생산자가 맨 처음 자원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덜 들

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보조금은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자원개발에 대

한 세금으로 더 낮은 비율의 이익요구, 화석연료생산에 특별히 제공된 공적금융,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 등을 포함한다. 생산자보조금은 화석연료에너지자원을 채굴

하여 발생하는 부를 정부의 비용으로 생산사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런 보조금은 글로벌 가격에 관한 특정한 생산보조금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

워서 IEA가 사용하는 가격차이방법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OECD의 

생산보조금에 대한 인벤토리접근방식은 화석연료지원에 대해 제공된 총액을 엄격

하게 정량화하려고 하지 않지만 가능한 OECD 국가에 대해 가능한 모두 포함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같은 1차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구분하는 경계는 1차 생산자의 유정

(wellhead)이나 광산(mine)과 같은 재산범위에서 구분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활동은 모두 소비로 본다.45) 화석연료소비보조금은 최종소비에서 사용된 화석연료

에 대한 보조금과 전력생산에 대한 화석연료투입에 관한 보조금으로 구성된다.46)

44) IEA, Energy Subsidies, accessed on 26 August 2018, https://www.iea.org/statistics/resourc
es/energysubsidies/

45) OECD, Analysis of the Scope of Energy Subsidies and Suggestions for the G-20 
Initiative, IEA, IPEC, OECD, World Bank Joint Report, 16 June 201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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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소비보조금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운송부분, 비즈니스 및 산업부문, 가정, 

그리고 농업부문에서의 화석연료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금감면, 세금우대, 세금면제, 

예산지원, 세금환급 등이 있다.47) 

화석연료생산은 채굴장소에의 접근, 탐사 및 평가, 개발, 화석연료의 채굴 및 준

비, 발전소 및 정유소로의 운반, 정유소의 건설과 운영, 연료상품의 유통, 폐로 그

리고 운영이후 비용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화석연료의 각 단계에서 직접지출 

및 세금우대를 통해 광범위한 정부지원조치가 개입된다.48) 생산측면에서 가장 시

장을 왜곡하는 형태는 생산자가격을 지원하는 것인데, 1990년대 중반까지 유럽에

서는 국내 석탄생산자와 전기시설사이에서 전력회사가 세계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

격으로 국내석탄을 구매하도록 강제했었다.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수입원유에 대

해 낮은 관세 또는 제로관세를 부과한다. 

화석연료생산과 관련된 세금소비와 관련하여 매장량 감소 또는 자본 감가상각에 

근거한 법인세 감면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화석연료생

산자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49) 화석연료생산에 대한 정부

개입의 또 다른 영역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이다.50)

화석연료생산보조금은 석탄채굴, 석유 및 가스의 생산, 그리고 화석연료를 기반

으로 한 전기의 생산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지원, 국영기업의 투자, 가격지지, 

정부보증보험, 생산관련 노동자의 조기퇴직지불금, 탐사기업에 대한 양허대출, 세금

공제, 재정지원, 정부규제가격, 세금 및 로열티 면제, 정부대출, 세금우대 등이 있

다.51) 2013년부터 2014년까지 G20 국가가 화석연료 생산자에게 제공한 보조금은 

4440억 달러였는데,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출이나 세금우대조치의 생산지원금이 

700억 달러, 국영기업의 투자지출이 2860억 달러, 그리고 공적금융이 880억 달러

였다.52)

46) Ibid, p. 15.
47) ODI, Phase-out 2020: monitoring Europe’s fossil fuel subsidies, September 2017, p. 20.
48) IISD, “Zombie Energy: Climate Benefits of ending subsidies to fossil fuel production,” 

February 2017, p. 4.
49) OECD, Analysis of the Scope of Energy Subsidies and Suggestions for the G-20 

Initiative, IEA, IPEC, OECD, World Bank Joint Report, 16 June 2010, p. 20.
50) Ibid, p. 21.
51) ODI, Phase-out 2020: monitoring Europe’s fossil fuel subsidies, September 2017, p. 20.
52) Elizabeth Bast et al., “Empty Promises: G20 subsidies to Oil, Gas and Coal producti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ODI) & Oil Change International(OCI), November 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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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석연료보조금 폐지의 현실적 요청

경제이론에 따르면 보조금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추어 자원의 비효율적이니 할

당과 사용을 부추겨서 경제와 사회에 매우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에 무거운 손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화석연료보조금의 경우에는 특히 

경제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화석연료보조금은 정부예산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재정에 영향을 준다. 뿐만아니라 시장과 사회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정부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 정부가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

게 되면 높은 공공부채, 높은 세금부담, 그리고 건강･교육･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

공지출이 혼잡되어 경제성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재정적인 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53) 또한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기회비용은 다른 생산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든다.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하면 깨끗한 물, 위생 그리고 전기에 대한 보

편적 접근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54) 

한정된 재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각 국의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그

리고 청정에너지 기반시설에 필요한 투자를 할 여력을 잃게 된다. 화석연료에 보

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어렵고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만든다. 2020년까지 탄소집약적인 에너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여, 탄

소집약적인 에너지체계로 투자가 흘러가면, 화석연료의존성과 탄소배출량은 고정되

고(locked-in), 저탄소에너지체계로 전환하려면 2035년까지 4배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한다.55)

둘째, 화석연료보조금은 기후변화를 가속한다. 화석연료생산보조금은 화석연료를 

낭비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IPCC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상승이 2℃이하로 

억제되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매장량의 최소 3/4이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

어야 한다. 화석연료생산보조금을 전 세계적으로 제거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를 생산해내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최대 37Gt CO2의 지구온실가스배출

53) David Coady et al., “IMF Working Paper: How Large Are Global Energy Subsidies?,” 
WP/15/105, 2015, p. 4,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www.imf.org/external/pubs/ft/
wp/2015/wp15105.pdf

54) Michael Jakob et al., “Development Incentives for Fossil Fuel Subsidy Reform,” Nature 
Climate Change, Vol 5, August 2015, p. 710.

55) IISD, “Zombie Energy: Climate Benefits of ending subsidies to fossil fuel production,” F
ebruary 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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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56) 37Gt CO2는 2017년부터 2050년에 걸쳐 항공부문으

로부터 발생할 배출량이고, 미국과 노르웨이에서 모든 석유매장지를 연소시킴으로

써 발생하는 배출량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배출되는 CO2의 양에 해당한

다.

셋째, 보조금을 받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되고 대기오염이 악

화되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G20 국가들이 

2013년부터 2014년에 화석연료 생산기업에게 44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했는데,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비용은 이 금액의 최소 6배인 2조 7천 6백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되었다.57) 이처럼 석유, 가스 그리고 석탄의 화석연료에 보

조금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질병, 조기사망 그리고 기후변화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화석연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그 자체로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생산에 제공되

는 보조금은 더욱 폐지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생산보조금은 고탄소에너지시스템을 잠그고(locking in)하고 매장되어 있

는 탄소/비가연성의 탄소(unburnable carbon)의 자물쇠를 열어 드러내 풀리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상당하게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58) 화석연료생산에 보조금을 지급

하면 화석연료생산에 비효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를 장려하고 비효율적으로 높

은 수준으로 화석연료채굴이 일어나게 만든다. 보조금을 받아서 화석연료생산량이 

비효율적으로 증가하면, 최종 소비자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비효율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값싼 화석연료에너지로 인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대체에너지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고 관심을 훼손할 수 있

다. 이처럼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탄소배출에 부정적인 

가격(negative price)으로 기능하고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더욱 부추긴다.59) 이

렇게 일단 화석연료 생산보조금으로 인해 탄소집중적인 화석연료에 탄소고정이 발

생하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만든다. 그리고 

정부보조금이 없다면 경제성이 없어서 생산되지 못할 화석연료가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생산되는 “좀비에너지(zombie energy)”를 양산하게 된다.60) 좀비에너지는 정

56) Ibid, p. vi.
57) 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HEAL), “Hidden Price Tags: How ending fossil fuel 

subsidies would benefit our health,” 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 July 2017.
58) IISD, “Zombie Energy: Climate Benefits of ending subsidies to fossil fuel production,” 

February 2017, p. 4. 
59) Ib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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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공적자금이 인위적으로 생성된 사적이익을 유지하는데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Ⅲ .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약속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은 

2009년 9월 25일 G20 국가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였다. 당시 미국 피츠버그에 모여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주도된 성명서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은 낭비적인 소

비를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여 기후변화대처

를 위한 노력을 훼손한다고 하면서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

료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1) 화석

연료보조금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

는 G20국가들이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질 조치를 위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었다.62) APEC 지도자들도 2009년 11월 싱가폴에 모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낭

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63)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는 G20의 주요 의제가 되어 2010년 G20 에너지장관들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이 없다고 결론 내려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일본, 사

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영국을 제외한 13개 국가가 선별된 화석

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이행전략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고,64) 정상회담

60) Ibid, p. 7.
61) G-20 Leaders. Leaders’ statement: The Pittsburgh Summit, Pittsburgh, PA, 24–25 

September 2009. “We commit to rationalize and phase out over the medium term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62) Juliet Eilperin,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 G20 Leaders Agree to Phase Out Fossil F
uel Subsidies, 25 September 2009,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www.washingtonp
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9/25/AR2009092502453.html

63) APEC, 2009 Leaders' Declaration, Singapore, 14 November 2009,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s://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09/2009_aelm

64) Global Subsidies Initiative (GSI), “Delivering on G-20 commitments: The path to fossil-f
uel subsidy reform,” October 2010, p. 2,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www.iisd.org/gsi/sites/default/files/pb9_pat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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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다시 확인했다.65) G20 이외의 국가들인 

Non-G20 국가들도 2010년 6월 ‘화석연료보조금개혁을 위한 친구들(Friends of 

Fossil Fuel Subsidy Reform; FFFSR)’이라는 비공식단체를 결성한 후 화석연료보조

금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적극적

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66) 

2012년 G20 정상들은 재무장관들에게 자발적인 동료평가(voluntary peer review)

절차를 위한 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5년 이 방법론이 마련되었다.67) 

2013년 G20 재무장관들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

을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동료평가를 위한 검토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8) 그리고 2013년 12월 미국과 중국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보조금 폐지를 위한 자발적인 동료평가를 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G20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중국의 동료평가가 2016년 이루어졌고,69) 독일과 멕시코의 

동료평가가 2017년 이루어졌다.70)

G20국가들은 2009년 이래 계속해서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재확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는 신속히 이행되고 

65) The G20 Seoul Summit, Leaders’ Declaration, 11-12 November 2010, p. 14.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www.g20.utoronto.ca/2010/g20seoul.pdf

66) Friends of Fossil Fuel Subsidy Reform,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fffsr.org/, 현
재, 이 단체의 회원국은  코스타리카, 덴마크, 에티오피아,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우루과이이다. 이들은 G20, APEC, OECD, World Bank, 
UNFCCC, 그리고 UN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67) Methodology for G-20 Voluntary Peer Reviews on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g20chn.org/English
/Documents/PastPresidency/201512/P020151228453233373904.pdf

68) University of Toronto G20 Information Centre, “G20 Meeting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 July 2013,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www.g20.ut
oronto.ca/2013/2013-0720-finance.html

69) G20, China’s efforts to phase out and rationalise its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A 
report on the G20 peer review of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in China, 5 September 2016; G20, The United States’ efforts to phase out 
and rationalise its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A report on the G20 peer review of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5 September 2016.

70) G20, Germany’s effort to phase out and rationalise its fossil-fuel subsidies: A report on 
the G20 peer review of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in Germany, 15 November 2017; G20, Mexico’s effort to phase out and 
rationalise its fossil-fuel subsidies: A report on the G20 peer review of inefficient 
fossil-fuel subsidies that encourage wasteful consumption in Mexico, 15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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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어서 2015년 4월 FFFSR은 G20, APEC, non-G20 등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

료보조금을 합리화하고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완화에 대해 

가장 크게 기여할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실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

해야 했다.71) 2016년 G7 회담에 모인 정상들은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2025년

까지 실천할 것을 선언하였다.72) 2017년 G7 에너지장관회의에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의 시한을 2025년까지로 재확인하고, 2025년까지 모든 나라가 낭비적인 소비

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하도록 장려했다.73) 2017년 7월 

G20 정상회의74) 그리고 2018년 6월 G20 에너지장관회의도 여전히 계속해서 낭비

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약속을 계속 이행

할 것을 확인하였다.75)

2. 약속이행 현황

2018년 발간된 OECD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화석연

료보조금이 최소 3730억 달러에서 6170억 달러의 범위에서 제공되었으며, 2015년 

전 세계의 화석연료보조금으로 최소 3730억 달러가 제공되었다고 밝혔다.76) 이 보

고서는 IEA와 OECD가 공동으로 추정한 것인데 글로벌 CO2 배출량의 94%에 책

임이 있는 전 세계의 7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IEA는 화석연료에 대

한 소비보조금만을 다루고 OECD는 화석연료지원조치인벤토리를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지원정책을 모두 다룬다. 이 보고서는 2014년에 제공된 

5510억 달러보다는 상당히 감소된 추정액이지만 모든 화석연료보조금이 다 포함된 

71) FFFSR, Fossil-Fuel Subsidy Reform Communiqué,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fffsr.org/communique/

72) G7 Ise-Shima leaders' declaration, G7 Ise-Shima Summit, 26-27 May 2016, accessed on 
16 August 2018,http://www.g8.utoronto.ca/summit/2016shima/ise-shima-declaration-en.pdf

73) G7 Rome Energy Ministerial Meeting, Energy Security: from Rome 2014 to Rome 2017, 
Rome, 9-10 April 2017,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www.g7italy.it/sites/default/fil
es/documents/energy_chairs_summary.pdf

74) G20 Hamburg Climate and Energy Action Plan for Growth, 8 July 2017, Hamburg, acce
ssed on 16 August 2018, http://www.g20.utoronto.ca/2017/2017-g20-climate-and-energy-en.
pdf

75) G20 Energy Ministers Communiqué, 15 June 2018, Bariloche, Argentina, accessed on 16 
August 2018, http://www.g20.utoronto.ca/2018/2018-06-15-energy_communique.html

76) OECD Companion to the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2018, OECD 
Publishing, Paris, 2018, pp.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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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화석연료보조금이 여전히 상당히 적게 추산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3730억 달러는 석유에 대해서 2545억 달러, 천연가스에 대

해서 1044억 달러, 그리고 석탄에 대해 137억 달러가 제공된 것이다.77)

미국의 환경 NGO인 Oil Change International (OCI) 과 영국의 싱크탱크인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ODI)는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G20 국가의 정

부가 화석연료생산자에게 제공한 보조금은 4440억 달러였다고 밝히고, 이 금액은 

2013년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거의 4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78) 국영기업(SOEs)에 의한 화석연료생산투자가 많은 

G20 국가에서 화석연료생산보조금의 주요원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화석

연료생산에서 국영기업의 투자는 국내 및 해외에서 모두 광범위하게 있었고 다른 

G20 국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79)

OCI 등의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G20 국가에서 매년 평균 718억 달

러, 3년간 총 2153억 달러가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public finance)으로 지급되

었다고 밝혔다.80)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을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는 일본으로 

매년 평균 165억 달러를, 다음으로 중국이 135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

은 매년 89억 달러를 지급하여 3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미국이 60억 달러를 지급

했다. 연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총 718억 달러의 1/6이 석탄으로 지급되었

고, 나머지 84%는 석유와 가스에게 돌아갔다. 

2018년 11월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6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

아,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의 G7 국가들의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사항을 점검한 보

고서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2015년과 2016년에 매년 최소 1000

억 달러의 보조금을 석유, 가스 그리고 석탄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국내 및 50여개 이상의 해외국가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81) 이 최소 1000억 달러 

77) Ibid, p. 23.
78) Elizabeth Bast et al., “Empty Promises: G20 subsidies to Oil, Gas and Coal producti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ODI) & Oil Change International(OCI), November 2015, 
p. 11.

79) Ibid, p. 12
80) OCI, “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Oil 

Change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U.S., Sierra Club, WWF European Policy 
Office, July 2017, p. 14.

81) Shelagh Whitley et al., “G7 fossil fuel subsidy scorecard: Tracking the phase-out of 
fiscal support and public finance for oil, gas and coal,” ODI, NRDC, IISD and OCI, 
June 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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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액은 직접소비 및 세금우대를 통한 “금융지원”으로 810억 달러 그리고 “공적

금융”으로 200억 달러 제공으로 구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석연료소비보조금은 

주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제공된다고 생각하지만, 총 금융지원의 64%(운송

에 260억 달러, 산업에 90억 달러, 주거에 110억 달러 그리고 기타 50억 달러)가 

G7 국가에서 화석연료사용에 대해 직접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82)

3. 소결

2009년 이래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G20 국가들이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

지를 계속해서 약속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 국가는 여전히 많

은 정부보조금을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에 제공하고 있다. 물론 산업혁명이래 

200여년에 걸쳐 인간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G20 국가들이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해 상호간 ‘동료평가’를 통해 자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화석연료보조금을 줄이거

나 폐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고는 있다. 그러나 핵폭탄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기 2분 30초전이라는 경고83)와 ‘고온실 지구(hot house Earth)’의 경

로로 진입할 갈림길에 와 있다는 경고가 제시되는 현재의 상황은 기후변화의 문제

가 긴급히 대응해야 할 당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책임있는 국가들

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빨

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약속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국가들의 정치

적 약속을 국제법적 규범력하에서 이행될 수 있을 국제법 영역들을 살펴본다. 우

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하의 화석연료보조금 개

혁을 살펴보고, UNFCCC/파리협정하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유

도할 수 있는 방안들과 WTO/SCM 협정하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을 개혁할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EU-싱가폴 FTA의 내용을 간단히 검토

한다.

82) Ibid, p. 6.
83) John Mecklin, “It is two and a half minutes to midnight”, 2017 Doomsday Clock 

Statement, Science and Security Board,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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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에 대한 국제법의 한계 및 가능성

1.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다루고 있다. SDGs는 2030년까지 모든 

형태와 모든 차원의 빈곤을 없애고,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의 차원에서 지속가능

한 발전을 하기 위해 17개의 발전목표와 169개의 달성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84) 

17개의 SDGs 중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은 여러 목표들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 

SDG 1 빈곤척결(no poverty)은 화석연료보조금이 더 부유한 가정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화석연료보조금을 개혁할 때는 

에너지약자에 대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SDG 3 양호한 건강과 복지(good health and well-being)는 대기오염으로 전 세

계의 인구 수백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화석연료보조금을 없애

고 화석연료에너지의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면 글로벌 대기오염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85)

SDG 5 성 평등(gender equality)은 여성이 화석연료보조금으로부터 직접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의 여성일수록 화

석연료소비보조금으로부터의 직접혜택을 더욱 향유하지 못한다.86)

SDG 7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청정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는 화석

연료보조금이 새로운 저탄소기술의 활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정부

가 화석연료보조금을 많이 제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기술에 투자할 여

력이 줄어들게 되어 이들 저탄소기술을 활용한 적당한 가격의 청정에너지를 이용

할 가능성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SDG 13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가 상당한 CO2배출

량 감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SDG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은 화석

84) UNG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85) Yuliia Oharenki et al., “Energy Subsidy Refo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6 June 2018.

86) IISD, “Gender and Fossil Fuel Subsidy Reform: Current status of research,” GSI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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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에너지원의 사용과 경제성장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과 관련성

이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화석연료에너지소비의 관계를 분리하는 과정이 발생되

어야 한다.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화석연료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2030 아젠다는 SDG 12의 c에서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필요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영향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

식으로 그들의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과세제도를 조정하고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해로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적 상황에 따라 시장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87) 이에 대한 지표

(indicator)는 국내총생산(생산 및 소비)의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의 금액 그리고 화

석연료에 관한 총 국내지출의 비율88)을 사용한다. 이러한 내용이 G7, G20, APEC 

그리고 화석연료보조금개혁친구들의 성명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2. UNFCCC/파리협정

(1) 파리협정의 법규범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은 법규범성을 가진 국제조약이다. 파리협정의 체결당시, 2015년 

합의 결과의 법적 형식(legal form)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파리협정은 1969년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국제조약이다. 따라서 많은 국제환경조약이 그렇듯이 파

리협정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ness)이 있고, 구체적인 조항들의 법

적 구속력여부는 주제와 규정하고 있는 내용, 언어표현, 명확성과 구체성 정도, 법체

계내의 책임성과 이행강제성 메커니즘의 존재여부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결정

된다.89) 

물론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주로 취했던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

87) UNG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88) UNSTATS,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7/2), 2017, p. 30.

89) Daniel Bodansky et al.,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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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별 국가에게 일정한 국제법적 의무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

방법(bottom-up approach)을 주로 취하면서 협정 당사자가 각기 지구평균기온상승 

2℃이하 억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자발적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하도록 틀이 짜여졌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

한 개별 당사자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에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UNFCCC 및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탄소가격책정 등

의 방법론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축을 화석연료에너지의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의 소비측면 보조금을 폐지하여 수요를 줄이

는데 집중했던 정책은 화석연료의 채굴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투자는 사회, 정치, 제도 및 경제적으로 고정되어 2000년부터 2014년 사

이에 세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투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즉 화석연료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값싸게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화석연료 소비보조금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저

탄소에너지사회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UNFCCC 및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속에서 화석연료소비보조금의 폐지정책이 

중심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파리협정은 UNFCCC의 197개 당사자 중에서 2018년 

8월 현재 180개의 당사자가 비준90)하고 있고, WTO 협정과는 달리 석유, 석탄, 천

연가스의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국제

적 법원(legal source)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파리협정이 “화석연료” 및 “화

석연료보조금”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리협정을 이행

하는 과정에서 소비보조금을 폐지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화석

연료의 생산과 공급측면에서 화석연료생산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 및 폐지하도

록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강제방안들을 이하에서 살펴본다.

(2) 파리협정하의 화석연료보조금 개혁방안

파리협정의 당사자는 자발적기여공약(NDCs), 금융흐름(finance flows), 기후금융

(climate finance),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장기 저배출전략(long-term 

90) Paris Agreement-Status of Ratification, accessed on 26 August 2018, https://unfccc.int/pro
cess/the-paris-agreement/status-of-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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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emission strategy), 교육 및 공중인식(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등의 메

커니즘을 통해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91) 이를 좀 더 부연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파리협정의 당사자는 매 5년마다 자신의 자발적기여공약을 제출해야 한

다.92) 파리협정의 당사자는 이미 2015년에 자발적기여공약(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93)를 제출한 바 있고, 차기 NDCs는 2020년에 제

출한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NDCs에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생산

의 단계적 폐지 목표, 화석연료공급에서 투자제한공약, 화석연료생산자에 대한 보

조금제거 약속 등의 개혁전략, 새로운 화석연료탐사에 대한 중단, 화석연료생산관

련 노동자와 화석연료의존적인 공동체에 대한 전환계획과 같은 목표를 지원할 정

책 등을 명시할 수 있다.94) 화석연료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인도는 

자국의 NDC에 국내에서 채굴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석탄에 대하여 석탄세(coal 

cess)부과, 보조금 삭감 등을 할 것을 포함시켰다.95) 

둘째, 파리협정은 지구평균기온상승 2℃이하 유지라는 목적 외에도 온실가스의 

저배출 및 기후회복적인 발전의 경로에 맞게 금융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후

변화의 위협에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96) 따라서 정부

보조금(government subsidies) 및 공적금융(public finance)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포

함하여 세계금융체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화석연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저온실가스배출을 향한 경로로 금융

91) Georgia Piggot et al., “Addressing fossil fuel production under the UNFCCC: Paris and 
beyond,”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 September 2017. 

92) Paris Agreement, Article 4.9.
93) 파리협정의 당사자들이 파리협정의 제2조 목적 및 제4조를 위해 기여할 바를 정하여 

2015년에 제출했던 것이 INDCs였다.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된 이후 INDC는 
파리협정상 NDCs가 되었다. 최초로 INDCs를 제출할 때 대부분의 국가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미국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행할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파리협정
의 당사자들은 제4.9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자신의 NDC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당
사자가 정한 자신의 이행시기와 상관없이 새로운 내용이나 향상된 내용을 담은 차기 
NDCs는 2020년, 2025년, 2030년 등의 시기에 UNFCCC 사무국에 통보된다.

94) Cleo Verkuijl et al., “Aligning Fossil fuel production with the Paris Agreement,”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March 2018, p. 4.

95) India’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orking Towards Climate Justice, 
accessed on 26 August 2018, http://www4.unfccc.int/Submissions/INDC/Published%20Doc
uments/India/1/INDIA%20INDC%20TO%20UNFCCC.pdf

96) Paris Agreement, Article 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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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은 화석연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97) 파리협정하에서는 화석연료의 생

산과 소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정부지원을 종료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글

로벌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98) 이런 맥락에서 이 목적은 화석연료산업의 향

후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파리협정은 “선진국 당사자는 협약상 자신의 기존의 의무의 연속선상에서 

완화 및 적응 모두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지원화기 위하여 재원을 제공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9) 이 규정을 근거로 마련되는 기후금융은 화석연료보조금

의 단계적 폐지를 촉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UNFCCC하 파리협정에는 기후금융

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서, 화석연료보조금을 기후금융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개발은행(World Bank)를 포함하여 일단의 개발금융기관

은 기후금융을 위한 “공통원칙”을 수립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거나 제한하기

위한 노력 또는 온실가스 격리개선”을 촉진하는 경우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100) 따라서 온실가스배출량을 더욱 늘리는 화석연료보조

금 제공을 기후금융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효율적인 석탄발전과 탄소포

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장치로 보완되는 경우는 기후금융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금융은 기후금융의 적격성에 화석연료기반시설을 배제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계획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보조금개혁에 직접 기여할 수 있

다. 이처럼 기후금융은 개발도상국가가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에너지전환을 촉

97) Georgia Piggot et al., “Addressing fossil fuel production under the UNFCCC: Paris and 
beyond,”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SEI), September 2017. p. 

98) Maeve McLynn et al., Briefing: Pathways in the Paris Agreement for ending fossil fuel 
subsidie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November 2016, p. 2.

99) Paris Agreement, Article 9.1.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provide financial resource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th respect to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continuation of thei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파리협정 제9조 제2항은 
“그 밖의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속하도록 장려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00) World Bank, Developing Common Principles for Tracking Climate Finance, 3 April 201
5, accessed on 26 August 2018,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5/04/03/com
mon-principles-for-tracking-climate-finance; Common Principles for Climate Mitigation Fin
ance Tracking Version 2 – 15 June 2015. 9개의 카테고리에서 기후금융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을 열거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저탄소 및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성; 농업, 임업 및 토지이용; 물과 폐수; 교통; 저탄소기술; 청정산업생산 및 탄소포
집저장과 같은 비에너지온실가스감축; 탄소시장, 정책 및 규제, 그리고 배출모니터링 시
스템의 개발지원과 같은 교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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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저탄소 및 기후탄력적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파리협정은 동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파

리협정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global stock-take)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01) 이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2023년에 첫 번째 이행점검을 시작하고, 그 후 매 5년마다 

실시한다. 각국 정부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화석연료보조금개혁에 관한 국

제적 협력을 지원할 것을 표시할 수 있다. UNFCCC사무국은 파리협정에 의해 실

시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화석연료생산감소를 관리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파리협정의 기후목표에 부합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이행점

검(global stock-take)에서 광범위한 기후완화 정책의 일부로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에 

관한 진전을 추적하고 다음 단계의 달성목표 야망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배출 전략을 만들어 

통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02) 이 장기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구속력있는 법적의무

는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위임사항도 없지만, 2050년까지의 ‘탈탄소화’전략을 

2020년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가들은 

사실상 화석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줄여나갈 장기전략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파리협정의 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전략은 모든 투자와 결정이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오늘 결정된 개발계획과 투자는 미래사회의 경

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는 지구기온상승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NDCs와 장기전략을 통해 화석연료생산의 문제를 명

시적으로 다루게 되면 모든 당사자의 화석연료의 공급측면의 목표와 정책을 통해 

파리협정의 온도목표달성 가능성을 추정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파리협정은 당사자가 기후행동강화와 관련하여 공중의 인식 및 참여 그

리고 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103)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은 매우 제한적이다. 화석연료보조금에 관한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면 화석연료보조금 개혁 진전에 필요한 공공참여가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

다. 정보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려면 직접 정부지원, 조세, 공공재정 및 

화석연료산업의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조치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가능하며 

널리 사용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01) Paris Agreement, Article 14.
102) Paris Agreement, Article 4.19.
103) Paris Agreement, Artic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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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리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평균기온상승 2℃이하

로 억제 및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과 제거가 제로

(zero)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파리협정은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저탄소에너지 사회로 전환해 나가도록 할 메커니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여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것은 화석연

료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에서 기후에 가장 취약한 49개 국가들도 G20 국가가 2020년까지 화석연료보

조금을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104)

3. WTO/SCM 협정

(1) WTO: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을 위한 협상의 장

WTO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상의 장(forum for negotiations)을 제

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국제기구이고, WTO 협

정은 이에 대한 다자적인 국제조약이다. 2017년 12월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열렸던 WTO의 제11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1)에서 

WTO의 164개 회원국 중 12개 회원국이 기존의 WTO 규칙 내에서 화석연료보조

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105) 이들은 낭비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야심차고 효과적으로 규율할 규칙

을 만들 논의를 WTO에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뉴질랜드는 FFFSR을 대변

하여 WTO 무역과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2015년 FFFSR 성명서에 대해 계속해서 

서명국을 모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106) 뉴질랜드는 WTO가 첫째, 1995년 WTO 

설립협정의 전문(preamble)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따라 세계자원을 최적으

로 사용”할 필요성을 인식한 점, 둘째, 화석연료보조금은 세계적으로 환경과 개발

104) G20 Need to End fossil fuel subsidies by 2020, 25 April 2017, accessed on 26 August 
2018, https://unfccc.int/news/g20-need-to-end-fossil-fuel-subsidies-by-2020

105) WTO, Fossil Fuel Subsidies Reform Ministerial Statement, Ministerial Conference, 
Eleventh Session, Buenos Aires, 10-13 December 2017, WT/MIN(17)/54, 12 December 
2017, 12개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Chile; Costa Rica; Iceland; Liechtenstein; Mexico; 
the Republic of Moldova; New Zealand; Norway; Samoa; Switzerl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Uruguay. 

106) WTO, Annual Report 2018,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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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고 무역흐름에 영향을 주는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

리고 마지막으로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의미있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가능한 규율을 가질 수 있는 곳”이어서 화석연료보조금개혁과 무역 간

의 관계를 다루기에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하며, “화석연료보조금 개혁과 무역: 연

결이해하기”라는 고위급 행사를 진행했다.107)

이처럼 비록 아직까지는 선도적인 소수의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에 WTO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지만, 확실히 SCM 협정

을 갖고 있는 WTO는 화석연료보조금을 개혁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WTO가 갖고 있는 기존의 체계는 화석연료의 문제와 화석연료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WTO/SCM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보조금의 개념정의를 살펴보고,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하여 SCM 협정이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살펴본다.

(2) SCM 협정상 보조금 규정

1) 보조금의 개념

SCM 협정은 제1.1조에서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그로 인한 “혜택”이 부여되

는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예시

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07) FFFSR, Fossil Fuel Subsidies and Trade: Understanding the linkage, Briefing Note, acce
ssed on 26 August 2018, http://fffsr.org/wp-content/uploads/2017/12/fossil-fuel-subsidies-tra
de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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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가)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다)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라)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
의(가)에서부터 (다)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
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 (2) 1994년도 GATT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행태로든 존
재하고, 또한

나.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이 보조금 개념은 WTO/SCM 협정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 전제적 개념이다. 실

제로 WTO회원국의 어떤 조치에 대하여 SCM 협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그 조치가 협정상 보조금개념에 해당하고, 또한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이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SCM 협정을 적용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

게 된다. 

SCM 협정상 보조금의 개념을 구성하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는“정부 또는 공공기관(government and any public body)”이다.108) 여기서 정부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 및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한다. 공공기관(public body)은 국

영기업(state-owned companies)은 물론 정부권한을 행사하거나 국가소유 실체로서 

정부기능을 수행하거나 그런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실체를 말한

다.109)

108) SCM Agreement, Article 1.1.
109) Peter Van den Bossche and Werner Zdouc, The Law and Polic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783. 공공기관(public body)
의 의미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던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China)(2011)사건에서 상소기관은 공공기관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권한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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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 협정상 보조금 개념의 두 번째 요소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이다. 재정적 기여의 한정된 유형은 ① 자금의 직접이전,110) ② 잠재

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 ③ 포기되거나 징수하지 아니한 정부세

입,111) ④ 일반적인 기반시설이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부에 의한 제공,112) ⑤ 

는 실체 및 공동체나 국가에 속하는 실체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정부
(government)는 좁은 의미의 정부와 집합적 의미의 정부를 뜻하는 단어로 보았다 
(Appellate Body Report,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China), 
(WT/DS379/AB/R), 2011, paras. 285-286). 그리고 정부의 본질은 개인을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감독할 효과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합법적 권한행사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하였
다(Appellate Body Report, Canada-Dairy 1999, para. 97).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기능
의 수행 또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행사하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
이 갖는 핵심적인 공통점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권한에 대해 명시적인 법령의 위임이 
없다 해도 특정 실체가 공공기관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실
체가 정부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어떻게 획득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었는
지 여부이므로 어떤 실체와 그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의미있는 통제를 한다는 증거
가 있다면 그 실체가 정부권한을 갖고 정부기능수행을 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적인 기관(private body)이라도 위탁 또는 지시로 정부와의 필연
적인 연결이 확립되어 있음을 보여주면 정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Appellate 
Body Report,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China), (WT/DS379/AB/R), 
2011, para. 290).

110) ‘자금의 직접이전’에서 ‘자금(fund)’이라는 용어는 돈(money)만이 아니라 재원 및 기타 
좀 더 일반적으로 재정상 청구권을 포괄하며,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등이 그 예시가 
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거래인 금리인하(interest rate reduction), 채무면제(debt 
forgiveness), 대출만기연장(extension of a loan maturity) 등도 포함된다(Appellate Body 
Report, Japan-DRAMs (Korea), (WT/DS336/AB/R), 2007, paras. 250-251).

111) ‘포기된 정부세입(government revenue, otherwise due, that is foregone)’은 정부가 다른 
상황이었다면, 즉 ‘그렇지 않으면(otherwise due)’징수했었을 것보다 더 적은 세입을 징
수한 것을 말하고, ‘포기된(forgone)’은 그렇지 않다면 징수했었을 세입을 징수할 권리를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징수된 세입과 그렇지 않으면 징수되었을 세입 간의 비교
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용어는 해당조치
로 인한 세입과 다른 상황에 있는 세입간의 일종의 비교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은 각 회원국의 과세규칙에 달려있는 것이다. 문제의 조치가 없었더라면(but for) 만연
했을 상황을 말한다 (Panel Report, US-FSC, (WT/DS108/R), 2000, para. 7.45).

112) ‘정부에 의한 제공 또는 구매’는 정부가 일반적인 기반시설이외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과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한다(provides)”는 용어는 “이용가능하게 하다(make 
available)” 또는 “처분에 놓다(put at the disposal of)”의 의미인데 정부가 상품 또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수혜자에 의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향유라는 관
계가 있다. 정부는 특정한 것을‘이용가능하게 하는’이용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Appellate Body Report, US-Softwood Lumber IV, (WT/DS257/AB/R), 
2004, para. 71).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상품이 수혜자에 의해 정부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구매(purchase)라는 용어는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실체가 그 댓가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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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상품구매, ⑥ 기금에 대한 정부의 지불, ⑦ 사적기관에게 재정적 기여

를 하도록 위임 또는 지시를 포함한다. 그런데 ‘소득 또는 가격지지’113)의 개념에 

의해 재정적 기여의 의미에 포함되는 거래는 광범위하게 확장된다.114) 그리고 하나

의 거래는 하나 이상의 재정적 기여 유형에 속할 수 있다.115) 따라서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는 그 유형이 한정적 열거(exhaustive list)로 되어 있지만, 재정적 기여

의 개념은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SCM 협정상 보조금 개념의 세 번째 요소는‘혜택(benefit)’이다. 정부에 의한 재

정적 기여가 ‘혜택(benefit)’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SCM 협정상 보조금이 된다. 

SCM 협정 제1.1조(b)는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혜택의 

존재는‘수혜자가 시장에서 수혜자에게 이용가능한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

정적 기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116) 

2013년 WTO의 Canada-Renewable Energy사건에서 상소기관(Appellate Body; 

AB)은 동 사건 패널이 혜택비교를 위한 “관련시장(relevant markets)”을 모든 종류

의 에너지(이 사건의 경우, 전기(electricity))를 위한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 가

정한 것에 기초하여 혜택의 존재여부를 분석한 것을 배척하고, 혜택이 부여되었는

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관련시장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117) 그러면서 시장을 창설하는 정부개입과 이미 존재

하는 시장에서 특정 행위자를 지원하는 정부개입은 구별되어야 하고, 기존에 존재

하지 않았던 시장을 만드는 “정부의 시장형성은 그것 자체는 SCM협정의 의미상 

를 받을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달리 상품의 구매
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의 구매만을 언급하고 있다(Appellate Body Report, 
US-Aircraft, (WT/DS353/AB/R), 2012, para. 619; Panel Report, Canada-Renewable 
Energy, 2013, para. 7.226).

113) ‘가격지지’의 형태는 광범위한 구절로 되어있어서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갖
는 모든 정부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어진 가격을 설정하거나 목
표로 정한 정부조치만을 의미한다. 가격에 대한 무작위적 효과를 갖는 모든 정부조치를 
포착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행위의 효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행의의 성질에 초
점을 맞춘 것으로, 특정수준에서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도록 한 설계로 시장에서 직접적
인 정부개입을 포함한다(Panel Report, China-GOES, (WT/DS414/R), 2012, para. 7.84).

114) Appellate Body Report, US-Softwood Lumber IV, (WT/DS257/AB/R),2004, para. 52.
115) Appellate Body Report, Canada-Renewable Energy, (WT/DS412/AB/R), 2013, para. 

5.120.
116)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WT/DS70/AB/R), 1999, para. 157. 
117) Appellate Body Report, Canada-Renewable Energy, (WT/DS412/AB/R), 2013, paras. 

5.16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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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118) 물론 이런 논증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AB의 이런 논증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정부행위는 그 자체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119)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화석연료보

조금은 새로운 시장의 생성을 형성･촉진하려 한다기보다는 거의 배타적으로 기존

의 에너지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므로 새로이 생성되는 재생에너지시

장과는 달리 화석연료에너지시장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의 존재여부를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120) 

2) 특정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조치가 SCM 협정상 제1.1조의 보조금이라고 결정되

더라도, 이것이 ‘특정적(specific)’이지 않는 한 SCM 협정의 궤도에 들어오지 않는

다. SCM 협정 제2조는 네 가지 종류의 특정성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조금이 

하나의 특정기업 또는 특정기업군에 명시적으로 한정되는 경우 기업특정성

(enterprise specificity)이 있다.121) 그러나 수혜요건을 규율하는 객관적 기준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고 본다.122) 둘째, 보조금이 하나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산업군에 명시적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특정성(industry specificity)

이 있다.123) 셋째, 특정한 지역 내에 있는 특정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지

역특정성(regional specificity)이 인정된다.124) 마지막 넷째, SCM 협정 제3조의 금

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은 처음부터 특정성이 간주된다.125) 금지보조금은 수

출상품 또는 수입대체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상 특정한 것으로 간주된

다. 그리고 SCM 협정 제3부하의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은 제2조의 

특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적이지 않은 조치가능보조금은 SCM 협정 제8

조의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허용된다.126)

118) Appellate Body Report, Canada-Renewable Energy, (WT/DS412/AB/R), 2013, para. 
5.188.

119) Sherzod Shadikhodjaev, “Renewable Energy and Government Support: Time to “Green” 
the SCM Agreement?”, World Trade Review, Volume 14, Issue 3, July 2015, p. 487.

120) Christian Harris Slattery, “‘Fossil Fueling the Apocalypse’: Australian Coal Subsidies 
and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orld Trade Review, 
1-24, 12 March 2018, p. 13. 

121) SCM Agreement, Article 2.1(a).
122) SCM Agreement, Article 2.1(b).
123) SCM Agreement, Article 2.1(a).
124) SCM Agreement, Article 2.2.
125) SCM Agreement, Artic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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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보조금

SCM 협정 제3조는 명백히 금지되는 두 가지 유형의 보조금으로 ‘수출보조금

(export subsidies)’과 ‘수입대체보조금(local content subsidies)’을 규정하고 있다. 첫

째, 수출보조금은 법률상(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 “수출실적과 관련하여” 제

공되는 보조금에 적용된다. 법률상 수출보조금은 관련법률, 규정 또는 조치를 구성

하는 기타 법률문서의 단어 또는 표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미로부터 드러날 

수 있다.127) 사실상 수출보조금의 기준은 좀 더 복잡한데, 보조금이 사실상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 또는 수출수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다.128) 이는 ‘보조금을 구성하고 둘러싼 사실의 총체적 형상으로부터 추

론’되어야 한다.129) SCM 협정 부속서 I은 11가지 종류의 수출보조금 목록을 예를 

들고 있다.130) 이에 해당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으로서 SCM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

금이 되는 것이다. 둘째, 수입대체보조금은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들 유형의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면 특정성이 간주되므로 

SCM 협정의 위반으로 이어진다.

4) 조치가능보조금

SCM 협정 제3부하의 제5조는 한 회원국의 보조금 제공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이

익(trade interests)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유발하는 경우 SCM 협정 위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능보조금은 SCM 협정상 ①보조금의 개념정

의를 충족하고 ②특정성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로 인해 다른 회원국의 무역이익

에 ③부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부정적 효과는 (i)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131)

126) SCM Agreement, Article 8.1(a). SCM 협정 제8조는 제1항에서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
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특정적일지라도 ① 특정연구기관의 연구활동, ② 낙
후지역지원이 특정적인지 않은 경우 또는 ③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의 적응을 위
한 환경적응에 관한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8
조의 규정은 SCM 협정 제31조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허용보
조금은 제1항의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만 해당되며, 제2항의 사항은 현재 모두 조치가
능보조금의 영역에 속해있다. 

127)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utos, (WT/DS139/AB/R), 2000, para. 100.
128) SCM Agreement, Footnote 4; Panel Report, Australia-Automotive Leather II, 

(WT/DS126/R), 1999, para. 9.55. 
129) Appellate Body Report, Canada-Aircraft, (WT/DS70/AB/R), 1999, para. 167. 
130) SCM Agreement, Annex I.
131) SCM Agreement, Article 16,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 동종상

품의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 합계가 동 상품의 전체 국내생산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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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피해(injury),132) (ii) GATT 1994하의 양허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그리고 

(iii)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133) 및 손상의 우려

를 통해 확립된다.134) 그리고 이들 보조금 지급과 피해의 유발 사이에는 ④인과관

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야 한

다. 그러한 피해는 보조금을 받은 상품이 국내 동종상품135)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과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한다.136) 즉,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수입물량에 상당한 증가가 있어왔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의 증가가 국내시장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상당한 가격

인하를 유발했는지,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시켰는지 또는 그렇지 않았으면 발

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등을 고려한다.137)

(3) SCM 협정의 한계와 개정논의 내용

1) SCM 협정의 한계와 가능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WTO는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국제규범

이지만, SCM 협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문

제를 다루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WTO협정이 에너

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32) 피해(injury)를 유발하는 보조금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우려, 그리고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 지연이라
는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SCM Agreement, Article 5(a) and footnote 45).

133)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유발하는 보조금은 수출물량이나 시장점유율의 상실 
등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무역이익(trade interests)에 대한 부정적 효과와 관련된다. 따라
서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은 보조금의 효과가 제3국으로부터 다른 회
원국의 동종상품의 수출을 대체하거나 지연 방해하는 것이다(SCM Agreement, Article 
6.3(b)).

134) SCM Agreement, Article 5.
135) SCM 협정상 동종상품은 ‘동일한, 즉 해당 상품에 대해 모든 점이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해당 상품의 그것과 밀접하게 닮은 
특징을 갖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ASCM, footnote 46). SCM 협정하에서 동종성은 두 
상품의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을 면밀히 봐야 하지만, 동종상품을 결정하
는 일반적 기준인 Border Tax Adjustments에서 강조한 다른 요소들, 즉 상품의 최종용
도,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상품의 성질(properties, nature and quality) 등 다른 기준을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Panel Report, Indonesia-Autos, (WT/DS54/R), 1998, 
para. 14.173). 

136) SCM Agreement, Article 15.1.
137) SCM Agreement, Article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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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38)문제 자체를 통합적으로 잘 다루고 있지 않고, WTO협정 내에서도 에너지산

업부문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에너지협정”이 없다.139) 따라서 화석연료보조금과 관

련된 광범위한 문제가 SCM 협정에 다 포섭되는 것이 아니다. WTO에서 석탄, 석

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는 “상품(goods)”의 범주에 들어가고, 이들은 

GATT가 적용된다. 그리고 에너지관련 서비스는 GATS의 적용범위 내에 속한

다.140) 둘째, SCM 협정은 상품에 대한 보조금만을 다루고 있지 서비스에 대한 보

조금은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보조금이 소비과정의 서비스활동에 제공

되는 것이라면 SCM 협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셋째, SCM 협정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무역행위로 인해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무역관련 시

장왜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국내적으로만 지급

되는 보조금은 SCM 협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WTO하에서 재생에너

지보조금과 관련된 사건은 수차례 다뤄졌으나, 지금까지 SCM 협정의 합치성과 관

련하여 화석연료보조금과 관련된 사건은 단 한건도 제기된 바가 없다. 화석연료보

조금과 관련된 사건은 화석연료에 대한 정치경제학을 이유로 회원국들이 이에 대

해 서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화석연료보조금을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WTO가 가진 몇 가지 중요한 기능 때문이다. 우선 

WTO는 강력한 분쟁해결메커니즘(dispute settlement mechanism)을 가지고 있어서 

화석연료보조금에 관한 분쟁사건이 제기되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

138) 에너지는 1차 에너지원(energy source)과 2차 에너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1차 에너지원
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가스 등의 “비재생에너지”와 비전통적인 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풍력, 태양광, 지열, 조력 등의 “재생에너지”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
다. 2차 에너지원은 석탄, 천연가스, 석유,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1차 에너지원의 전
환으로 발생하는 전기(electricity)를 말한다. 

139) WTO 협정은 에너지상품과 에너지관련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에너지서비스는 
에너지상품에 대한 부가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다룰 생각을 하지 않았
다(Thomas Cottier et al., “Energy in WTO Law and Policy,” NCCR Trade Working 
Paper No 2009/25, May 2009, p. 3.)

140) WTO, Energy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52, (9 September 
1998), para 36; WTO에서 에너지상품과 서비스는 GATT, GATS, TRIMs, TRIPs, 정부
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2013년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등과 관련이 있다; WTO 법은 전기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도 
갖고 있지 않지만, HS 코드에서 상품으로 정의되어 있고, WTO 관세양허표에도 전기에
너지는 2716하에 분류되어 있어서 WTO 법 하에서 상품이고 GATT의 대상이 된다
(Thomas Cottier et al., “Energy in WTO Law and Policy,” NCCR Trade Working 
Paper No 2009/25, May 200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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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회원국의 

무역과 관련된 모든 정책 중에서 화석연료보조금과 관련된 것을 검토･감시할 수 

있다. 특히 무역협상의 장으로서 WTO는 수산보조금(fishery subsidies)에 관한 협상

을 진행하여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협상도 WTO내에서 할 수 있다고 희망하는 것이다.

WTO 회원국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상품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제공

하는 것은 다른 회원국의 생산자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에너지원사이에

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보조금은 화석연료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사이의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설령 화석연료보조금이 무역왜곡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WTO 설립협정이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을 보호하고 보

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 따라 자원의 최적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WTO가 역

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141)

2) SCM 협정 개정논의 내용

WTO 내에서 SCM 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의 문제를 

다루자는 제안의 내용들 중에서 실체적 규율내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SCM 협정은 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화석연료보조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념정

의, 범위, 그리고 측정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공통된 개

념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는 기관마다 수백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 차이

가 나고 있이 때문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보조금의 범위도 생산보조금과 소비보조금

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 건강 및 환경비용 등의 외부효과도 보조금으로 볼 것인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SCM 협정의 특정성규정에 대해 화석연료보조금의 경우에 특정성요건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다. WTO 협정에서 면제는 WTO 회원국이 WTO 협정

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WTO 회원국이 허용하는 허가를 말한다. 면

제결정을 위해서는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42) 

따라서 실제 WTO 협정상 의무의 적용을 면제하는 결정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

141) ICTSD, “Tackling Fossil Fuel Subsidy Reform: A Role for the Global Trade Body?,” 
BRIDGES, VOLUME 21-NUMBER 40, 30 November 2017.

142) WTO Establishing Agreement, Article I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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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석연료에너지의 낭비적인 사용을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에너지보조금 폐지의 긴급한 필요성 측면에서 WTO 협정의 면제제도를 적극 고려

할 수 있는 것이다. SCM협정은 특정한 보조금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해서는 특정성요건을 WTO 회원국 모두에 대해 면제하는 결

정을 한다면, 모든 화석연료보조금이 SCM 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SCM 협정의 금지보조금 유형에 화석연료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대

부분 환경적으로 위해한 화석연료보조금은 금지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화석연료유

형에 따라 글로벌 CO2 배출량의 비율을 근거로 환경에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보조금을 포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에 재앙적 효과를 가져 오면서 최소 20

년 이상동안은 투자를 고정시키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기존의 

에너지비효율적인 화석연료생산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기반발전소를 강화하는 자

금 또는 변동비용, 신규탐사･채굴･개발･발전소건설 및 에너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산업의 운영비 그리고 에너지비효율적인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기존의 기반시설을 

증가시키는 보조금이 그 예가 될 수 있다.143) 이를 금지보조금 목록에 포함시키면 

특정성이 간주되고 그 자체로 SCM 협정의 위반이 될 수 있다.

넷째, SCM 협정의 조치가능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법적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현재의 무역행위로 인한 시장가격왜곡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효과’개념

에 건강위험(피해) 및/또는 환경오염위험(피해)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또 부정적 효과는 회원국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기술 등으로 자

신의 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석연

료에 의해 유발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성, 탄소포

집이용저장기술에 의해 비례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켜 상쇄되는 경우 화석

연료생산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144) 이렇게 되면 금지보조금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덜 해로운 화석연료보조금의 경우, 확대된 부정적 효과개념

에 의해 포착되어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다룰 수 있다. 

143) Heloisa Pereira, “How the WTO Can Help Tackle Climate Change through Fossil Fuel 
Subsidy Reform: Lessons from the Fisheries Negotiations,” International Center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ICTSD), December 2017, pp. 13-14.

144)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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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TAs: EU-싱가폴 FTA

EU-싱가폴 FTA는 현재 존재하는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최초로 화석연료보조금

의 단계적 폐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EU와 싱가폴은 2010년부터 FTA 협

상을 시작하여 2014년 협정문이 채택되었으며, 2018년 8월 현재 EU의 공동통상정

책에 따라 이사회(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보통입법절차를 거

치고 있다.145) 동 FTA 제12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제12.11조 제3항은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공공지원시스템을 개발할 때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가능한 한 무역의 왜곡을 제한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제11.7조 제(2)(b)항(금지보조금)은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

되지 않지만, 당사자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삭감한다는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한 삭감은 저탄소연료로의 이행과 관련된 사회적 결과

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양 당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효율적인 해결책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저탄소경제발전

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것이다.146)

싱가포르는 석탄을 생산하지 않고 연간 약 60만 톤을 소비하는데 반해 EU는 연

간 소비량이 약 6억 톤에 해당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 규정은 주로 EU 자체를 

겨냥한 것이다.147)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양 당사자가 

145)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nd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accessed on 
26 August 2018, http://ec.europa.eu/trade/policy/in-focus/eu-singapore-agreement/

146)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nd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Chapter 12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ection D, Article 12.11(Trade and Investment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subparagraph 3, “The Parties recognise the need 
to ensure that, when developing public support systems for fossils fuels, proper account 
is taken of the need to reduce green house gas emissions and to limit distortions of 
trade as much as possible. While subparagraph (2)(b) of Article 11.7 (Prohibited 
Subsidies) does not apply to subsidies to the coal industry, the Parties share the goal 
of progressively reducing subsidies for fossil fuels. Such a reduction may be 
accompanied by measures to alleviate the social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to low carbon fuels. In addition, both Parties will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and safe low-carbon economy, such as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t solutions.” accessed on 26 August 2018,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3/september/tradoc_1517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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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다는 내용은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의무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무역협정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

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U-싱가폴 FTA

의 이런 규정은 향후 체결될 FTAs에 대하여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에 관한 중요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대기오염으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석

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사용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산업화시대 이전

과 비교하여 지구평균온도상승 2℃이하로의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생태계와 인류는 생존자체를 위협받을 처지에 직면해 있

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라도 이런 화석연료에너지원의 사용으로부터 멀어져 저탄소

에너지사회로의 급격한 구조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2009년부터 G20 국가들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

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해왔지만, 10여년에 이르는 2018년 현재까지도 상당한 금

액의 화석연료보조금을 계속해서 제공해오고 있다. G7 국가들은 2025년까지 화석

연료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

는 국가들과 환경 NGOs 등은 G20 국가들이 2020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석연료사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와 저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날로 악화되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행해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정치적 약속에 불과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약속은 충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국제사회는 다방면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첫 번

째 단계의 노력으로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할 방안을 현재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

다. 국가들의 정치적 선언보다 좀 더 규범력이 있는 국제법 차원에서 화석연료보

조금을 폐지할 방안들을 제시하며 국가들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법차원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약이나 

147) Ronald Steenblick et al., “Fossil Fuel Subsidies and the Global Trade Regime,” in The 
Politics of Fossil Fuel Subsidies and their Reform, Jakob Skovgaard and Harro van 
Asselt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 133.



∣42∣　환경법과 정책 제21권(2018.9.30)

규정은 없다. 그러나 UNFCCC/파리협정, WTO/SCM 협정, RTAs 등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할 적극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SDGs는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과 여러 관련성을 가

지고 있는데, 특히 SDG 12의 c는 화석연료보조금을 정상화하는 것을 국가들이 지

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달성해야 할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UN총회

에서 2015년 9월 채택된 SDGs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모

든 국가가 달성할 목표와 목적을 제시하며 ‘소프트 로(soft law)’로서 기능하고 있

다. 이는 G20 국가들의 정상회담에서의 정치적 약속과는 달리 UN총회의 결정으로

써의 더 큰 규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UNFCCC하의 파리협정은 당사자의 NDCs를 통해 낭비적인 소비를 조

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하고 저탄소사회로 전환할 국제법적 규

범을 제공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당사자의 NDCs의 정기적인 통보를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나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위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리협정의 전진원칙, 글로벌 이행점검,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배출 전략 등

은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와 화석연료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범강제력이 

약한 파리협정에 비해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좀 더 이행강제력이 있는 WTO가 

화석연료조조금의 개혁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도 촉구되고 있다. WTO의 모

든 회원국이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포럼으로 WTO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이미 WTO회원국 중 일부가 성명을 통해 SCM협정

을 바탕으로 화석연료보조금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다. SCM협정의 실체적 

규정을 바탕으로 화석연료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된다면 SCM협정의 위반으

로써 회원국의 화석연료보조금조치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할 방안들이 여러 측면에

서 개정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WTO가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을 위해 SCM협정의 

개정을 협상항목으로 삼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

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WTO의 다자무역협상이 아닌 RTAs를 통한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도 화석연료보

조금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EU-싱가폴 FTA가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향후 체결될 FTAs에 대하여 중요한 모델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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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하에서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과 폐지를 다룰 대표적인 영역들, 즉 SDGs, 

UNFCCC/파리협정, WTO/SCM 협정, 그리고 EU-싱가폴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

정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하나도 실효성있게 화석연료보조금

의 폐지를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이뤄낼 수 있는 체제는 없다. 그래서 이행강제

력의 실효성이 높은 WTO/SCM 협정의 개정을 통해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을 이루

자는 제안도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WTO협정의 

개정은 현실적으로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다. 2001년 도하 아젠다에서 시

작된 WTO/TRIPs협정의 개정이 2017년 1월에 발효되는 예를 볼 때, WTO협정의 

공식적인 협상의제로 정해지지도 않은 화석연료보조금 문제를 SCM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차선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과 폐지를 국제사회

는 더욱 강력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제의식과 인식의 전환이 화석연료

보조금의 폐지를 통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응하도록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

이기 때문이다.

투고일자  2018.09.02.  심사일자  2018.09.13.   게재확정일자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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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legal discourse on the Fossil Fuel Subsidy Reform

Kim, Min-Joo*
148)

Subsidizing fossil fuels such as coal, oil, and natural gas has been accelerating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exacerbating air pollution. Many rich 

countries in the world have provided subsidies for fossil fuel energy consumption 

and production, which has been far more than for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Fossil fuel subsidies can be said for government to provide subsidies for 

climate change and to help human health and life put in danger through air 

pollution. In particular, fossil fuel production subsidies fix carbon dioxide for a 

long time, produce “zombie energy” and expand inefficient fossil fuel supply 

which enhances wasteful consumptions. In this context, although since 2009, 

G20, APEC and more countries have promised that they would phased down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such political promises have not been 

appropriately implemented so far.

This paper therefore discusses the fossil fuel subsidy reform under international 

law, which have more legal bindingness and implementing forces rather than 

political pledges. Under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the most promising 

systems for discussing fossil fuel subsidy reform could be the UNFCCC/Paris 

Agreement and the WTO/SCM Agreement, even though phasing down the fossil 

fuel subsidies are explicitly mentioned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2 

and in the EU-Singapore FTA.

First of all, Paris Agreement can provide suitable mechanisms such as 

regularly submitting of the NDCs that each party could present its fossil fuel 

subsidy reform targets together with its GHGs emission targets; making the 

global financial flow be in line with maintaining average global temperature well 

below 2℃; treating fossil fuel subsidies with no applicability standing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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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climate finance”; assessing the fossil fuel subsidy reform through the 

global stock-taking; including fossil fuel subsidy reform into the long-term low 

emission strategy that requests for each party by 2050. These related provisions 

of the Paris Agreement can lead Parties to pursue their fossil fuel subsidy 

reforms. Paris rule-book and/or the future COP decisions could provide more 

details for the fossil fuel subsidy reform under the Paris Agreement as long as 

Parties would agree with such.

More importantly, the WTO/SCM Agreement, having more powerfu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an any other, can find that 

the fossil fuel subsidies by government are inconsistent with the SCM Agreement 

as long as those subsidies are included in it by definition and requirements. 

Since the SCM Agreement does not include all sorts of fossil fuel subsidies 

provided around the world, some WTO Members who believe WTO 

would/could/should/must play a significant role and be a right forum called for a 

new negotiation on the fossil fuel subsidy reform within the WTO system based 

on the previous and the current experiences of agricultural goods subsidies and 

fishery subsides negotiations.

Both the Paris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are not enough to address 

phasing down the fossil fuel subsidies provided in the world, yet it should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to use the existing system to away from fossil fuels 

and to transit towards low carbon society.

Key words : fossil fuel subsidies,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Paris 
Agreement, WTO/SCM Agreement, SD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