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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의 1차 보고서에 따르

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표면 대기 평균온도가 0.3∼0.6℃가 상승하
으며, 해수면 높이는 10∼25cm 정도 상승하 다. 그리고 1995년 2차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온실가스가 계속하여 증가할 경우, 2100

년의 지구 평균온도는 0.8∼3.5℃가 상승하고 해수면도 15∼95cm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지구온난화라는 상황은 어
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
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물론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은 자연적 
현상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오늘날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온
난화현상은 산업혁명 이후의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을 통한 인간의 산업
활동의 결과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현상은 대기중의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GHG 

(Greenhouse Gasses: 온실효과발생기체)들이 복사열을 흡수하여 온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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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발생함으로써 대기의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발생된다.1) 특히, 온
난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GHG중의 하나인 대기중의 이
산화탄소의 농도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중의 CO2 농도가 산업사회이전의 두 배정도가 된
다면 금세기 말에 지구의 평균온도는 1.5℃에서 4.5℃정도가 상승할 것
이라고 보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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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지구상 CO2 의 배출(1748-2002))3)

1)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은 GHG를 온실가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온실
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대
기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62호로 제정, 2009.5.21. 법률 제9695호로 
개정) 제2조 3호. 교토의정서도 또한 이 여섯 가지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부속서 A.

2) Realclimate(http://www.realclimate.org, 2009.10.18방문). 사실, 지구온난화문
제를 이산환탄소의 농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데 있어서는 판단의 위험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를 넘는것이므로 논외로 하기로 한다.

3) Marland, G., T.A. Boden, and R. J. Andres.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CO2 Emissions. In Trends: A Compendium of Data on Glob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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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비정상적 기
후변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UN기후변화협약(UNCF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된 후4), 국제사회는 지
구온난화현상에 비로소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
다5) 그러나 이 협약은 어떠한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도 규정하지 않았
으므로 그 효과는 미비하 다. 기후변화협약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
하여 진행된 노력은 1997년 교토의정서로 결실을 맺었다. 교토협약은 
미국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약 19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
대상국에게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실행방식에 있어
서는 재량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6),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7), 배출권거래
제(Emission Trading: ET)8)를 그 실행메커니즘으로 삼고 있다. 교토의정
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감축의무와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2009년은 바로 교토협약의 1차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이후 2018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U.S. Department of Energy, Oak Ridge, Tenn., U.S.A. (2005) (http://rain-
forests. mongabay.com/09-carbon_emissions.htm. 2009.10.18방문))

4) 우리나라는 1993년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하 고, 1994년 3월 21일에 
협약이 발표되었다.

5) 이 협약은 당사국을 부속서 I국가군(Annex I), 부속서 II국가군(Annex II), 
비 부속서 I 국가군(Annex I), 세 가지로 구별하여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Annex I국가군은 OECD 24개 국가들과 EU그리고 구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 이었으나,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
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스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40
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
한 비강제적인 의무를 부여받고있다. Annex  II국가군은 Annex I국가군에
서 동구권국가들을 제외한 OECD 24개국이다.

6) 교토의정서 제6조.
7) 교토의정서 제7조.
8) 교토의정서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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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행의무를 정하는 포스트교토협약을 결정
짓는 해이다.9)

이러한 국제적 인식하에, 특히 유럽에서는 온난화유발물질의 감축 
등 온난화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대조적으로 고속의 경제성장과 더불
어 온난화에 기여하는 물질의 배출량도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면, EU의 27개국의 경우 1995년에서 2005년 동안 연간 평균 이산화
탄소배출량은 3.2% 감소하 으나, 한국은 동기간 103.3%가 증가하
다.10) 그밖에 한국은 현재 2006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톤으로 
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온난화대처문제가 국제적 
문제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태도를 전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투 하는 것보
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시하려는 노력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절할 
결론을 얻을지 모른다.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려는 노력이라함은 세계
의 역사 속에서 처한 우리나라의 위치와 자연지리적 상황, 사회경제적 

9) 현재, 1997년의 교토협약체결 당시 1차 이행 기간(2008년-2012년)동안 온실
가스감축의무가 부여된 나라는 40개국이며,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의 감
축의무에 대한 압력이 증가됨에 다라, 올해부터 2013년 이후의 새로운 기
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적 질서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
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15차 기후변화협약 당
사국총회가 열리며, 여기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될 예정이다. 강희찬김
화년강성원박준최홍,『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삼성
경제연구소, (2009.7.29), p.1.  

10) UNFCCC Data Interface,(http://unfccc.int/); (http://www.keris.net) in Id., p.2. 
1990년에서 2007년까지의 1일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EU의 경우 
3.3%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88.6%증가 하 다. IEA Statistics, 
CO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2009), p.89.



정의의 관념에서 바라본 지구온난화와 배출권제도❘49

특성, 국가적인 미래와 비전, 지구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노력이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기후변화가 어느 한 국가에 의해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지구적인 상황이므로, 이
에 대한 대처에는 국제적인 협력과 합의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구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대의명분에 대한 공통된 인식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개입된 어려운 작업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과학적 신뢰성부터 시작하여, 무역과 경제적 발전의 문제, 나아가 
각국의 주권적 결정의 문제, 그리고 산업문명발전에 대한 역사적 인식
과 책임론 등 장기간의 시간과 광범위한 공간에 걸친 문제들을 고려하
는 일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의 인식에 있어 기
초가 될 수 있는 개념인 정의의 차원에서 오늘날의 지구온난화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겠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불
충분함과 시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할 때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는 시
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문제상황은 광범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이 글이 의존하려고 하는 정의의 개념
과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보편적
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의의 개념들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지구온난화
를 초래한 과거의 배경과 지구온난화가 초래하게 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스케치를 하고, 지구온난화에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실행방식으로 
제기된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투과시켜보는 것으로 논의
를 풀어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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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의의 두 가지 개념과 환경정의
평등(equity), 공정(fairness), 정의(justice)의 개념은 개념상의 구별이 

가능하면서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지구온난화의 정책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이 개념을 뚜렷하게 구별
하지 않고 있으며,11) 이러한 개념상의 구별을 그다지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12) 다만, 이들 개념 중에서도 정의(justice)라는 용
어는 효율성의 개념 외에는 모든 평가의 역을 포괄하며 덮는 “우산”

의 역할을 하도록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13)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개
념은 가장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의
의 개념을 논하는 학자들 중에는 어떠한 개념을 중심으로 삼는가에 있
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14)

1. 정의에 대한 여러가지 개념들
수많은 정의의 관념 중에서도 정의에 관하여 종래에 법철학자들이 

논하여 온 개념으로써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교정적 정의과 
배분적 정의이다. 교정적 정의(corrective justice)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
용에 기반하고 있다. 상호작용 당사자들은 부, 미덕, 필요와 같은 비교

11)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ʻʻEquity and Justice in Global Warming 
Policy,ʼʼ Fondazione Eni Enrico Mattei(Aug., 2008)(http://ssrn.com/abstract= 
1273003), p.7.

12) Eric A. Posner and Cass R. Sunstein, ʻʻGlobal Warming and Social Justice, 
ʻʻDo we owe the world for climate change?ʼʼ, ʻʻRegulation (Spring 2008), 
p.20.

13)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註 11), p.7.
14) 예를 들면, John Rawls는 평등(equality)의 개념을 정의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중심적 요소로 삼고 있다.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註
1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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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준에 관한 상대적 순위와 상관없이, ‘산술적,’ 절대적으로 동등
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15) 이에 반하여,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

tice)는 개인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기반하고 있다. 평등
의 기준에 관하여는 이러한 자원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미
덕’이나 ‘필요’와 같은 특정한 기준 하에서의 상대적 순위에 따라 분배
되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16) 양자에 관하여는 양자를 별개로 
파악하는 입장과 상호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가 두 가지의 별개의 
독립적 유형의 정의라고 강조하 다. 양 정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구조적으로, 분배적 정의는 개별적 상호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잠재적으로는 공동체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다자간에 제기되어
지는 주장이나, 교정적 정의는 상호작용에서 발생하여 상호작용관계의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양자간에만 제기되는 주장이다. 실질적
으로,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의 기준, 즉, 적절한 분배기준에 따라 
자원이 비례적으로 공동체들의 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되어질 것을 요구
한다. 이에 반하여, 교정적 정의하 에서는 절대적 도덕적 평등기준, 즉, 

그들이 적절한 분배기준 하에서 서로 얼마나 다른가에 관계없이, 자원
의 현재 축적상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상호작용에 있어 당사자들은 동
등한 것으로 취급되어진다. 이러한 구별은, 교정적 정의에 기반한 불법
행위법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7) 교정적 정의(불법행위)는, 상호
작용의 당사자들이나 공동체전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자원의 전체적 배
분의 분배적 정의나 부정의와는 상관없이, 사람이나 자원의 현재의 축

15) Richard W. Wright, ʻʻRight, Justice, and Tort Law,ʼʼ in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ort Law, D. Owen ed., Clarendon Press (1995), pp.159-182.

16) Id.
1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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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태에 대한 상호간의 실질적 침해 그리고 침해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당사자의 상대적 부는 불법행위책임의 인
정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18)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주장하
는 견해들이 있다.19) 교정적 정의의 개념은 사실상 대부분의 실정법체
계가 전제하고 있는 관념이라는 점에서 법적 주장으로서는 보다 현실
적인 주장이 될 수 있다.20)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미국 등 GHG를 다
량 배출하는 나라들은 불법행위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이로 인하여 피
해를 입는 국가나 개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21) 그러
나 고의과실이나 인과관계입증의 곤란과 같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환
경불법행위소송에서의 문제점은 온난화 소송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
이며 문제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의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그 곤란함은 
가중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정적 정의개념에 충실하게 따를 때는, 과
거에 온난화에 기여부분이 큰 나라의 현재의 세대가 그들의 죽은 선조
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

18) Id.
19) Daniel A. Farber, ʻʻBasic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limate Change,ʼʼ 

155 U. PA. L. REV. 1605, 1641 (2007).
20) George Fletcher, Basic Concepts of Legal Thou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1) 교정적 정의의 관점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발생된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그 자에게 손실을 
부담하도록한다. 피해자의 손실은 단순히 복지의 감소이상이며, 어떠한 보
호되어지는 이익의 후퇴이다. 통상, 피해자의 손실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
여 발생되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고의”나 “위법”한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이룬다. 지구온난
화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법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Matthew D. Adler, ʻʻCommentaries: Corrective 
Justice and Liability for Global Warming,ʼʼ 155 U. Pa. L. Rev. 1859 
(2007), pp.1859-186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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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된다.22) 마찬가지로 교정적 정의개념은 비난가능성(culpability)

을 요구하는데, 적어도 선진국들이 GHG물질을 배출했을 당시에는 이
러한 가해성, 즉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이다.23) 더구나 교정적 정의관념하에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지구온난화 자체가 어떠한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라는 데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나 신체적 건
강에 대한 피해나 상해 등을 동반하지 않는다.24) 그러나 예외적인 경
우로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해안가의주민들이 주거지를 잃는 경
우를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25) 따라서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하
여 교정적 정의개념의 적용이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 수 있을까는 미지
수이다. 

일단은 교정적 정의개념에 기반한 불법행위소송의 한계를 통해 교
정적 정의개념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정적 정의의 관점이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는, 기후변화로 위협에 처한 국가들에 대해 선진국으로부터 단순한 재
산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은 아니
라고 여기고 있다.26) 이러한 견해 중에는 오히려 국제협약을 통해서 
배출권을 할당하거나 감축의무를 분배하는 방식 등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이러한 국제협약의 
성립배경에는 각국의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가 배경으로 깔려있으므로,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공평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한 

22) Eric A. Posner and Cass R. Sunstein (註 12), p.18.
23) Id., pp.18-19.
24) Daniel A. Farber, (註 19), pp.1609-13; Matthew D. Adler, (註 21), pp.1860-1861.
25) Id.
26) Eric A. Posner and Cass R. Sunstein, (註 12), p.20.



54❘환경법과 정책 제3집(2009. 11)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각국은 현 상태에서의 이해득실을 따
질 것이고,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협약으로 인한 온난
화의 저감책으로 인한 자국에 대한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크다면, 이러
한 협약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일 수 있다. 왜냐
하면,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각국에 동등하게 야기 되는 것이 아니며,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추측한다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보다는 사회
적 대응여건이 좋지 않은 저개발국가들 내지는 약소국들에 더 치명적
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교정적 정의의 관점은 배
분적 정의개념에 의해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  교환적 정의개념에 

의해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불법행위소송이 가능함을 주장한 파버교
수도 교정적 정의의 개념이 온난화로 인한 법적 책임책임체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7) 배분적 정의의 주장의 구조와 
실체가 교정적 정의를 달성하는 것과 언제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며, 

교정적 정의의 문제가 배분적 정의와 얽혀있는 경우도 많다.28) 특히 
지구온난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온난화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온 산업화된 선진국이 온난화물질의 
감축에 있어 가중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미시적 관점의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판
단할 것인가, 아니면 거시적 관점의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요청을 
감안할 때, 어느 하나만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배분적 
정의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온난화물질의 국제적 감축체계를 구상
하는데 있어서 부의 재분배효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29) 

27) Daniel A. Farber, (註 19), pp.1641-1647.
28) Eric A. Posner and Cass R. Sunstein, (註 1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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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온난화물질의 감축에 있어 부유한 국가들이 더 큰 비율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그들 국가들로부터 가난한 국가들에게로 부의 이전이 발
생하게 된다.30) 1달러의 비용을 투입함에 있어서도 그 효과가 부유한 
나라들보다 가난한 나라에서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자원의 재분배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총합을 증가시킬 것일 
수 있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중
국이나 인도와 같이 GHG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래에 GHG

의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의 참여가 없이 미국이 이에 
대하여 부담을 지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모
든 국가들에 온난화로 인한 동일한 부담이 주어진다면, 분명 개발도상
국들은 이러한 부담을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에 반발할 것
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경제개발할 당시에는 지금의 개발도
상국이 처한 시점에서 이러한 부담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발
도상국에 이러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치우기”라
고 비판을 가해 왔다. 이는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배분적 
정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
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2006년 11월 케냐의 나이로
비에서 열린 제1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나,32) 2007년 12월의 
29) Id.. 
30) Id..
31) Id..
32)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의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정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1997년 채택된 쿄토의정서 상의 의무이
행은 각국의 환경정책입안에 있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진국과 후발국간의 입장차이는 2006년 11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드러난 바 있다. ｢포스트 교토의정
서 놓고 선진-개도국 대립｣,『한겨레』(2007.2.2.), (2008.1.3.방문) <http:// 
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88279.html>; 유엔환경계획 한국
위원회,『교토의정서』(유넵프레스, 2001), pp.12-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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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적나라게 
드러난바 있다.33)

2. 환경정의

환경정책이나 환경법관련 역에서는 유독 ʻʻ환경정의ʼʼ라는 용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 용어는 특히 그 맥락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정의의 개념의 발전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
념상의 혼란과 다중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어가 태동된 배
경을 보면, 미국에서 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로 소수인종이 집된 빈곤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
가 된 것에서 시작한다.34) 즉, 미국에서 주로 인종주의의 문제와 결부
되어 발전된 이 개념은, 초기에는 환경인종주의(環境人種主義, environ-

mental racism)35)라고 불리다가, 환경평등(環境平等, environmental equi-

ty)36)으로 발전되었고, 나아가 환경정의(環境正義, environmental justice)

33) ｢발리기후변화협약회의, ‘발리 로드맵’ 채택될까?｣, ｢연합뉴스｣ (2007.12.3)
참조.

34) Paul Mohai & Bunyan Bryant, ʻʻEnvironmental Injustice : Weighing Race 
and Class as Factors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Hazards,ʼʼ 63 U. 
Colo. L. Rev. 921 (1992), p.922.

35) 이 용어는 Benjamin Chavis목사에 의해 1987년, 최초로 사용되어졌는데, 
“인종이나 민족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나 개인에게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
건 간에 차별적인 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정책, 관습, 지침”을 
말한다. Robert D. Bullard, ʻʻThe Threat of Environmental Racism,ʼʼ Nat. 
Resources & Env' t, (Winter 1993), p. 23.

36) 환경평등(environmental equity)이라 함은 환경법에 있어서의 평등한 실행
과 보호를 말하는데, 이 용어는 Bush 행정부에 의해서 채택되어진 바 있
다. Bunyan Bryant,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cies, and Solutions 
(1995), p. 5. 또한 미국의 EPA는 환경평등을 “인구집단에 대한 환경적 위
험의 분배와 이러한 배분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이라고 정의하기도 하

다. Christopher H. Foreman JR, The Promise and Peril of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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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포괄적 개념이 보다 일반화되기 시작하 다. Bunyan Bryant의 정
의에 따르면,  환경정의란‘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이 안전하고, 양육적이
고, 생산적이라는 믿음 하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적 용어, 가치, 규칙, 규제, 행위, 정책과 결정’이라
고 한다. 한편 이 개념은 Clinton행정부에 의해서 채택되기도 하 다.37) 

따라서 환경정의는 환경평등보다도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배경하에 발전된 환경정의개념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확장되
어, 환경에 대한 세대간의 정의를 주장하는 미래세대의 관념이나, 한 
세대 내에서의 자연자원의 수익에 대한 선진국과 저개발국 또는 개발
도상국들 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주장하는 남북문제의 맥락에서 주장되
기도 하 다.38) 

이러한 개념상의 발전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환경정의개
념은 주로 평등의 개념과 접한 관련 속에서 성립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의개념 중에서도 배분적 정의에 개념이 매우 중요
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반
한 절차적 정의개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9) 왜냐하면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법과 제도적 틀은 기본적으로 교정적 정의개념에 보다 
친숙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배분적인 부정의, 즉, 법적인 차별을 입증
하기 위하여는 차별적 결과(差別的 結果)보다는 차별적 의도(差別的 意

Justice, Brooking Institution Press (1998), p. 10.
37) Gregory Roberts, ʻʻComment: Environmental Justice and Community 

Empowerment: Learning From The Civil Rights Movement,ʼʼ 48 The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229(October, 1998), p.232.Gregory 
Roberts, Id..

38) 토다 키요시,『환경정의를 위하여』, 김원식 역 (1996), p. 305.
39) Kaswan, Alice, ʻʻEnvironmental Justice: Bridging The Gap Between 

Environmental Laws And ʻʻJusticeʼʼ,ʼʼ 47 The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221(December, 1997),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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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40) 그러나 미국에서의 예를 볼 때, 

환경정의의 문제가 법적으로 주장되어진 경우, 그러한 차별적 의도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회내의 차별이 구조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결국은 1964년 미국의 민법권과 같이 입
법에 의해서 입증책임의 예외를 두는 입법을 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해사실에 대
한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게 된다.41) 따라서 행정절차나 정
부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활동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정의적 개념이 적용되는 맥락은 지구온난화에 처한 지
금의 상황과도 많은 유사점을 안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주로 
피해를 받는 집단이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보다는 장래의 세대가 될 것
이며, 그 피해 또한 선진국과 같은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보유한 국가
보다는 자연적 위기에 취약한 빈곤한 국가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이 환경정의개념의 적용이 최근 지구적 문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42) 현재 그러한 논의가 기후변화문제에까지 적용
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43)

40) Washington v. Davis, 426 U.S. 229 (1976); Village of Arlington Heights 
v. Metropolitan Housing Development Corp., 429 U.S. 252, 265 (1977).

41) Gerald Torres, ʻʻThe Futur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Environmental 
Justice: The Legal Meaning Of a Social Movement,ʼʼ 15 The Journal Of 
Law And Commerce597 (Spring, 1996), p.601참조.

42)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註 11), p.13.
4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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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변화
지금의 시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하
여 EU의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세계GDP의 5%-20%정도
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44) 

그러나 이런 총론적인 당위론에는 커다란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어떻게 얼마만큼 이행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상충
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GHG배출저감의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부
과할 것인가에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 최
근 UN의 기후변화국의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인 이보 데 보어
(Yvo de Boer)는 특히 GHG배출저감에 있어서의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부유한 국가들의 모범을 강조한 바 있다.45) ʻʻ부유한 국가
들의 선도가 없이는,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ʼʼ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의 예상되어지는 개발도상
국의 GHG배출증가율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44) HM Treasury,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http://www.hmtreasury. gov.uk/independent_reviews/stern_review_economics_ 
climate_change/stern_review_report.cf) in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8) 30 final: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23.1.2008), p.2. 

   m (http://www.hmtreasury.gov.uk/independent_reviews/stern_review_economics 
_climate_change/stern_review_report.cfm)

45) Joe McDonald, “A climate chief: Big greenhouse gas cuts needed,ʼʼ 
Associated Press (September, 1, 2009), (http://search.finance.yahoo.com/ 
news/UN-climate-chief-Big-apf-3788841800.html?x=0&.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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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말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참여없이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
이 코펜하겐협약에 비준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46) 더불어 미국
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배출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하여 왔다.47) 

한편, 중국의 원자바오총리는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선진국들
의 GHG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어떠한 조치든 국가들
의 개발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 다.48)

1. 역사적 관점
어떤 사람들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책임분담에 대한 

주장이 환경제국주의라고 비판하기까지 하 다.49) 이에 비하면 앞에서
와 같은 중국의 태도도 이전의 개발도상국의 책임 분담론에 대한 비판
에 비하면 한 발 물러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뤼버(Grubler)와 퓨지
(Fujii)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인구중 선진국의 인구비율은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하지만, 선진국은 1800년 이후의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축적의 85.9%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산출되어진다.50) 

46) Id.
47) Id.
48) Id. 
49) Agarwal과 Narain은 ʻʻ인도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든 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발상은 환
경제국주의의 좋은 예 중의 하나이다ʼʼ라고 말한 바 있다. Agarwal, A., 
Narain, S., Global Warming in an Unequal World, 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 (1991), p.1.

50) Gr bler, A., Fujii, Y., ʻʻInter-generational and spatial equity issues of car-

bon accounts,ʼʼ Energy 16 (1999), p. 1406 in Neumayer, E. ʻʻIn defense of 
historical accountability for greenhouse gas emissions,ʼʼ Ecological Economics, 
33 (2000), p.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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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제적 합의형성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를 가장 
크게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선진국간에 있어서도 정책적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GHG중에서도 가장 온난화에 가장 큰 기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산화탄소배출에 관한 통계를 중심으
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2)

<그림 2> CO2배출량의 역사적 통계(미국, 서유럽, 중국), 1850-200251)

2007년 각국의 이산화탄소배출량에 관한 통계를 보면, 급기야 중국
의 배출량이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인도와 같은 거대개
발도상국의 배출량의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하 다. 또한 우리나라의 
배출량도 2007년에는 세계 10위국에 드는 것으로 나와있으나, 이에 비
교하면 1970년대나 1980년대에는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51) Rhett A. Butler, the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 (http://news.mongabay.com/2007/0508-world_bank.html) 2009. 
10.2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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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국가들은 80년대 중반 이
후 꾸준히 배출량이 조금씩 줄어들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2. 미래의 관점
위에서 본 것 같이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대기 중 이산화탄

소 축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비중
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예를 들면, 1987년 기준으로 볼 때 73.6%

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52) 중국과 같은 거대 개발
도상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들이 지구전체의 이산화탄소배출에 대한 기여도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한편,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각국에 대한 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구온난화에 관한 초기문헌들은 온난화로 인한 향은 기본적으로는 
전 인류에 골고루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를 테면, 대략적으로 소득에 
비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 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경
제구조가 기후에 민감한 농업과 같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기후변화에 약간은 더 취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
여 국가간에의 평등에 대한 고려나 가난한 나라에 대한 보상적 조치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었었다.53)

52) Grübler, A., Fujii, Y., ʻʻInter-generational and spatial equity issues of car-
bon accounts,ʼʼ Energy 16 (1999), p. 1406 in Neumayer, (註 50), p.190.

53) R. Mendelsohn, A. Dinar, and L. Williams, ʻʻThe Distributional Impact of 
Climate Change on Rich and Poor Countries,ʼʼ Environment and Develop-
ment Economics, Vol. 11(2006),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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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자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효과는 국가 간 또
는 한 국가내의 개인들 간에 동일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가 1990년 수준보다 1-3°C정도 증가한다면, 

북부 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이 어떤 지역에는 농작물의 증가 등으로 오
히려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는 이전보다 
농작물의 생산이 감소되는 등 비용의 초래가 예상된다. 만일 4°C정도
가 증가한다면, 지구전체적으로 GDP의 1-5%정도가 손해를 입을 것으
로 예상되어지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에서의 손실율이 선진
국에 비하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통상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
다.54)

54)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註 11), p.15.



64❘환경법과 정책 제3집(2009. 11)

<그림 3> 2007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10위 개국의 배출량의 변화
(1971-2007)55)

55) IEA Statistics, CO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2009) 통
계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그래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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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정도가 2.5℃ 증가될 때마다 예상되는 피해정도: GDP대비]56)

인도 4.93(%)

아프리카 3.91

OECD 유럽 2.83

OPEC 부유국 1.95

동유럽 0.71

일본  0.5

미국 0.45

중국 0.22

러시아 -0.65

한편, 기후변화의 저감에 드는 비용적 측면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GHG의 배출감축에 드는 비용은 각 지역간이나 국가들간에 균
등하게 배분되어지지 않는다. 최근의 IPCC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저감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배출저감에 있어 경제
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있는 경우는 비 OECD에서 발
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57)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의 GHG의 저감비용
은, 그 나라의 에너지 효율, 생산구조 그리고 재생에너지원의 이용가능
성여부에 달려 있다. 

56) Eric A. Posner and Cass R. Sunstein, (註 12), p.17.
57) Barker, T. and J. Kohler, ʻʻEquity and Ecotax Reform in the EU:  Achieving 

a 10% Reduction in CO2 Emissions Using Excise Duties,ʼʼ Environmental 
Fiscal Reform Working Paper No. 10, University of Cambridge,(1998) in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註 11),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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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의적 관점의 배출권거래제에의 적용
1. 배출권거래제
오염배출권과 그 거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책적 입장에 있어 경제

적 접근방식의 효율성을 논하는 자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환경이론으로는 고전에 속하는 하딩(Garette 

Hardin)이 제시한 ʻʻ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1972)ʼʼ58) 

에 대한 해법과 유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공유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가 무한정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기적인 목동은 자
신의 소들을 배불리기 위하여 이러한 공유지를 계속하여 남용한 나머
지 공유지는 고갈될 것이고, 결국 이는 공유지에 의해 이익을 얻는 마
을공동체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는 방법은 공유지에 
대하여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며, 그가 권리와 함께 그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GHG배출의 저감정
책에 반 된 것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이다. 널리 주지된 바처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교토협약을 비롯하여 국제협약에 의하여 지
구온난화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적 대응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러한 GHG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 핵심은 각 국가나 사업체에 배출총
량을 설정하고(cap) 이를 시장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토록(trade)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Cap&Trade방식)

규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기
존의 명령통제식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시장유인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58) Garrett Hardin, ʻʻThe Tragedy of the Commonsʼʼ, 162 Science 1243-1248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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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는 규제상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59) 즉 이
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대처함에 있어, 국가의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정부가 일괄적으로 ʻʻ언제, 어디, 어떻게 누가, 얼마나 많이ʼʼ를 결정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므로, 시장의 구성원 각자가 알맞은 방식과 정도로 
스스로 결정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60)

그러나 배출권에 대하여는 그 근본적인 개념과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61) 배출권은 결국 배출자에게 
배출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환경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62) 배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염에 대한 권
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환경권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
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환경기준이나 배출허가나 환경배출부과금 등과 같은 전
형적인 환경규제방식도 전적으로 모든 배출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현 상황에서 적정수준의 배출은 허용하되 적정수준을 넘는 배출은 
금하여 공동체 수준에서 볼 때 전체적인 오염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

59) Franzjosef Schafhausen, ʻʻThe Current Status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n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ʼ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2009.9.10), p.43.

60) Id.
61) Hong Sik Cho, ʻʻLegal Issues Regarding the Legislation for an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ʼ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
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위원회
(2009.9.10), p.86. 또한 환경단체나 친환경정책을 표방하는 정치단체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기도 하며, 오염자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이들에게 비용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한다. Johan Eyckmans 
and Snorre Kverndokk, ʻʻMoral considerations in trading pollution permits,ʼʼ 
Hub Research Paper, First draft (February 2008), p.2

62) 대한민국 헌법(1948.7.17제정, 헌법 제1호, 1987.1.29개정, 헌법 제0010호),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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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배출에 대한 규제를 권리라는 이름 하에 둠
으로써 본래 이 제도의 취지가 배출이라는 행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
가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확보가 주된 관심사가 되
거나 자본이 배출권과 결부되어 사회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제도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모순과 오해를 피하기 인해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서는 배출권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교토 크레딧(Kyoto Credit)으로 부
르는 경향이 있다.63)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과 같은 경우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일본에 할당된 배출량이라는 점에서 이를 ‘배출할
당량’으로 번역사용하고 있다.64)

2. 배출권의 분배(할당)방식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배출총량을 설정하는 것

은, 첫째, 배출한도의 적정수준을 얼마로 정하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둘째, 이를 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곤란한 문제를 
낳는다. 효율성의 문제와 분배문제가 반드시 정비례관계를 이루지 않
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염물질이나 GHG배출의 전체적인 저감수준
은 단지 배출총량을 얼마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넘어, 배
출권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와도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전체적인 배출저감수준은 거래가능한 배출권의 분배
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거
래가능한 허가체계는 거래의 결과가 공평한 것으로 간주되어짐을 전제

63) 기타무라 케이,『탄소가 돈이다』, 황조희 역, 도요새 (2008), pp.62-63.
64) 地球温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1998.10.9.制定 法律第107号 2008.6.13.

改正 法律第6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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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효율성의 고려와 정의의 고려는 별개로 분리시킨다.65) 이러
한 주장은 코스(Ronald A. Coase)와 같이 자유경쟁시장에서 권리(배출
권)가 애당초 누구에게 분배되든지 간에, 거래의 결과는 비용효율적인 
것일 수 있음을 역설한다.66)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GHG배출권의 초기분배에 있어 분배적 정의
관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7) 크베른도크(Kverndokk)는 배분
적 정의에 기초하여 배출권에 대한 다양한 분배방식에 대하여 평가한 
선도적 연구자들 중의 하나인데,68) 그가 제시한 CO2배출권의 분배에 
관한 원칙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현재의 CO2배출량에 비례한 분배
• 축적된 CO2배출량에 반비례한 분배
• 국내총생산(GDP)이나 전력구매량이 반 된 GDP에 비례한 분배
• 토지면적에 비례한 분배

65)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註 11), p.33.
66) Ronald H. Coase, ʻʻThe Problem of Social Costʼʼ,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3, no.1, Oct. 1960), pp.1-44.
67)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註 11), p.33.
68) Kverndokk, S., ʻʻTradable CO2 Emission Permits: Initial Distribution as a 

Justice Problem,ʼʼ Environmental Values, 4(2), (1995), pp.129-48. 그는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헌들에 기초하 다. Grubb, M., 
The Greenhouse Effect: Negotiating Targets,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London(1989) Pearce, D.W., Greenhouse Gas Agreements: Part 1, 
Internationally Tradeable Greenhouse Gas Permits,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UK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mimeo(1990) Young, 
H.P., “Sharing the burden of global warming,” in: Report from the 
Institute for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School of Public Affairs, 
University of Maryland 10(3/4):6-10 (1990) Cline, W.R., The Economics of 
Global Warmi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forthcomin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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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에 비례한 분배

첫째, 현재 또는 과거의 배출량에 비례하는 분배는 기득권인정방식
인 그랜드파더링 (grandfathering)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
다. 이 방식은 지구의 공유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출발과 그의 지속을 
용인하는 것이며, 과거의 배출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다.69)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교토협약의 Annex I 국가들이나 선진국들
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70) 따라서 현실적인 반
발이 가장 적은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랜드파더링방식은 과거의 
기준연도(기간)의 배출량이나 투입열량 또는 산출물(kWh 등) 등의 평
균 또는 최고치(혹은 최고치 2~3년의 평균)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식
이므로,71) 기존의 배출자의 배출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주장하는 개발도상국들로부터는 비판되어지고 있다. 이
러한 방식은 결국GHG의 배출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목적에 관심을 두
기보다는 기존의 배출권자들이 배출권의 확보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오히려 배출자가 배출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나
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며, 무상배분방식과 결합되어진다면 기업
이 배출권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그 비용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72) 한편, 현재의 CO2배출량에 비례한 
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한 분배방식 또 현재
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분배원칙을 정하는 것

69) Neumayer, E. (註 50), p. 187참조.
70) 부속서 I군에 속하는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

하여야 하는 비강제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71) 김용건,『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환경법연구』, 제30권 2호

(2008.8), p.371-372.
72) Id.,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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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마찬가지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CO2 배
출량과 GDP의 상관관계를 보면, 특히 1인당 GDP는 1인당 화석연료의 
소비에 따른 대기내의 CO2 축적에 대한 기여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
음이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73)

둘째, 축적된 CO2배출량에 반비례한 분배방식은 앞서 논했던 것처럼 
역사적 고려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대부분
의 개발도상국의 주장논리가 되고 있다.74)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옹호
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75) 첫째, 기후변
화는 시간에 따라 대기중의 온난화가스가 증가하면서 집적한 결과이므
로 온난화현상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이러한 원칙을 지지한다는 것이
다(그림1). 둘째, 역사적 책임은 1974년이래 OECD국가들 사이에서 형
성되어진 원칙인 오염자비용부담의 원칙(PPP: polluter-pays-principle)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 책임원칙은 기회의 균등원칙에 의해 
지지되어진다는 것이다.76) 즉, 누구나 일정한 분량의 온난화가스 배출
을 허용하는 지구의 자연적 흡수력에 기하여 온난화가스의 배출로부터 
이익을 얻을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는 어디에 살거
나 어느 세대를 살아가는가와는 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77)

73) Janssen, M.A., den Elzen, M.G.J., Rotmans, J., Allocating CO2-emissions 
by using equity rules and optimization. RIVM, Report no. 222901012,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1992) in 
Neumayer, (註 50).

74) Agarwal, A., Narain, S., Global Warming in an Unequal World. Centre for 
Science and Environment,(1991); Hyder, T.O., ʻʻClimate negotiations: the 
north:south perspectiveʼʼ In: Mintzer, I.M. (Ed.), Confronting Climate 
Change: Risks, Implications and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323–336.

75) 여기서는 특히, Neumayer의 견해를 참고로 한다. Neumayer, E. (註 50), 
pp.187-188.

76) Snorre Kverndokk and Adam Rose, (註11),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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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의 반대
논거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78) 첫째, 과거의 배출자들이 배출당시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의 결과를 몰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적
어도 온난화현상이 알려지기 시작한 1980년 중반이전의 정책결정자들
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79) 둘째, 선진국의 현세대가 
그 자신이 아닌 오래 전 죽은 세대들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80) 셋째, 과거의 GHG배출로 인해 누리
게 된 이익의 향유는 배출국들, 즉선진국들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들의 과거의 배출이 선진국들의 의학수준이
나 기술개발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그것도 더불어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더 적은 배출을 통해 단기간
에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81) 넷째, 보다 구체적인 
이유로서 역사적 책임을 고려한 인구비례의 분배방식은 선진국으로 하
여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Rose의 연구에 
의하면, 만일 그랜드파더링방식으로 분배를 하는 경우, 2020년까지
16.5%의 배출을 줄이는데 부속서 I군에 속하는 나라들은 약 1,192억 
달러(US)가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반하여, 동일한 저감수준을 달성하
는데 역사적인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비례방식으로 분배하는 경우 
77) Neumayer, E., (註 50), p.188. 
78) Id., pp.185-192.
79) Grubb, M., ʻʻSeeking fair weather: ethics and the international debate on 

climate change,ʼʼ Int. Affairs 71, (1995), p.491 in Neumayer, (註 50), p.188.
80) Beckerman, W., Pasek, J., ʻʻThe equitabl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trad-

able carbon emission permits,ʼʼ Global Environ. Change 5 (1995), p.410 in 
Neumayer, (註50), p.188.

81) Grubb, M., Sebenius, J., Magalhaes, A., Subak, S., “Sharing the Burden,” 
In: Mintzer, I.M. (Ed.), Confronting Climate Change: Risks, Implications 
and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316 in Neumayer, 
(註 50),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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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가들은 9,136억 달러(US)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82) 그리고 선
진국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배출권구매에 소요
되는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역사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인구비례분배
방식은 이러한 비용상의 고려를 생각해 볼 때, 정치적으로 합의되어지
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83) 마지막으로, 온난화 현상은 현재
의 배출과 주로 관련된 것이므로 역사적 책임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이다.84)

셋째, 정의의 관점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방식을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 정의에 관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베른도크(Kverndokk)의 

결론에 따르면, 오직 인구에 비례한 분배만이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분배원칙으로 나타난다.85) 노이메이어(Neumayer) 또한 배출권의 분배
에 있어 인구에 비례하는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86) 역사적 책임을 인
정하기도 하 던 노이메이어에 따르면, 장소와 시간을 떠나 모든 인류
가 지구적 자원환경에 대한 동등한 몫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세대간의 환경정의의 관념을 반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의 분배에 있어서의 역사적 고려는 역사적 배출부채
(Historical Emission Debt: HED)87)라는 개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88) 이

82) Rose, A., Stevens, B., Edmonds, J., Wise, M., “International inequality and 
differentiation in global warming policy,” Environ. Resource Econ. 12 
(1998), pp. 25–51 in Neumayer, (註 50), p.190.

83) Barrett, S., “Acceptable’allocations of tradeable carbon emission entitle-
ments in a global warming treaty,”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Ed.), Combating Global Warming-Study on a Global 
System of Tradeable Carbon Emissions Entitlements, United Nations 
(1992), p.106 in Neumayer, (註 50), p.190.

84)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각각의 반론에 대하여는, Neumayer, E. (註 50), 
pp.188-190참조. 

85) Kverndokk, S., (註 68), pp.129-48.
86) Neumayer, E., (註 50),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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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기 중 온난화가스물질의 감소가 고려되어진 최초 년도의 세계 인
구에 대하여 자국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각 국가들이 GHG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여 왔는가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과거에 자국의 인구비례
량보다 많은 GHG를 배출한 국가는 미래에는 그에 비례한 양보다 더 
적은 배출권을 갖게 되며, 자국의 인구비례량보다 적은 GHG를 배출해
온 국가는 장래에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매년 배출권의 분배에 있어 
플러스HED를 가진 국가들은 과거의 인구비례를 초과한 과도한 배출
에 대하여 장래에 마이너스 HED를 가진 국가들의 HED가 충분히 보
전되어질 때까지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89)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부자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로의 부의 실질적인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
실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사실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크베른도크의 분류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논한 기준들은 주로 일정
한 물리적 지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적 방식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출상한의 
확정과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배출권의 할당 또는 분배는 

87) 여기서 HED에 대한 자세한 수식적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한 국가i
의 HE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Neumayer, E. (註 
50), pp. 185-186참조.

    
 

 


  

  


⋅ 

   여기서, s는 시작 년도이고, e는 마지막 회계연도이다.  는 국가의 
기준년도의 인구 수이며,  는 세계의 기준년도의 인구수이다.  

와  는 회계연도 마지막까지 대기 중에 잔류된 국가와세계의 년도의 
배출량이다.

88) Neumayer, E. (註 50), p.186; Gru¨ bler, A., Fujii, Y., ʻʻInter-generational 
and spatial equity issues of carbon accounts,ʼʼ Energy 16 (1999), pp. 1397–
1416 Smith, K., ʻʻAllocating responsibility for global warming: the natural 
debt index,ʼʼ Ambio 20 (1999), pp.95–96.

89) Neumayer, E., (註 50),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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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배출허가를 부여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행정행위와 크게 다르
지 않다. 이는 규제가 가지고 있는 획일성과 정부실패로 인한 문제점
이 위와 같은 배출권의 할당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따
라서 현실적 배출권분배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보다 활성화된 
시장기능에 기반한 배출권경매방식(Auction)이다. 이 방식은 배출업소
가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배출량을 구매하거나, 기준배출량에 대한 
삭감량을 정부가 경매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90) 배출량의 
경매방식이 배출권의 분배에 있어 역사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오염자부담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다.91)

  

3. 법적 적용과 평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제사회는 배출권의 분배에 있어 어떠한 태

도를 취하고 있을까? 앞에서 말한 바 대로, 이에 대하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충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
도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도 있다. 1972년 스톡홀롬에서의 
인간의 환경에 관한 세계연합회의에서의 선언에서는 각 국가들의 “자
국의 자원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는 다른 나라나 자국의 관할의 범위
를 벗어나는 환경에 손해를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92) 이러한 
원칙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에서도 재확인 되었는데, 이 
협약은 ʻʻGHG의 과거 또는 현재의 배출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 선진
국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ʼʼ하고 있으며,93) 기후변화에 대한 보호에 
90) 김용건, (註 71), pp.371-372.
91) Id..   
92) Principle 21, The Declaration of the 197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in Stockholm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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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94) 이 문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같은 조건으로 묶기 위한 핵심문구로
서,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명확한 차이를 반 한 교토의정서
에서 확인되었다.95)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부속서 I군에 해당하는 국
가군)의 배출에 대하여만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에 대
하여는 배출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다.96) 그러나 이들 
국제적 합의에는 인구비례방식이나 역사적 배출부채를 반 하는 것과 
같은 배출의무나 배출권리의 할당에 관한 구체적 원칙이 밝혀져 있지
는 않다.

보다 최근의 법제도적 움직임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EU의 경우도 각국간의 다른 경제적 사정과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사실
을 고려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97)

그러나 실제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할당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국제적 협의를 통하여 각 국가간의 할
당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거니와, 국내적으로 각 기업들에 배출
권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들간에 소송이 다발한 독일의 예를 통하여 나
타나고 있다.98) 배출권할당에 대한 불만이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들은 
93) Preamble,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ted Nations (1992).
94) Article 3, Id..  
95) 기타무라 케이, 황조희 역, (註 63), (2008), p.58.
96)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국가군은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의 배출수준에 대비하여 5.2%의 감축의무가 있다.
9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8), (註 44), p.5.
98) 독일에서는 1849배출권 할당에 대하여 816건의 불복신청이 있었으며, 350

건 정도가 행정소송으로 발전했다. 大塚直, ʻʻ地球溫暖化對策推進法の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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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재산권침해, 업의 자유침해 등을 주장하기도 하고, 기본법상의 
재산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99) 또한 배출권할당에 대한 불
만이 국제적인 문제로서 발생한 경우는, EU의 회원국에 대한 할당계
획(NAP)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때 집행위원회와 각국들간에 논쟁이 
격화되고, 할당량에 불만을 품은 7개 회원국들이 EU사법재판소에 EU

집행위원회를 제소하는데까지 이르렀다.100)

사실, 배출권제도는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할 여지를 상당히 안고 있
다. 독일에서의 소송들에서 문제제기된 바처럼, 배출권의 할당은 기존
의 행정적 배출허가체계와도 충돌될 여지가 있으며, 배출권의 획득을 
통해 확보되어진 배출에 대한 권리는 환경행정법상의 환경기준이나 배
출기준제도와도 대립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GHG의 저감의
무를 피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한 지역사회가 미세먼지나, 이산화황, 

대기독성물질 등의 배출저감보다 이산화탄소배출권 구매에 예산을 투
입하여, 다른 대기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현상도 나타날 우려도 있
다.101) 또한 배출권의 인정을 통해서 얻어진 배출권은 지역주민들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유지청구와 경합되어질 것이 예상된다.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
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실정법해석태도를 볼 때, 배출권의 사적 권
리로서의 주장가능성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102) 이러한 상황을 볼 

と國內排出取引枠制度の胎動,ʼʼ NBL no. 844, 22, 28, fn. 13 (2006.11.1.), 
p.30, 조홍식,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환경법연구』, 제30권 2
호 (2008.8), p.322에서 재인용.
Id., p.372.

99) 大塚直, ｢地球溫暖化對策推進法の改正と國內排出取引枠制度の胎動｣, NBL no. 
844, 22, 28, fn. 13 (2006.11.1.), p.30, 조홍식, (註 97), p.322에서 재인용.

100) 기타무라 케이, 황조희 역, (註 63), 도요새 (2008), pp.120-121. 
101) Id.
102)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입장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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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배출권의 할당에 있어 재분배적 효과를 수반하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관철될 수 있을지는 
그리 낙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희망을 주는 징후들도 있다.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실제적 현황을 보기 위하여는 앞서 이산화탄
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왔던 독일의 예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은 할당법 2007에서 역사적 배출권이나 2005년
-2007년 사이에 신고된 배출량에 근거하여 할당량을 정하는 그랜드파
더링시스템(grandfathering)을 근간으로 하 다. 그러나 신규시설에 대하
여는 최우수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기준으로 생산할 
경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배출허용
량을 할당하는 방식인 벤치마킹방식을 적용하 다. 그러나 할당법 
2008-2012의 경우 이와 같은 기본적 태도를 유지하되 에너지생산시설
의 경우는 신규시설과 기존시설 모두에 벤치마킹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103) 그러나 최근 EU의 움직임을 보면, 그랜드파더링방식에서 벗어
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즉, EU는 배출권거래 체계를 형성하는데 있
어 각 국가의 할당계획이 EU차원의 단일한 원칙에 의하여 경매방식
(Auction)으로 대체되어지도록 하고 있다.104) 또한,GHG물질배출의 많
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전력부분에 있어 2013년부터는 모두 경매방

권과 같은 사적 권리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최승필,「탄소
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환경법과 금융법의 만남: 녹색
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제96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7.18), pp.36-37참조.

103) Das Zuteilungsgesetz 2007(ZuG); 기타무라 케이, 황조희 역, (註 63), 도요
새 (2008), pp.121-123; Pranz-Joseph Peine, ʻʻNeuere Entwichlungen im 
Emissionshandel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독일의 배출권거래
법의 최근동향),ʼʼ 김명용 ․ 김현준 공역,『한국환경법학회』, 제30권 2호
(2008.8), p.128.

10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8), (註 4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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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배출권을 분배하려는 안을 마련하 다.105) 특히, 배출총량배분
은 원칙적으로 경매방식으로 한다는 원칙적 기조의 변경은 주목할 만
하다.106) 한편, 배분적 정의의 입장에서 취한 정책적 고려도 찾아 볼 
수 있다. EU의 배출권거래체계하에서의 경매권은 저소득회원국의 몫
이 증가하게끔 경매권을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며,107) 1인당 GDP를 기
준으로 감축목표에 경중을 두어 옛 동구권이나 EU내의 개발도상국회
원국들을 고려하고 있다.108)

V. 결론
지금까지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에 직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적 상황이 어떤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정의관념은 이러한 현실
에 어떻게 투 되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정의관념과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인 구별에 따라 교정적 정의관념과 배분적 정의관
념을 기초로 하여, 환경정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 다. 또한 이러
한 정의관념이 어떻게 지구온난화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배출권
할당의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 다. 

그러나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마
련에 관한 논의는 이와 같은 정의의 요구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법적 대책에 있어, 다음과 같은 
105) 그러나 시장에 나오는 전체 배분량은2020년까지 2005년의 21%수준으로 

줄이려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우
고 있다.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8), (註 44),  
p.6.

106) 기타무라 케이, 황조희 역, (註 63), 도요새 (2008), p.126.
10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註 44), p.11.
108) 기타무라 케이, 황조희 역, (註 63), 도요새 (2008),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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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물음이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종국적인 목적인 GHG배
출총량을 줄이는 것이라면,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할 것인가? 아니면 음성적으로 배출총량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
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되면서, 배출권을 구
매할 능력이 없는 업체나 개인은 최소한 필요한 배출권마저 배출권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에 넘겨주고 말 것인가? 이러한 
경우,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또는 절차적 정의는 어떠한 방식으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개념은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시
킬 수 있는 원칙적 함의를 줄 수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실질적으로 완
화하여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의기
준으로 설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면, 지구상의 각 구성원들간에 어떤 식으로 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 공평한 부담의 관철이 만일 지구온난화의 완화라는 공동의 목
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면 어떠한 다른 분배원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비추어, GHG배출권이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 하나의 방식쯤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기 보다는 이용하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남용의 여지를 항상 경계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배출권제도는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하에 다른 규
제방식에 의해 보완되어져야 하며,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구성체들간
의 과거와 예상되는 미래에서의 차이에 대한 배분적 고려가 어느 정도
로는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출
권분배에 관한 정책적 변화는 참고가 될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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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오직 
자연만이 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이 상황을 반전시
킬 수 있을지,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는. 

투고일자 2009.11.06, 심사일자 2009.11.15, 게재확정일자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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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lobal Warming and the GHGs Emission 
Permit Allo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Lee, Eu Bong*
109)

Nowadays, it is globally agreed that the phenomenonof global warming 

is so serious to be disregarded, which is mainly resulted from the human 

industrial activities other than just a natural function. This recognition led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common legal frameworks such as UNCFF 

and Kyoto protocol (1997) so as to alleviate the recently fast-growing 

global warming phenomenon. Even though the global society agrees to re-

duce GHG emission, there have been severe controversies on how to allo-

cate obligations to reduce them. So, this article tried to speculate how to 

allocate GHG emission burden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Although 

there are diverse conceptions on justice, this article focused on rather tra-

ditional distinctions, the corrective justice and the distributive justice, be-

sides the environmental justice. After reviewing those conceptions of jus-

tice, this writing tried to apply them to the global warming context. 

Moreover,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global warming 

context requires the phenomenal speculation both fromthe historical view 

and the futuristic view in terms of GHG emission. Based on this back-

ground, finally, this article applied the perspective of justice to the emis-

sion trading scheme, and analyzed the allocation models on emission per-

mits and the legal approaches on them. 

* Ph.D. in Jurisprudenc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Osaka University, Foreign research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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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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