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지구와사람 런던 출장 보고

기간 : 2016. 2. 1. ~ 2016. 2. 6.
참가자 : 강금실 , 최은순, 김지석 , 정혜진
* 일정
2. 1. (월)
8시
9시

브리핑

10시
11시
12시
1시

UKELA
Chair Stephen
Sykes 등 4인

4시
5시
6시

7시

2. 4. ( 목)

2. 5. (금)

브리핑

브리핑

브리핑

Climate
Strategy

Client Earth

-주제별 Seminar
Henry Derwent
외 7인

CEO James
Thorton

Carbon Trust
James Wilde 외
1인
DECC
Caroline Ross
외 1인

2. 6. ( 토)

2. 7 ( 일)

Schumacher
College 및
지역사회
체험
Gaia

2시
3시

2. 3. ( 수)

영국 대법원
Lord Carnwath

UCL

Foundation

Prof. Richard

30주년 기념

McCrory

Carbon Tracker
CEO Anthony
Hobley

Norton Rose
Fulbright
Caroline May

전시회

Totnes로
이동 (기차 )

Gaia
Foundation
Tom Brenan 등
2인
UKELA
만찬

London으로
이동( 기차)
Schumacher
College
Seaton Bax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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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일정별 개요]
1. UKELA
(The United Kingdom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영국환경법협회 , www.ukela.org)

기관 소개 : 1988 년 만들어졌고 (2018년에 30주년 ), 현재 회원 400여 명(절반 정도가 변호사 회원 ,
그 외 학자, 학생 , 환경운동가 등). 회원 중 대법관 (Lord Carnwarth)이 배출되기도 함 . UKELA에서는
올해를 ‘International’ 의 해로 정했는데 , 그 맥락에서도 우리 포럼의 방문을 특히 환영함
장소 : Lathan & Watkins LLP(영국 최대 법무법인 중 한 곳 ) 세미나실 (UKELA는 별도의 사무실 없
이 이메일, 화상전화 등으로 의사소통하고, 필요하면 회원 사무실에서 만남 )
만난 사람 : Stephen Sykes(chair, solicitor, ‘Sykes Environmental’ 이라는 환경법 자문회사 대표),
Linda Farrow(executive director, 과학자), Pamela Castle(전직 의장 , 환경문제 정책 및 입법 관련
운동기구인 'Castle Debates' 대표 ), Paul Davis(회원, Lathan & Watkins 환경분야 파트너 변호사),
Michael Green(회원, 위 Paul Davis 의 어쏘변호사 )
일정 주요 내용 : UKELA 소개, Castle Debates 소개(사이트 castledebates.org), 우리 포럼 소개 등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UKELA 는 올해를 ‘International’ 의 해로 정하고, 국제협력 및 국제 문제를 중점
으로 다루기로 함. 때마침 우리 포럼에서 올해 방문해 주어서 감사하고, 올해 7월 Brighton에서 열리
는 연례 컨퍼런스에 우리 포럼에서도 참가해 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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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대법원 (The UK Supreme Court)

만난 사람 : Lord Carnwath(UKELA President로 Stephen Sykes 이 주선하고 동행 , 2012년 4월에 대
법관이 되었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음)
일정 주요 내용 : 영국 대법원 소개 ,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대법관으로서의 관심사 논의, 판사들에 대
한 환경의식 고취에 관하여 의견을 나눔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판사들에 대한 환경의식 고취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
을 수 있고 , 원한다면 연락책을 소개해 주기로 함

3. The Carbon Trust (www.carbontrust.com)

기관 소개 : 기업, 정부 , 기관 등의 탄소배출 감축을 돕는 컨설팅, 정책 조언, 투자 및 기술 지원 등을
하는 회사
만난 사람 : Darran Messem(International Director), James Wilde(Managing Director)
일정 주요 내용 : Carbon Trust 소개 , 기술지원 프로젝트, 한국과의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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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CC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www.gov.uk/department-of-energy-climate-change)
기관 소개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기존 산업
부 에너지 담당과 환경부 기후변화 담당을 합쳐 구성됨
만난 사람 : Sara Clarke(DECC의 국제 업무 중 한국 및 인도 담당자 )
일정 주요 내용 : DECC 소개 , 파리 협약 설명 , 에너지기후변화부와 다른 정부 부서와의 업무 협력 방
안 설명 등

5. Prof. Richard McCrory (University of College London 법학과 교수 )
소개 : Stephen Sykes 이 주선하고 소개하여 만남. McCrory 교수는 일찍이 ‘ 지구의 벗 ’ 변호사로 활동
하다 UCL 교수가 됨 . 환경 관련 법안 발의 등에 조언을 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 담당
일정 주요 내용 : 영국의 기부변화기본법(UK Climate Change Act 1998)의 특징 ,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

6. Carbon Tracker
(기후변화 문제를 금융 및 투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비영리 법인, www.carbontracker.org)

기관 소개 :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싱크탱크 . 기후 변화의 실정에 맞게 자본 시장의 움직임을
조정함으로써 기후 안보에 이바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멤버들은 대부분 애널
리스트 . 기후에 대한 리스크를 금융에 대한 리스크로 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만난 사람 : Anthony Hobley(CEO, 영국의 대표적인 로펌 중 하나인 Norton Rose Fulbright에서 파
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기후변화 문제가 단순히 환경 문제로 전달되어 심각성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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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2월 Carbon Tracker를 설립함 )
일정 주요 내용 : Carbon Tracker 소개 , 기후변화 문제에서 금융 및 투자의 중요성 설명, 국제협력(일
본 및 중국 단체와는 어느 정도 협력 관계가 있다고 함)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Carbon Tracker 홈페이지 자료를 번역하여 우리 포럼 홈페이지와 링크하는 방
안 논의 . Carbon Tracker에서는 퀄리티만 보장된다면 자료를 갖다 써도 상관없다고 함 . 현재 7개 언
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시아권 언어로는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음 (일본의 어느 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함)

7. Climate Strategy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 www.climatestrategies.org)

만난 사람 및 일정 주요 내용
환영인사 및 세미나 소개
9.00 ~ 9.30

Henry Derwent(Climate Strategy 자문위원 , 영국 환경부에서 오래 근무하였음)
Navraj Singh Ghaleigh(University of Edinburgh, 로스쿨 교수)

9.30 ~ 10.15

10.15. ~ 11.00

11.20 ~ 12.00
12.00 ~ 12.45.

해운 및 항공 탄소배출 규제의 현안과 문제점
Joanne Scott(UCL 교수 , 유럽법 전공), Tristan Smith (UCL 교수, 과학자 )
UK/EU 회사들의 탄소 관련 공시 의무 (company disclosure)
Jonathan Church and David Cook(ClientEarth, 변호사)
탄소 포집 및 저장
Stuart Has zeldine(University of Edinburgh 교수, 지질학자)
탄소 가격 매기기 및 파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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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 Grubb(UCL 교수 , 지속가능연구소)
12.45 ~ 1. 15.

종합 토론

8. Norton Rose Fulbright LLP (영국의 대표적인 법무법인 중 하나)

만난 사람 : Caroline Rose(UKELA 오랜 회원이자 자문위원, 환경법 파트너 변호사), Christina Jeong
(정다운 , 뉴질랜드 변호사 , 환경법 어쏘 )
일정 주요 내용 : Stephen Sykes 의 소개로 만남 . 영국 펌 환경법 변호사 현황 등

9. Gaia Foundation (국제적 환경 보호 비영리재단, www.gaiafoundation.org)

만난 사람 : Tom Brenam 등 직원 세 명
일정 주요 내용 : 가이아 재단 소개, 지구법 논의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유엔 자연의 권리 옹호 모임인 ‘Harmony with Nature'라는 프로그램에서 올
해와 내년을 ‘ 지구법 해’ 로 정하고 리서치 중이라고 함 . 우리 포럼에서도 적극 참여 필요
올해가 재단 설립 30주년으로 마침 30주년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어 일요일에 전시회를 다녀옴 . 전시
내용은 가이아 재단의 역사, 주요 활동 (아마존 보호를 위한 활동, 아프리카 일대 성스러운 지역 보호
활동 등 ) footage, 지구법 관련해서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 개념 등을 소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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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녁식사 초대
만난 사람 : Ben Stansfield(UKELA vice-chair, Stephenson Harwood LLP 파트너 변호사), Lorrae
Hendry(같은 회사 어쏘 변호사)
일정 주요 내용 : 방문해 준 데 대해 고마움 표시 , 한국 사무소를 통한 협력 방안 등

11. Client Earth (환경 공익 로펌, www.clientearth.org)

기관 소개 : CEO James Thornton은 미국 NRDC1)에서 일하다 파트너를 따라 영국으로 이사해 영국
변호사 자격을 따고 , 2007년 영국판 NRDC 와 같은 Client Earth 를 설립. 유럽 최초의 환경 전문 법률
조직. 직원 80여 명 . 그중 60명 정도가 변호사 . 그 외 과학자 , 운동가, 정책담당자 등 . 런던 외 벨기
에 브뤼쉘,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무실이 있고,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낼 예정
만난 사람 : James Thorton(CEO)
일정 주요 내용 : Client Earth 소개(세우게 된 배경, 하는 일, 주요 성과 , 운영의 노하우 등 )
CEO의 경험 공유 : 다음의 5단계로 접근
(1) 과학으로 시작 : 객관적인 과학적 자료 수집
(2) ‘좋은 정책 ’이 무엇인가 고민 :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내놓기
(3) 입법 단계 : 충실한 자료 및 효율적인 접근으로 관계자 설득
▶ 내용 충실 : 기업 쪽에서 동원하는 많은 수의 변호사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로 입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효율 : 국회의원에게는 1장짜리 요약 보고서, 기관장에게는 3장짜리, 실무자에게는 자세한 자료
제공
(4) 집행 단계 감시
(5) 소송
▶ 기관의 총 인력과 시간 중 3분의 1 정도만 투입 / 소송 결과의 영향은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선택

* 승소 선례 – Air Quality Case (ClientEarth vs DEFRA)
유럽연합에서 정한 대기질 수준을 영국 정부는 지키지 않고 , 이를 지킬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음.
Client Earth에서는 유럽법을 집행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2011년 기획 소송 제기
1) 1970년 환경법 변호사와 법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환경공익재단. James Thornton은 레이건 정부 시절 수질법 관련 80여
사건을 연방법원에 제기해 승소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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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을 영국 정부에 적용할 수 없다며 각하
▷ 2심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을 영국 정부에 적용할 수 있으나 , 유럽연합 기준은 집행하기에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실은 몇 년도까지 얼마 기준으로 맞추라고 되어 있어 충분히 명
확하였음)
▷ 대법원에서 2013. 3. 1.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최
종적으로는 승소
▷ 이 사건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영국 정부의 기준을 다시 정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EU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 소송 진행 중
▷ 참조 : http://www.clientearth.org/clean-air/air-pollution-litigation/
* 승소 선례 – 폴란드 석탄발전소 사건
폴란드에서 석탄발전소 14개를 건설 중인데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족했다거나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단 소송 제기. 현재까지 5개 발전소가 건설 중단됨. 9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
▷ 이 소송의 목적은 발전소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 . 지연되는 동안 석탄발전소 투자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그 사이에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
▷ 소송 중 러시아 가스업체의 대변인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재무부장관이 ClientEarth를 ‘국
가의 적 ’으로 규정하고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기도 하였음
▷ 5건 소송을 이김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 (유력 경제지에서 ClientEarth에 폴란드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고를 부탁하기도 함)
▷ 참조
http://www.clientearth.org/news/press-releases/polish-energy-group-cancels-plans-to-build-new-coal-f
ired-units-in-opole-power-plant-2154
▶ 준비 중인 기후변화 기획 소송 (실험적 소송 )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 중, 상법
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을 근거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투자에 대한 해석
을 얻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국민연금 (Pension Fund)의 이사회를 끌어들여 준비 중
▷ 영국 민사소송법상 ‘friendly process'(원피고의 대립 없이 법원에 대해 조항의 해석을 묻
는 절차로 보임.. 법원에서 원하는 해석이 나오면 다른 기업도 따라가니까 파급력이 있음 )
활용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2016년 베이징 사무소 개소 예정이라고 함 . 관련 자료 제공 및 한국에서도 입
법 /소송 관련해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적극 돕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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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chumacher College (www.schumachercollege.org.uk)

기관 소개 :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의 저자 E. F. Schumacher의 정신을 토대로 세운 대안적 교육기관
만난 사람 : 자원봉사자 여러 명 , Seaton Baxter 교수(슈마허 대학의 3 개 과 중 Ecological Design
and Thinking 담당 교수)
일정 주요 내용 : 슈마허 대학의 설립 과정 , 학교 운영 방식,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소개(석사과정으
로는 Holistic Science, Economics in Transition, Ecological Design and Thinking, 이렇게 3개 과
정이 개설되어 있음 ), 수업의 특징 ,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설명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1주일 교육 프로그램, 혹은 가능하다면 1년짜리 석사과정에 회원 중 일부라도
참여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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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문 평가]
UKELA
(1) UKELA e-law 2016 년 3/4월호, 93호 (연간 6번 나오는 전자 소식지 )
▶ ‘International’ 해에 우리 포럼이 방문한 것에 대한 감사 및 앞으로 기대하는 교류 내용
(2) UKELA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Stephen Tromans QC와 조찬 모임 (2016. 4. 19. 서울 )
▶ S. Tromans QC는 1991 년 영국 <Lawyer> 매거진에서 환경 분야에서 ‘Lawyers’ Lawyer‘로 선정
된 영국 환경 분야 저명 변호사
▶ UKELA 가 회원들에게 보낸 e-law를 읽고 자신이 서울 방문한다고 의장에게 연락해 이번 모임이 성
사됨. UKELA 와 우리 포럼과의 협력 방안 논의하기 위해 만남
▶ UKELA 의 주력사업 분야로 ① 환경 이슈 관련 변호사 교육 ②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컨설테이션
등을 통한 정책 방향 수정 ③ 일반 시민교육(웹사이트 Your Environment)을 들었음
▶ S. Tromans QC는 Environmental Law Foundation 회장을 4년간 역임하기도 했음. 위 재단은
UKELA와 별개 조직이지만 멤버가 겹침 . 정부 결정 및 정책 관련 소송에서 초기 조언을 주고 소송도
진행. 변호사들은 무료 변론. 현재 디젤차 증가로 질소산화물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건강피해 사건 소
송 진행 중
▶ 1년에 4번 정도 아시아 지역으로 출장 . 날짜를 맞춰 세미나 등 행사 추진 가능성 있음 .

UN Harmony with Nature 참가
▶ 프로그램 소개 : 2009. 4. 22. UN 총회에서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로 지정한 이후 지
속적으로 온라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음 . 올해 및 내년의 주제를 ‘Earth Jurisprudence'로 정해 성과 정
리 등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함. 대화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유엔 총회에 내고 유엔 총회에서는
결의문을 내는 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임
▶ 강금실, 송기원 , 최선호 , 최은순, 김성진 변호사님이 기명 초대받았고, 박태현 교수님, 김영준 변호사
님도 참가함

종합 성과
(1) 기후변화 분야 : 포럼 창립 초기에 기후변화 대처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영국의 현황
을 체험함으로써 포럼의 활동 방향을 잡는 데 귀감이 됨
(2) 지구법 분야 : 지구법을 제창한 토마스 베리를 초청하여 ‘지구법 모임 (Earthjurisprudence
Meeting)'을 시작한 가이아재단과의 제휴로 UN 모임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됨
(3) 생태교육 분야 : 현장 방문을 통해 포럼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 수립이 필요하다는 자성과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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