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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리 마타이를 꿈꾸던 소녀, 유엔에 첫발을 내딛다

고등학생 시절, 2004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아프리카 그린벨트 운동을 이끈

‘왕가리 마타이’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고자 했던 그녀의 삶을 보며 나도 자연과 공생(共生)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환경운

동가’가 되겠다고 진로를 정하였다.

나는 조경학도로서 생태학, 수목학, 조경계획 및 설계학 등을 공부하였고, 학부 2학년

부터 석사 졸업까지 총 5년간 생태조경연구실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교내에

서는 환경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교외에서는 환경부가 주관

하는 전문인력양성과정1)을 이수하며, 환경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한 기초실력을 쌓았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유엔이라면 모든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품게 되었다. 이후, 외교부가 주관하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하여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정부에서의 실무경험이 국제기구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나는 우선 국내 정부기관의 취업을 도전하였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입사한 나는 약 3년간 감축목표팀의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였다. 주요 업무는 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2) 설정에

있어 기술적 지원, ②「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수립 지원, ③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를 담당하였다. 본 업무를 통해서 나는 3가지 교훈과 3가지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아래 표 1, 2 참고)

약 3년간 정부기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경험을 쌓은 것은 국제무대에서의

경력을 쌓기 위한 전문분야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막연하게 ‘유엔에 가고 싶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었던 것도 본

업무경험 덕분이다. 이후, 나는 나의 커리어를 위해 국제거버넌스에 관한 공부의 필요성을

1) ① 2009년 제2기 하천 생태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 ② 2013년 제4기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 ③ 2013년 

제5기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2) 업무에 임할 당시에 파리협정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도된 자발적 공약(INDC)이라고 명명하였고, 2016년 11월 

4일자로 본 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intended'가 제외된 ‘자발적 공약’이라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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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 회사를 그만두었고, 현재 국제평화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으며, 대학원에서 공부

하던 중에 유엔 인턴의 경험을 얻게 되었다.

•첫째, 공공재의 ‘경합성(競合性, rivalry)’과 ‘비배제성(非排除性, non-exclud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문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기술적 해법만이 답이 아닌 사

회적․정치적 해법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

•둘째, 사회적․정치적 해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이해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이라는 것, 이로 인해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3)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정보교류가 중요하다는 것.

•셋째, 정책의 불확실성(uncertainty)은 이해당사자의 정책적 기조의 변화에 대한 불안함

(fear)을 증대시켜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있어 근시안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환경정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표 1] 실무경험을 통해 배운 3가지 교훈

•첫째,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목표 수립’의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며, 각종

통계 데이터를 해석하고, 엑셀과 통계프로그램(STATA) 기반의 데이터 분석능력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복잡한 온실가스의 체계를 의사결정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공식문서를 작성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셋째, 다양한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정책수립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표 2] 실무경험을 통해 쌓은 3가지 실무능력

이렇게나 빨리?! 연락이 오다니! (feat. 최고의 행운) 

유엔의 채용시스템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언제 지원결과를 알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기구는 내가 지원한지 1년 만에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고, 어떤 기구는 지원을 한 후 6개월 이상 ‘서류심사’ 중 이라고만 공고되기도

했다. 불투명한 채용시스템과 2번의 면접에서 고배를 맛본 나는 ‘유엔’에 대한 꿈을 접게

되었다. 그리고 졸업논문 작성에 집중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를 하다가 답답함이

들어 우연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채용사이트를 접속하게 되었는데, 내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실무경험과 비슷한 분야에서 인턴 채용공고가 발표난게 아닌가?! 나는 바로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거의 한달 후에 면접을 보고, 일주일 뒤 합격통보를 받았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느낌이었다. (그림 1 참고)

3) 두 명이 참가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하나. 서로 협력하면 둘에게 다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에게 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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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NFCCC 사무국 MDA Programme 채용절차

내가 이렇게 신속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본 직위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과

나의 실무경험이 잘 맞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면접 때 질문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들을 주로 물어봤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이 전에 내가 참여했던 2번의 면접에서는 주로 자기소개, 지원동기, 그리고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보편적인 내용을 물어봤다면,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의 경우 IPCC 가이드라인 중 어떤 버전을 주로 사용했는지, 온실

가스 MRV(측량, 보고, 검증)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었다. 내가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업무경험을 예로 들며

답변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인턴쉽의 기간은 사무국에서 통상 최대 6개월까지 제공

된다. 하지만 나의 경우처럼 인턴쉽 자체가 학과 커리큘럼에 필수과목(mandatory)이

아닌 경우, 독일 정부에서 3개월의 워킹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나는 3개월 동안

인턴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사무국 인턴은 무급이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근무기간 중 사무국 내의 제도가 변경

되어 인턴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주었다.

사무국의 MDA Training&Certification Unit의 팀원으로서 배운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당사국 총회(COP)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보고서는 프로세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 국가에서 지명된 검토자(reviewer)들에 의해

기술적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사무국은 본 검토 과정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인벤

토리 전문가들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IPCC 가이드라인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즉 온실가스 산정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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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됨에 따라 교육내용이 재편집된다. 본 업무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

온실가스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변화와 임업(LULUCF) 총 5개의

부문으로 구분되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각 부문의 전문가들과 사무국 직원의 협업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개정업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산정

방식의 고도화는 정보가 그만큼 방대해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은, 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온실가스 기술검토 과정에 대한 경험과 이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도화 된 정보와 강의수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강의의 치명적 약점은 사용자가 전 강의를 이수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술검토에 참여하기 전, 모든 전문가들은 강의를 이수한 후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절반 이상이 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사무국에서 강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본 개정작업도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강의 템플릿을

구성하고,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

였다. (그림 2 참고)

[그림 2] 담당업무 관련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 중 일부

본 업무에 참여하며 나는 사무국 직원으로서 ‘조정(coordination)’의 역할이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첫째,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것처럼, 각

부문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사이클대로 작업을 진행하며, 중간 업무결과를 사무국에 제출

한다. 각 전문가들이 강의 내용의 초안을 각 챕터별로 작성하여 보낸다는 뜻이다. 이후

사무국에서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다시 피드백을 보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각 전문가

들과의 미팅부터 피드백을 도출하기까지 업무의 양과 시간 배분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둘째, 업무의 질과 관련이 있다. 사무국은 데스크 업무가 많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하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령, 본 개정작업에서, 일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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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사용자가 잘 모를 수 있거나 알아야만 하는 기초정보를

강의 내용에서 누락시킨 경우가 있었다. 워낙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사무국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나의 실무경험과

현장에서 배운 업무기술은 피드백을 도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실무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강의 내용의 구성을

짜는데 있어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만약, 내가 실무경험이 없었다면,

본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무국 분위기는 우리와 같은 인턴을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으로 생각

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하는 동료로 생각한다. 이에, MDA Director의 배려로, MDA 조직

전체의 회의와 내가 속한 Training & Certification 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MDA

조직 전체가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많은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각 팀들

간 그리고 각 팀의 구성원들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사무국

내에서 화상채팅으로 많은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사무국 직원은 국제협력에 있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유엔 직원으로서 배운 점

흔히 뉴스에서는 ‘미국의 외교 전략이 이렇다더라’, ‘중국의 외교전략이 이렇다더라’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임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에서 일을 하며 배운 점은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가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유엔이라고 하면

각 국가의 대표가 원탁 테이블에 앉아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손을 드는 장면을 흔히

떠올렸다. 하지만, 내가 사무국에서 일을 하며 본 유엔의 모습은 달랐다. 나는 업무 외에

사무국에서 열리는 여러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4), 화이트보드를 펴놓고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토론을 하던 전문가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모두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과 열정이 샘솟았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반대하던 창가(創価)교육의 창시자이자 철학자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는

그의 저서 ‘인생지리학’(1903)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생존경쟁은 필수불가결이다. 인간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류는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이 ‘경쟁’의 에너지를 군비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승자독식’이라는 냉험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이는 인류의 생존에 역

4) 참여한 회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6th meeting of Lead Reviewers for the Review of Bienial Reports and National Communications

   ․  6th meeting of Lead Reviewers for greenhouse gas inventories

   ․  REDD TA Forest Reference Levels 2018

   ․  Expert meeting: Fifteenth Meeting of the Adaptation Committee

   ․  BBL: COP24 Outcomes on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Par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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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상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인도주의의 경쟁’5)을 추구해야 한다.”

나는 이 철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파리기후변화 협약의 채택은 ‘승자독식’과 힘의

논리로 이루어졌던 과거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의 경쟁을 향한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의 탈퇴를

예고하긴 했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참여했다는 점. 둘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그 누구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운명을 인류가 맞이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사무국에서 봤던 열띤 토론의 모습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유엔이 국제협력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파리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을 목전에 둔 지금, 오늘도 사무국에서는 각 국의 대표단,

전문가, 사무국 직원들 등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유엔’의 가

치는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한

다는 점이 아닐까? 내가 유엔 직원으로서 배운 점은 나는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다.

마치며...

“분열과 혼란이 국제정세를 지배하는 현재의 어려운 시대에, 유엔헌장에 담긴 이상을

이루기 위해 새롭게 결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는 평화유지와 군축촉진을

가능케 하는 국제기구로서 ‘유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기구도, 인류가

진지하게 이용하고 그 기구의 권위강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힘써야 비로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이 없으면, 인류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구적인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6)

얼마 전 감명 깊게 읽은 책의 한 구절이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에 입구에 ‘Richard

Kinley Gallery'가 있다. 이 곳에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적과 노고가 담긴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나의 전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노고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시기별로 당사국총회의

핵심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협상가들의 좌절, 슬픔,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이 느껴지는

표정을 보며 국제협력의 어려움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혹자는 교토의정서의 실패를 언급하며 국제협력 붕괴와 유엔의 역할 부재를 주장하기도

5) 출처: Bethel, Cayle M, ed. 2002. A Geography of Human Life (English Edition). pp. 285-286. San Francisco: Caddo 

Gap Press.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함께 첨부한다.) 

   “There is no simple formula for his humanitarianism. Rather, all activities, whether of a political, military, or 

economic nature, should be conducte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humanitarianism. What is important is to 

set aside egoistical motives, striving to protect and improve not only one's own life, but also the lives of others. 

One should do things for the sake of others, because by benefiting others, we benefit ourselves. This means to 

engage conscioulsy in collective life. 

6) 이케다 다이사쿠. 신인간혁명 30권下, 화광신문사(2019),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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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1979년 세계기후회의(World Climate Conference)를 시작으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채택까지 인류가 ’기후변화‘의 논의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던 것은, 내가

갤러리에서 본 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나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현재 시급한 과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인턴쉽은 나에게 ‘국제

무대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아닌, 나도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안겨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작은 바람은, ‘유엔 직원’이라는 꿈을 향해,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며...,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다른 이들에게 나의 이 수기가 조금이

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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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유엔 본 캠퍼스 외부, 유엔사무국 옆에 다른 유엔빌딩이 있는데 그곳 23층에 식당이 있다.

식당에서는 라인강과 함께 독일 본의 전경이 다 보인다 

출근길마다 나를 반기던 백조와 흑조, 그 외 많은 

야생동물들이 공원에 살고 있다.
당사국 총회 때 사용했던 의사봉과 각 문서들

'School Strike for Climate' 10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행동촉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