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10:00~12: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10:00-12: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룸

<PROGRAM>
09:40~10:00

등

록

10:00~10:10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좌

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1발표: “배출권거래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10:10~11:00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
제2발표: “탄소배출권거래법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 원장)

11:00~11:10

Coffee Break
패널토론
좌

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패

널: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

11:10~12:00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 원장)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 교수 )
(가나다 順)
12:00

폐

회

주제발표 1

“배출권거래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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ࢽٕЕࢇձ˲ࢿѰଯ˕߶ۏˁࢪԯࡶʃ߇ଥ۰ࡪࠉଜʯऑଥΟʀ؏ТЬĚ

ϗࡖࢊࢇָоԶԂҡࠝࠉ۶



㨚ᆾ#ᢷᏮኞ/#ሮᵖⷚᆾ#↾ኞ#
؎˽ʝԋࢼծଙࠃВֹ૯۳ࢺࢄֹ૯ЮࡳۺଙࠃВ؎˽ʝԋࢼɹଔ࠾


ࠟݨɼؑݛষ̀ࢂଟкʠԎ߾˗ଞئթࢿ࣏ ּࢶ ࢇࡵئࢵੋܕϡۛئق̛ࢠ۽ࢿ࣏߾ҬԂࠜݥɹ؎ݘ˽ࡳ
ʝԋଙВࢼѣծѣࢌଡࡳԻ̛ࢠݤނМࡶࡈଜࠆ୪˕ࢶࡳԻ˯ɹࡿࠜݥɹݘʀলֹ૯ծЮۺଙВʥࡳֹࢳࡳԻଞЬ



ݽٚѪ೧֣࢝ਤࠁبܐ

8. лଛ؎ ࡿ˯״˽ʝԋࢼ

̊ࢼʅѣ୕س؈ࢶߟּ˗չࢿ؎˽ʝԋࢼ



؎˽ࡿۺʵଯࡳ˽ی࢟ەأԻ۰ࢂ۽ओࡶࢉࢽଟܹࡳֲЬփଗࡁଞˁࡉئթࢇΟ˓˓ـչ߾ࢂଜࠆ
ࢿଞଟܹЕʨࡳԻؿЕʨࢇкؑষ̀ʠԎ߾˗ଞ˱ࠉࢶئیফˁऑ

ę؎˽ࡳଜзଛЩĝԂЕʨࡵ࣏ૢ˓߾ی۰ĜѥࡳॣߪίЩĝԂЕֆ˕Ьծए߉Ь





ؑষ̀ʠԎ˲ئୣ˕ձߔѿˈؑ૦ѹ
ϡۛࡕࡢࢠ۽ୣࢂϗࡖࢊؿѦՎ





ҙࢿߨ

8. лଛ؎ ࡿ˯״˽ʝԋࢼ

̖ϗࣸࡳԻଜзࡳ५ऐߴࢄࠩՋଜˈΰϗٕਫ਼ؿʵࢳࡰԸ؎˽ʝԋࢼծݡପ ˁٕоԶ߶ ˈؿה

ࡪԡ߾۰߭أएˈЕੈࢼהࡿ࢝ݡܒձٗ۱ଜˈ
߭ӊʯیऌࡰۮԸࡳۑʥࢉɼ߾оଞˈࡸ߷

ęଞ˲߾۰ЕࡪԡঈԠࡧ୕ѶࢴԬߪߴࢄ࢝ݡ
ٸԼؑষ̀ʠԎձݤଭଜшԂѦݡݥɻʝԋɹ
ࢇߪΜ̜̘лଙВʥࡲבնЬĚԂЕߩ̛Ѧкࠉ߷ࡸ

ࠝԮˈؿ۰ଜЯٕ߾Ек˱ࢠࠪݤଡ͉

Ĝ ϔѣ'7؎˽ʝԋۼ ָ̊ࡒ࣌ߜࡲ࢝ݡˀࡲପ  ĝ

ԂЕ˱חঌٕ

߅ցѦоଞؑࢂ˲ষ̀ʠԎࢿݤଭࢂ࣯ٕה۰Еࢇࢿ
ࢇࢇࢠݤੲտࢄΜոʥࡳָի˅ࢎВָߣ




ଛ؞ߪΟࢺॷࡲࢵл࣭ऌ߆ВЩ




ˁٕ߶ؿˈؿהѦՎϗࡖࢊ







ৈࠛഛपೞ

8. ֖ࡵփ

ᢾ㬚↺ጫ#㚂❊⢚ⵣ⳾111#

8GT[6JKP/CTMGVȥ9ROXPHULVN8QFHUWDLQW\
*KIJN[%QPEGPVTCVGF$W[GTğU/CTMGVȥ0DUNHWSRZHULVVXH

ࡧԸࡈࢴԬ߷ࢇ࢝ݡЬȥ6TWGWR2GTKQF߾ʠԎखࣸ
؎˽ࡿۺࢳأʵࢇֻҬԂ۰2IIVHWѦָٙٗ!ٖୖࢴࠃࢄۺݥடЩ

ؑষ̀ࢂ۽ʸଯࡳ˽ی࢟ەأԻ۰ࢂ۽ओࡶࢉࢽଟܹࡳֲЬփଗࡁଞˁࡉأզࢄΜ
ːːؽնࡿଙࠃࢼଛଟܹЕʨࡳԻؿЕʨࢇк

ؑষ̀ʠԎ߾˗ଞ˱ࠉࢶئیফˁऑ



ⴲⷚ#⭲᭹ቊ#㬞#ቁⴶᆾB#

'ZRQUVଟк˕$GPEJ/CTMଟкࡶফоࡈ

1HHUGVࡶ࢝ݡ۽


ϡۛݤئق̛ࢠ۽ଭԶۘࢂ˯ɹʀলֹ૯࣌ଡࢼۊ
7ORKTGė!%QCEJٕঈɾࠇଟٗж



ʅ୕Ѷֹ૯˔նࢼ
 1HHUGV





ଵҊӝറ߸ചഈডࣁٜৈࠁӝ  
Ꮾ㲂≾㰒㯏⬻ᴾB#

ጎ㝞#⛚㫂ᴺⴲ⽆#

ϗࡖٱԂओչࡉࢽۘୣࢂ߾۰ॹϔࡓ୧
ୃࢢʋ˯ɼ

̛୯Еě%QOOQP%QPEGTPĜRUě%QOOQP*GTKVCIGĜ"

ęٗଞ˒ଚࢳୖߴࢄۺݥЩВࢄࡧԸ࣏ձࠉ̛ଜִ߇ѹЬĚ


̛୯ضߟࢿ࣏ତࠖ؏ࢶ࣏ݤଭࢂࡕ


ęк˲یҚࡵૡ˕۽ːѭࡿ̍ԙΜ५୕شѶॷࢋ %QOOQP$WV
&KHHGTGPEKCVGF4GURQPUKDKNKV[%$&4 ˕Мԯ߾ҬԂࢉզࢂୃࢢ
Ԏۿоࢂ࢈ࡶࡢଜࠆ̛୯ݛݤ੬ࡶؿଥߞଞЬĚ


̛୯ضߟࢿ࣏ତ˓Ѱࢂ̐ԜΟ८طѹॺࢎࢂࡕ


&OHDQ'HYHORSPHQW)XQGɼ
&'0ࡳԻ






˩ੲ֦ПईÆ





㐶㖢➺㘪#

ኂᶇ㰒᧚#㈃ⵂ##
(8ěϗ̧एࢊقěaĜϗɾ˲ʃࡶ࣯ࢠ


3'.41UВࢺࢳୃזیࡿୃ˒ە


氦崃͑
͖ͩ͑͞

峲柢橊͗͑
殶畲岂決喞͑
喞
͖͑͡
沂懾͑
͖ͧ͑͞

玖喞埪͑
͖ͧ͑͞

惾剳͑
惾
͖ͨ͑͞

坺滎͑
岢姢͑
岢
笾渂͑ ͡
͖͑͡
͖ͩ͑͜

ę-DSDQZLOOQRWLQVFULEHLWVWDUJHWXQGHUWKH.\RWR3URWRFRO
RQDQ\FRQGLWLRQVRUXQGHUDQ\FLUFXPVWDQFHVĚ

ęࢊ߭ࡵقӁ࣏ʢ߭Ӂۘଢ଼߾۰Ѧ˩ੲࡿࢺۭࡿࢄկࡰԸ
˯ɹֹ૯ծ۳ࢺଙВࢇࡲߴࡳʥࢋĚ

7KHEULHIVWDWHPHQWPDGHE\-XQ$ULPDZDVVJGUVTQPIGUV
\HWPDGHDJDLQVWWKHSURWRFROE\RQHRIWKHODUJHVWHPLWWHUV
RIJUHHQKRXVHJDVHV


7KH*XDUGLDQ


ଵҊӝറ߸ചഈডࣁٜৈࠁӝ  
ጎ㝞ⴖⷓ⛚ⴖ#ቮ㬦#
3'.41UВઞչܶߴЩ
+RW$LUɼοהքЬ

$[TF*CIGN4GUQNWVKQPࡶࡳݤԻ
؏ଢ଼ଜЕ˲

(8%XEEOH߾ЕʝૺࢄӬ
ЬࡳݤԻٕ߭Ь

%JKPC&GXGNQROGPV/GEJCPKUO&'0
ࠟݨɼݛձքࢇؑষଜЕձࡉо




ጎ㝞ⴖ#⇖ⵏⱧ#㔒㥚㬖#
˩ੲࡿࢺۭ५ːߜ̘ɻࣵ
3'.41UЮۺୀ







 FEGUⴂ#♪⟖㬖ᴺ##

ָҕз˯ۉʬࢳࡅɹЙଛ CRRNKECDNGVQCNNRCTVKGU Իੵਐ
ܹࢶئЯӖЕࢳأ୧ԬࡶɼएЕଢࢂʼ˕ձϗ̧एѦষଟ
ۚԻࡋଐԔ૪ࡶষ؈ੁݤЕіଢࢂ ш؆ଐԔ૪ 



$SSOLFDEOHࢂࢂЕؼࢳࢳࡅࢇιࢇզࢳࢳࡅࢇι


/LNH0LQGHG'HYHORSLQJ&RXQWULHVRQ&OLPDWH&KDQJH/0'&V 
ࢇԂЕ%$&4ܶۉлձʼࢉ˲ࣸ۽Ѧتό࣯ࠁԂҟʎ˲

ęːѭࡿ५୕شѶॷࢋࡿࡒࡲ̛୯ض߾ࢿחоଞ˲ࢿԯࢂ
ଦֲ̛ࢇݪটɼѸЕʨࡳԻࢴାୃࠃࡿەऌɹߴЩĚ


ଜʰк˲یদୣ߾۰ࡕ˲ࣸࠝদչࠉ۶




4XDQWLILHG(PLVVLRQ/LPLWDWLRQDQG5HGXFWLRQ2EMHFWLYHV
ÅÆ2NGFIG4GXKGY


&RPPRQ%XW'LIIHUHQFLDWHG5HVSRQVLELOLW\
ÅÆ1DWLRQDOO\$SSURSULDWH0LWLJDWLRQ$FWLRQ


۴ऑ˲ʎѦ˲

ÅÆ۴ऑ˲۱ʋѣ˯ফ˲ٺ

ęࢇԜଞ ϡֻۛ ࢠ۽љࢇएࡳࢶܖԻ؈ࢷଜࠆଞ˲߅ڸТԂ
ऌˮঞࢴࡿۗԸࡈࢴ઼ԙЩࢋࡳԻۏѺܹЬĚ


оଞࢂ˲ɼˬࠇଟࡶʈ࣏ଞࢇָоԶଜʰࠉ۶




Ꮾᡒ#᭞ᙖኞ#ᢢὪᡒ#⍆㚒ᢢ#


,Q'RKDYGJCXGETQUUGFVJGDTKFIGHTQOVJGQNFENKOCVG
TGIKOGVQVJGPGYU[UVGO


:HDUHQRZRQRXUZD\WRWKHJOREDOGHDO


,WZDVQRWDQHDV\DQGFRPIRUWDEOHULGH,WZDVQRWDYHU\IDVW
ULGHHLWKHU%XWYGJCXGOCPCIGFVQETQUUVJGDTKFIG


9HU\LQWHQVHQHJRWLDWLRQVOLHDKHDGRIXV:KDWZHQHHGQRZ
LVOQTGCODKVKQPCPFOQTGURGGFę


&RQQLH+HGHJDDUG(XURSHDQ&RPPLVVLRQHUIRU&OLPDWH$FWLRQ



ࢇݣୠˀࠆیܒੈࢆأˮܒϝࣔୗ

MZQRK#LOVKLQFSDFRP

주제발표 2

“탄소배출권거래법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 원장)

ੋؑܕষ̀ʠԎ˕ࢺࢿחࢶ࣏˱ئଥʼॺ
-QTGCP'OKUUKQPU6TCFKPI5EJGOG
UVTWEVWTCNFGHKEKGPE[CPFUQNWVKQPU

⇯ዏ⮲
⮮⛶ᢾ㬗 Ꮾ㲂Ꮖⳳ⮮ጪⲎ Ⲏⵣ/ጎ⟖

⇯ዏ⮲








ࠉۿоଝˬ̛୯̖ࡱࠉ˱ࡕࢠˁ̖ࡱଝˬܹ
ࠒ˲(FR6HFXULWLHVܹ۱ˈ ח-30RUJDQੋؑܕষ̛̀୯̖ࡱۘ૽ࢷח
̛߶ 
ࢉѦό̛ࡕۘ߅ݤ୯ضࢽॺۏսੋؑܕষ̀ࢽॺˈח
০ΟЬদչࢽॺˈח
০ΟЬࢢ˗ࢠٕהˁࢿˈח
০ΟЬ˲ɼ߇ࢷࢽܹ˗ࢠٕؿ۱˗ࣛؿ
০ΟЬߊ˓ਰоଝˁࢿଝ˕ˬܹ


ଛ˯ࢼѣɹָ،ଙВࡧࢆࢳۺࢄٵԞࢼѣ۳ջࢄࡧ
ࡪԡࢇࢇࢿѦձଜˈࢇ˲؆оଞࢇࡪ
*̛ۿѧࢊࢊܕѧࣸ ࣸ˓ଗિ ࡪ˲̛ۿԡࡕؿિ̀ࢷࢪ
ࡪԻૢࢿ˱ܹࢂˁࢿࢶࢽੋܕɼۏষ̒ʠ˲ܕੋ߶ۏ
Мԯʈঐࢽ߾οए߶ۏિ̀ऎ̀˃ܹ࢈ ࣏ 

MAC
No Brokers
Brokers
 ETS logic

A
100
1
100 +

B
10
1
10 +

C
1
1
1+
total

111

3

111 +

Post-Kyoto
US, Japan, Russia, Canada, NZ declare death of Kyoto in Cancun
Localization of carbon market inevitable (ex. GATT, WTO, EU, NAFTA, Carbon

NAFTA proposed by US, Canada and Mexico, Japan-Vietnam, Japan-China)
Bilateral carbon trading mechanism outside of the UN (Japan, US, NZ, Australia)

ଥ࠹৴۶લ߶֑৾एࠪࢇָ̀ࢽоࡕ˳ॺࢽ˲ܥѰ८˕ࢠݤଥ࠹৴۶લ
߶,0)FULVLV/DUU\6XPPHUV۰ࡌࠇ%XWFK&DVVLG\6XQGDQFH.LGઝԻࢇּց

ଟкۘܥ
ؑষԛࡶળ̖ۢࡱۘ૽ࡳԻʠԎٱܕԻ৲ࡪɼऎ̀ ۰ٱԂࢎKRPHDVVHW
VHFXULWL]DWLRQ 
3 0&6LQJOHFODVVRIWUDGDEOHDQGPDUNHWDEOH6HFXULWLHV࣏˱ࢠݤ
ؑষ̀ࠇהʼࠆϼܹ

ˁٕ࣏ࡕ ߮ ࡕ ࡪɼऎ̀؈ଭࣱٸМԯ"$GGLWLRQDOLW\,QYHVWPHQW
%DQNLQJɼ̔˕۽Իأઆ߶'2(99%ʼࠆBlythe Masters, JP Morgan, Exxon Valdez,
BISTRO, EcoSecurities, Deutsche Securities, coal and electricity derivatives

ܹࡁʷξࢠݤʠԎ߶ۏܕ۶վ"ࡪցऑফܕɼ߅Фফо

ܹষ߶ઞėଞࡪԡ)7$˲ࢽ˓ٸɼࠆ̖ 8QIDLU6WDWH6XEVLG\ ࡪԡ ؆ϼܹࢽॺ

ϗϼ˃ࣱ̛ࢠݤٟˤଗࠉėė

,7ࡪ߮ࣤإԻଔ ݔ.5; 




VWEHVWQGEHVWZRUVWEHVW

•

• UXOHVYGLVFUHWLRQ

• ˁऑ࢈ࣛؿʠԎࢿ؆о

• ˁٕ࣯ࢠ˕бչੋؑܕষ̀ʠԎیԂЕऐ߶ࡵࢇܕੋֲࡳ߷߾ۘۿЕ
ˉי۱ੋҟࡶ̛টۘ૽ࡳԻ۽ѹળ̖ۢࡱۘ૽ࢷחҥԜ

• 0RUDO+D]DUG֑৲ ٱ0$&0DUJLQDO$EDWHPHQW&RVW 

• ࢊࢷقˁėߦЬչ

• ߅ࢇ߶ۏФɼࢽ߾οएࡁܹٸܕʃݨિ


 ࡪԡۘଞɼ˃ࠉ̖أٙɼ

 *OREDOL]DWLRQQRWDFKDQFHORFDOL]DWLRQUHJLRQDOL]DWLRQFDUERQ1$)7$

 *ࣸࢿଢࢂࣸ

 չփࢉܹ୯ϠהԂ࣯ɼଜԃࡵ߶ۏଭ

 ଞࢊ̖ࡱࢿߟࢺ QHWZRUNʼࠆ 

 ࢉঊ߅߇ݤʯࢎੋܕ

 Ьߦࢿחଥʼ
The tallest living Fir 99.4 metres . As of 2009, the largest Douglas-firs in the world are, by
volume, Red Creek Tree(Canada) 349 m3, Queets Fir (USA) 332 m3, Tichipawa (USA) 308 m3
These trees stopped growing, cannot capture carbon, Why not REDD in the US?
If they do not burn felled trees, use as building material not to release carbon, plant new trees
to capture carbon, no need to come to Indonesia

ੋؑܕষʃࡵѦщࢶչࢶॺࢎࡶҿΟ2(&'˲ɼԻˁࢿ؈ࢷࡶ
ଜֲؑষଞੋ˓ࠪܕଥ߾ॺࢎࢇˈੋؑܕষʃࡶʠٕଟˁࡉ
ଞ(8)7$̍ࢽ߾ࢂଥࢇـؿࠇהҬձʨࢇΟୃࢿЕ࢚׃Ѹ߭߭ࣸЯ
ݤߞଡԊݛѧࢊࢽٕЕࢠـؿ؈ବࡸ

ࡪ˲ࣸ˲ԡݛࡢݛ০ΟЬ ߊ؟ծਬ࣯ ثЍओԐҖ
ࢊق



ࣸ˲ঐоࢊࣗقଢۘیઝԂࣸ˲߶ی

Forest (% of land area)
Indonesia 50, US 33, Germany 31, Norway 30, France 28, Australia 21, UK 11, Korea 60
Ecuador, Yasuni National Park in Amazon, 845 million barrels of oil on 1 million hectares in
biodiverse Amazon, Ecuador willing to abandon oil, and give up 7.2 billion revenue for 3.6
billion compensation, Ecuador is the biggest loser, Chile wants to help, but Norway refuses to
help Is Norway serious about REDD or just Indonesian forest

Points to take away












ࡉչ֍߾ࢽݨЕࢿʎ؈ଗࡁ
ࡪɼऎ̀ૢए 'H6HFXULWL]DWLRQ 
ੋؑܕষ̀ࢿѦ&/($56XVDQ&DQWZHOO$OEHUWD(76
ٖଞۏսੋܕ
$XWDUN\ؑࢿࡕ࣏ࠪଞ˲̛߶ࡶࢇࡈଞتઝΧৢؿҡ߅Ԃࠝݛ
ߠց߅չΧʎ˲ߦੋܕ
ߦɼʸࢽۘࡪࢿʠоֻ̍Ϩ߶߶یɼМ

The existing multilateral mechanism is likely to change into bilateral mechanism with
REDD carbon.
To prepare for future carbon market, it is crucial to develop Korea’s own ETS and
carbon product.
DEFINE KOREA’S OWN DESTINY

-

State to State Bilateral
Commercialization, yes, but securitization, no
non-securitization P=MC, transactional costs greatly reduced,
exclusion of medium/trader/broker
Large scale industrial, agricultural, forest carbon projects possible
enforceability

ᇎ♪㬧ᢆᢢ
ؒ˝ࠊ
ZZZNZDQJ\XOFRP
NZDQJ\XOSHFN#\RQVHLDFNU
.ZDQJ\XOSHFN#JPDLOFRP


패널 토론

<토론문>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1. 배출권 할당 관련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배출은 경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
제활동변수를 무시한 과거실적기준(Grandfathering) 할당방식은 경기가 좋은 때에는
배출권 초과수요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고과공급을 야기한다. 따라서 배출권
가격은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온실가스는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현 기술수준
에서 감축투자를 늘려도 감축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대기
오염물질의 경우 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등 적정한 투자를 하면 감축할 수
있다. 반면, 온실가의 경우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감
축에 한계가 있으며, 최후의 수단은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배출권가격이 경기에 따라 급등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기변동이
나 생산 활동을 고려한 할당방안 및 배출권최고가격제 등 시장유연화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2. BAU 시나리오 관련
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
정한 바 있다. 정부는 금년 1월 BAU 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당초예상보다 빠르게 증가
하였다. 즉, 2009년에는 2010년 온실가스 배출(구 통계기준)이 644백만 톤으로
2005년 배출량 594백만 톤보다 50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10
년 실제 온실가스 배출(신 통계기준)은 669백만 톤으로 2005년 배출량 569백만 톤
(신 통계기준)보다 100백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까지 과거 5년 동안 온실가
스 배출이 예상치 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BAU 전망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하의 2020년 BAU 배출량은 776백만 톤이며, 30% 감축치를 감안한 목
표배출량은 543백만 톤이 되며, 이는 2010년 배출량보다 18.8% 낮은 것이다. 문제
는 이러한 감축목표를 설정할 당시 전제조건(예, CCS 도입 등)들이 충족될 수 있는
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사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준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근거
한다는 점이다. 금번 제1기(2015-2017년) 중의 할당량 정부초안도 로드맵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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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했다고

했지만,

제2기

(2018-2020년)의 할당이 기존 로드맵을 따라간다면, 산업계는 상당한 양의 감축부담
을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2가 할당에서는 BAU 전망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니 보
다 현실적인 BAU 재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3. 간접배출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는 전력 및 열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을 포함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이중
규제다. 전력사용으로 인한 배출도 감축해야 하고, 발전부문의 감축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도 감내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에서 이러한 간접배출규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례를 잦을 수 없다.
간접배출 규제는 이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추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정해
야 할 사항이다.
4. 발전부문 감축비용 전기요금 반영
간접배출 규제 철폐와 아울러 시행해야 할 사항이, 발전부문 감축비용을 전기요금
에 반영하는 것이다. 배출권할당 과정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반영을 약속했다. 우리
나라는 전기요금 결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전력도매시장에서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배출권구입비용을 적절히 반
영할 수 있도록 하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할당
제(RPS)와 비슷하나, 배출할당량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을 정산대상에서 제외될 경
우, 발전회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력요금의 경우, 과거에 왕왕 물가안정 명분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현
실화를 미뤄 온 시례가 있었다.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전력 과소비 현상이 발생하고 에너지수급구
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정에서 남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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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유엔에서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열렸다. 2015년 말까지 소위 ‘Post-2020’이라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각국 정상의 동의와 다짐을 받는
자리였다. 하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반기문 총장이 의도한 목적은
거의 이루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교토의정서체제가 선진국들의 이탈로
유명무실해지던 그때의 논리가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온 나라를 달구었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만들어져, 내년 1월부터는 단일 국가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된다. 1992년 기후협약-교토의정서 이후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미 시작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지만 제도가 만들어 갈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위상과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고언도 숨기지 않아야 한다.
배출권제도를 해보자는 말이 나오고 법, 시행령, 할당계획이 만들어진 지난
4년간 정부와 산업계는 그야말로 혈투를 벌였다. 끈질기게 액셀을 밟자고 한
정부와 줄기차게 브레이크 걸고 따져보자는 산업계의 승부는 외형적으로는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90년대 중반 제도도입 초기단계부터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할당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했지만, 논의의 전개과정이나
정부-산업계의 대응도 합리적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의 막바지 논의과정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
2020년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15년 이전 조기감축노력의 인정,
공장을 신증설 할 경우 새로 배정할 배출권, 전기 등 직접 온실가스 배출이
아닌 간접배출 포함, 최대 28조원을 부담해야 된다느니, 2조원 이하일
거라는 등 큰 돈이 걸린 문제이니, 오히려 싸우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것이다.
이러한 핵심요소는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논의의 주제보다도 준비과정과 운영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고,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산업계는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한마디로 남들도 안하는데 왜 지금
줄일 방법도 없는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줄여야 합니까? 이다.
첫째는 국제사회에 감축을 약속했으니 반드시 해야 하고,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니 이왕 맞을 매는 미리 맞자는 논리에 대한 의구심이다. 정부가
감축선언이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온실정책에 의지 표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제상황이나 준비가 덜되어 있을 때, 적정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경영전략의 기본이다. 기후협약의 선진국은 역사적 책임이
전제된 단어이고, 맞을 매는 모두가 맞는 게 확실할 때 맞아야 하지 않을까?
이 첫 단추부터 산업계와 정부의 대립은 시작되었다.
둘째는 배출량이 산정된 방식과 근거자료가 적절하게 제시되지도
설명되지도 않았다. 큰돈이 걸린 문제인데 안따지면 기업도 아니지 않은가?
합의의 본질은 수학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의 문제이다. 자료에 대한
못미더움,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한 마찰음이 날 수밖에 없다.
셋째는 2020년까지 배출량 30%를 감축하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이다. 경기불황이나 가동단축 외에 획기적 수단이 무엇일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풍력, 태양광으로 할 수 있을까? 태안반도
가로림만 조력이 성사되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된다 해도 그냥 모양내기
수준일 뿐이다. 유럽은 여러 나라에서 만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도 쉽지
않았는데, 탄소에 가격이 붙으면 절감할 아이템이 어디서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제도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다. 산업계가 또는
별도의 신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해법으로 건강한 감축을 내놓아야만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제도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넷째는 정책의 품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할당과 관련 가장 중요한 기구인 할당위원회에서는 제도 내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향이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국제적인
흐름까지 자유롭게 개진되고 주무부처는 이에 대응해야 한다. BAU
작성근거에 대한 자료의 제공이나 설명이 부족했던 일은 무엇보다 제도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정책의 막바지에는 형식적인 5~6개 회의가 줄지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다. 아마도 정부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정책을 심의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다고 믿고 있는 듯
보인다.
타산지석 그리고 본질을 보자
배출권제도를 그나마 하는 곳이 유럽이니 우리 제도도 EU만을 보고
달려왔다면 이젠 다른 나라도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의료개혁과 동시에 2009년부터 배출권제도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의회에서 폐기되자 행정규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주 대상은 석탄발전소다. 신규발전소에 대한
배출규제는 13년 9월에, 기존발전소 규제계획은 금년 6월에 발표되었고,
2030년까지 단순감축이 아닌 발전량 당 원단위로 2005년 대비 30%라고
발표하였다. 의회가 아니다 보니 공공의 의견청취를 금년 10월까지, 시행은
17년 이후를 예상하는 넉넉한 일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
규제의 바탕에는 풍족한 세일가스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해결책이 그
근간이 된 것이 분명한 듯싶다. 부자 선진국도 의회의 치열한 논의 뒤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배출권거래제 거부하고, 세일가스를 보고
석탄발전소라는 핵심대상을 골라, 신규와 기존의 차별적 접근 그리고 넉넉한
공공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발전소, 자동차(연비), 연료 등 핵심을 치는 그들의 정책은 쉬워 보이고
힘있어 보인다.
얼마전 석탄발전소 건설현장을 둘러보았다. 8개의 기존 석탄발전소 옆에
원전과 같은 1Gw급 2기가 신축되는 엄청난 현장이었다. 한 발전소 내에서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2개의 호기에서 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13백만톤이 넘는다. 전자, 자동차, 조선을 합해야 천만톤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모아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국가단위로는 세계 처음으로 하는 제도가 관리 운영의 부실로 순항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창피가 아니다. 전 산업계가 다 영향을 받는다. 너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세계의 많은 나라와 전문가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배출권제도에 잔소리와 걱정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침은 없다.
이제 제도운영의 책임은 완전한 고집불통 정부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