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제도는 할당단계에서부터 시장을 통해 탄소의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건대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

교토의정서하의 감축의무국은 아니지만, 2013년 이후

무상할당보다 우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EU가

시작될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는 감축의무국으로 지정

배출권 초기할당에 경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될 것이 유력하다. IEA 보고서 역시 2013년 이후 한국

탄소집약도의 차이, 국가별 경제여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 중

만 한다. 특히 경매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큰 우려가

국, 러시아, 브라질 등을 포함한 주요 탄소배출국이 발

제기되는 부분은, 탄소산업 이탈효과(carbon leakage),

전 및 산업 부문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제

즉 탄소배출비용에 따른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가능성

안하고 있다. 사실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이 아니더라

이다. 경매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 온실가스가 환경자원화하고 실물상품이 되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에서 거래되는 지금이야말로 시장친화적인 배출권 거

할 것이다. EU의 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후발 시행자인

래제(ETS)의 도입과 학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기도

우리나라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좋은 벤치마킹

하다.

사례가 될 것이다.

EU는 2001년부터 ETS의 도입을 확정하고 국제적 탄
소거래시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해 왔다. EU의
CO2 배출권 거래제는 1995년 이후 시행된 미국의 SO2
거래제가 모델이 되었다. 그 기본 틀은 SO2 ETS와 마

1. EU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과 경과

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 오염원의 배출 상한을 정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미 선진국이나
주요 산업국을 중심으로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다. 특히 지난 6월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이 미국 하
원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회의의 결과에도 급진전이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GDP 세계 15위 국가로
서 최근에는 G20 의장국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사회에
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
할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
에 따르면 에너지 연소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이
산화탄소 배출 총량은 4억9천만 톤으로 세계 9위 규모
이며 1인당 배출량은 10.1톤으로 23위를 차지하였다

and trade) 방식을 따르고 있다.1) 2005년 이후 시행 5
년째로 이미 최대의 국제적 탄소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EU ETS의 경험은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거나 제도를 도입할 때 훌륭한 지침이
되리라고 본다. 다만 EU ETS 역시 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도 시행착오를 거듭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EU의 제도에 대한 무조건
적인 벤치마킹보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제는 크게 배출권 공
급량 설정 및 초기 할당, 인증 및 감독 시스템, 거래참
가자 간 거래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배출권 거래제의 출발점을 이루는 초기할당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겠다.

(IEA, 2009b).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

표 1. 우리나라의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07년)
(단위: kg CO2/인)

분야

그 한도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총량거래제(cap

발전/열

자동차

에너지 제조/건설

1인당 3,717
배출량 (36.9%)

801
(7.9%)

631
(6.3%)

주: ( ) 안은 비중
자료: IEA(2009b), 지식경제부

교통

기타

합계

1,857
1,826
1,253
10,086
(18.4%) (18.1%) (12.4%)

EU ETS는 EU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거래 프로
그램이지만,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제시
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EU 기후
변화 정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부상하였다. 교토의
정서는 2008～2012년의 기간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

1) 미국의 SO 2 거래제는 산성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이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배출권 거래제는 그 규모나 대상시설, 세부
적 배출권 할당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Ellerman and Buchner, 2007).

2

KERI Zoom-In 09-02

그림 1. 국제협약과 EU ETS 경과
<국제협약 일정>

<EU ETS 일정>

(UNFCCC) 부속서 I 국가가 부속서 A에 규정된 6개

거래기간 동안 1톤의 CO2 또는 1tCO2로 환산된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연평균 5.2%(EU는

온실가스(즉 CO2e)3)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

8%)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

다. EU는 CER과 ERU 또한 ETS 크레디트로 인정하고

2)

지향적 정책수단인 교토메커니즘 (또는 유연메커니즘)

있다. 따라서 EU ETS에서 배출권 총공급량은 할당배

을 도입함으로써 감축의무의 보다 효과적 달성이 가능

출량(cap)과 프로젝트 크레디트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하도록 하였다. 교토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 감축목표

는 할당배출권에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를 달성함에 있어 다른 부속서 I 국가로부터의 배출권
구매(이상은 할당배출권 시장), 부속서 I 국가와의 온
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또는 부속서 I 이외 국가(개발
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크레
디트의 본국 이전(이상은 프로젝트 시장)을 허용한 것을

EU 배출권 거래제의 개요와 경과

EU ETS는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 달성을 목표로
하고 교토메커니즘에 의해 촉발되었으나, 교토의정서와
는 독립적으로 EU의 자체적 법령에 의해 구속되는 CO2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이다(Ellerman and Buchner, 2007).

의미한다. 이를 각각 배출권 거래(Emissions Trading),

교토의정서의 경우 미국과 호주의 비준 거부로 2005년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2월에 이르러서야 발효되었는데 당시 EU는 이미 ETS를

Development Mechanism)라 하며 각 제도 또는 프로

출범시킨 상태였다. EU ETS는 교토의정서 의무이행기

젝트를 통해 창출된 온실가스 배출권 ‘통화’를 각각

간을 앞둔 2005～2007년 3년간 1기 체제를 실험적으로

AAU(Assigned Amount Unit), ERU(Emission Reduction

운영하였으며 현재 2기 ETS가 진행되고 있다. 1기 ETS

Unit),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 한다.

는 EU 25개국의 참여로 시작되었고 참여대상 사업장은

EU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AAUs에 해당하는 배출단

약 1만1,500개이다. 이로써 EU는 역내 탄소배출량의

위가 EUA(EU Allowance)이다. 1EUA는 EU의 배출권

45%, 온실가스 배출량의 30%4)를 ETS의 관리시스템하에

2) 2001년 12월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마라케시 합의문에 의해 세부방안이 제시되었다.
3) EU ETS 1기는 이산화탄소만을 거래대상으로 하지만 ETS 2기부터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된 6가지 온실가스를 모두 거래대상으로 선택(opt-in)할 수 있다.
이 온실가스 6종의 단위 배출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효과는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ning potential)로 주어진다(에너지관리공단, 2008, pp.11-15 참
조). 이에 따라 EU ETS 2기는 CO2 와의 거래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온실가스의 거래단위를 정하고 있다. 다른 온실가스를 CO2 로 환산한 단위를 CO2 e(CO 2
equivalent)라 한다. 교토의정서가 정한 온실가스 목록과 CO2e 환산 비율은 <표 2>를 참조. 이 비율에 따르면 메탄가스 1톤의 감축은 23tCO2 의 감축으로 인
정될 수 있다.
4) EU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교통 및 수송부문이 21%,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이 17%, 농업부문이 10%씩을 각각 차지

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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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U ETS 거래기별 주요 내용

기간

1기

2기

3기

2005～2007년

2008～2012년

2013～2020년

- 의무협약 없음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EU는 1990년 대비 전체 온실
가스 8% 감축목표

- 발리행동계획
∙UNFCCC 부속서 Ⅰ 국가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감축 목표
- EU 목표
∙EU 전체로는 최소한 1990년 대비 20% 감축목표 달성을 결의함.
∙국제협약이 진전될 경우 30%까지 감축 가능

- ETS 제도 확립을 위한 시험가
동기간
- 등록, 감독, 보고, 인증 등 인
프라 구축
- 1기 배출권 총량의 연도별 평
균 규모는 2,298MtCO2 임.

- ETS 1기의 문제점 점검 및 범위
확대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의무
감축목표 달성
- EU 자체 승인목표 달성
∙전체 시설물기준으로는 연간
2,082.7MtCO2로 1기 대비
9.4% 감축
∙1기 대상시설물 기준으로는
2,028MtCO2 로 11.8% 감축

- 2020년까지 ETS 해당 시설물에 대한 배출권 총량을 2005년 대비
21%까지 감축
∙2013년 이후 2008 ～2012년 기간 할당량의 중간값을 기점으로 매년
1.74%씩 감축
※ 2020년에 총할당량은 1,720MtCO 2로 추정됨(EU 2009 참조).

- 25개국, 약 11,500개 사업장
- 부속서 I에 지정된 시설물
- CDM 프로젝트에 의한 배출권
획득이 허용됨.

- 총 30개국
-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
아,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리히텐슈테인이 추가됨.
- CDM에 더해 JI 프로젝트에 의
한 배출권 획득이 허용됨.

-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등 다수 부문 추가됨.
- 항공부문 추가(EU 온실가스 배출의 3%를 차지)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선택(opt-out) 허용

관련
국제협약

기간목표

참여대상

초기
할당방식

- Burden Sharing Agreement에 의한 국가별 할당치 설정
- 과거실적 기준(grandfathering)과 벤치마킹을 통한 무상할당
∙국가할당계획에 의해 업종별, 사업장별로 할당
∙EU내 국가별 할당계획은 분권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짐.
- 조기행동(early action)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 국가별로 일정비율(1기: 5%, 2기: 10%)까지 경매를 통한 유상배분
선택적 허용

- 이산화탄소(CO 2)

- 교토의정서 부속서 A에 규정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 4, 23), 아산화질소(N 2O, 296), 수소불화탄소(HFCs, 12～12,000), 과불화탄소
(PFCs, 5,700 ～11,900), 6불화황(SF6, 22,200)
※ 괄호 안 숫자는 IPCC(Third Assessment IPCC Report, 2001)가 발표한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
(GWP, CO2로 환산된 온난화 기여도로 단위는 CO2 equivalent)임.
- 이산화탄소 이외 온실가스에 대한 ETS 참여 여부는 선택 사항임.

- 예치와 대출 불가

- 다음 거래기로의 배출권 예치(banking)는 가능하지만 대출(borrowing)은 허용되지 않음.

- 40유로/tCO 2

- 100유로/tCO 2

거래대상
온실가스

거래기 간(間)
예대(預貸)

- EU 차원의 단일 할당치만 설정
∙국가할당계획의 폐지
∙중앙집중화된 할당방식 채택
- 경매를 주된 할당방식으로 선정
∙전력부문은 2013년부터 전량 경매
- 기타 부문은 이행기간 설정
∙2013년에는 ETS 1기 연간 평균 배출량의 80%를 무상할당
∙2020년 무상할당비율이 30% 될 때까지 매년 균등감축
∙2027년까지 무상할당 전면 폐지
- 무상할당의 기준은 벤치마킹임.

- 100유로/tCO 2
∙유럽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

벌칙규정
- 업체 명단 공개
- 초과된 배출량은 이듬해 할당량으로부터 공제됨. 이 규정은 벌금과 무관하게 적용됨

공식문건

4

- 2003년 지침: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ETS 기본지침)
- 2004년 교토 메커니즘 연결지침: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CDM, JI 관련사항 추가)
- 2009년 수정지침: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ETS 3기 이후 적
용, DIRECTIVE 2003/87/EC을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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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게 되었다.

으로도 온실가스의 보다 경제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

EU ETS 2기는 2008～2012년으로 교토의정서의 1차

다. 동태적인 기술 채택의 관점에서도 배출권 거래제

공약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다. 1기의 25개국에 불가리

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채택되기 위한

아, 루마니아(이상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리히텐슈타인(이상 EU 비회원국)이 참여해 30개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EU는 1기의 CDM에 더해 2기부터는 JI
프로젝트에 의한 크레디트를 국가별 상한선을 설정하
는 한에서 ETS의 배출권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밖에 주요한 변화로는 ETS 준수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벌금을 CO2 1톤(즉, 1EUA)당 40유로에서
100유로로 대폭 상승시킨 것과 경매비중을 5%에서
10%로 높인 정도를 들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기본 틀
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초기할당의 문제

배출권은 원래 있던 자원이 아닌 제도가 만들어낸
자원이기 때문에 초기에 그 소유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할당하는가는 소유권이 확립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배출권 거래제의
출발선이자 최상위제약은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배출권 할당상한의 설정이다. EU ETS 2기
의 경우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으로 설정되었기 때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이후에 시작하는 3기 ETS

문에 교토의정서의 공약 이행을 염두에 두고 배출권

의 기본 틀은 2007년 채택된 발리행동계획에 준하여 설

상한을 결정하였다. 최상위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요

계되었다. 발리행동계획은 부속서 I 국가들에 1990년

인으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비 25～40%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EU

고려가 우선한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

자체로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감축목표를

지구적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경제적, 기술적

결의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ETS 3기는 대상 설비에 대

여력을 감안하여 지역별 부담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 배출권 총량을 매년 1.74%씩 줄여나감으로써 2020년

감축의무가 결정되기까지는 국제협약에서 보다 유리한

까지는 배출권 총량을 21%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5)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일단 의
무량이 결정되면 배출권 거래제는 이를 주어진 제약

ETS의 경제성

배출권 거래제가 직접규제에 비해 갖는 매력은 무엇
보다도 그 경제성에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binding)조건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1기와 2기의 EU ETS에서 배출권 할당은 다음의 단
계를 거친다.

Commission)의 추정에 따르면 ETS를 활용할 경우 교
토의정서 감축목표 달성에 드는 비용은 EU GDP의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0.1%가 채 되지 않는 29～37억 유로이나, 직접적 감

↓

축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이 비용은 68억 유로로 두 배

국가별 할당

가까이 높아진다(EU, 2006). 배출권 거래제가 갖는 경

↓

제성은 ‘교환’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와

국가 내 부문별･설비별 할당

동일하다. 배출권 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온실가스는
음의 생산요소가 되며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

교토의정서는 EU에 대해 단일한 8% 감축의무를 부

스를 배출(즉 배출권을 사용)해야만 한다. 배출권 시장

과하였으나 그중 15개국은 온실가스 배출실적, 감축여

이 없다면, 서로 다른 생산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있어

력, 경제발전 정도와 같은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여 체

배출권(또는 온실가스)의 한계 생산성은 다를 수밖에

결한 부담배분협정(Burden Sharing Agreement)을 통

없다. 그러나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배출의 한계생산

해 전체 8% 목표를 만족시키는 선에서 이를 국가별

성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높은 기업으로 배출권이 거래

로 재분배하였다. 따라서 EU 회원국은 부문별･설비별

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다. 이는 사회 전체적

로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국가할당계획(NAP: National

5) 기후나 온실가스에 관한 국제협약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별로 설정되는 것에 비해 EU ETS의 배출권 총량은 각 국가별 해당 설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에 주의

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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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 Plan)을 수립할 때 국가별로 부과된 온실가

2.1 현행 ETS 할당방식 개요

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고려해야만 한다.
2013년 시작하는 ETS 3기에는 EU 내에서의 배출권

EU ETS 1기와 2기에서 초기할당의 출발점은 국가별

초기할당방식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첫 번째 중요한

배출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될

변화는 국가별 할당목표가 폐지되고 EU 전체의 배출

3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ETS 3

권 상한만이 남게 된다. 이는 아울러 국가할당계획도

기의 경우 국가별 상한결정을 배제한 채 EU 전체적

폐지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경매방식의 유상할당

배출상한을 설정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국가별 배

이 초기할당의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되어 기존의 국가

출 총량을 업종별, 사업장별로 할당하는 절차 자체가

별 무상할당방식을 대체하게 된다. 한시적으로 무상할

성립되지 않는다.

당이 유지되는 부문의 경우 과거 실적기준을 중심으로

1기와 2기의 경우 ETS 참가국은 국가할당계획을 통

한 현행 방식에서 상위 기술을 기준으로 한 벤치마킹

해 업종별･사업장별 할당량을 포함한 총 배출할당량을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유럽집행위에 신청해야 한다(국가할당계획의 기본 절
차는 <그림 2>와 같다). 국가할당계획(NAP)은 <표 2>
에 요약된 지침(DIRECTIVE 2003/87/EC)에 기초하는데

2. 현행 EU ETS의 할당방식과 관련 쟁점

ETS 할당방식이 EC 지침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달성목표와 방식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앞서 언급하였듯이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통해 온

국가가 자유재량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6)

실가스는 기업에게 노동이나 자본처럼 시장에서 거래
되는 생산요소가 된다. 기업은 비용 최소화에 대한 유

그림 2. 국가할당계획 수립단계별 주요 이슈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에 대한 시장원리
적용은 곧 배출저감의 보상체계가 기업에 내재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공정의 혁신이나 저감기술 혁신
등 동태적 기술발전에 대한 유인구조를 제공하기도 한
다. 이러한 유인구조의 내재화를 통한 배출저감의 최
적화는 일단 배출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에 할당된
이후에 작동한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는 최초의 권리
를 어떻게 할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 권리 설정의
문제는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 선진국과 비선진국, 국
가와 사적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자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한다. 할당방식에 대한
평가기준은 경제적 효율성, 정치적 수용성, 국가별 격
차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할당방식은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각 할당방식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떠한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부분적으로
포기되거나 다른 장치를 통한 보완이 가능한 기준과
포기될 수 없는 기준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료: EC(2003)

유럽집행위는 제출된 NAP를 평가하고 최종 승인하
는 역할을 한다. 개별 국가가 제출한 NAP에 대한 승
인과 평가는 Directive 2003/87/EC의 Annex III이 정한
다음 12개의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다.7)

6) 장철원(2007)에 따르면 EC의 지침(directive)은 EC조약(European Community Treaty)에 따라 “달성되는 결과에 관하여 각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지만 형식과
방법의 선택은 회원국에 위임되어 있는” 공식 문건이다.
7) 마지막 12번째 기준은 Directive 2004/101/EC에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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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할당방식 비교
구분

무 과거 배출
상 실적 기준
할 (grandfat
당 hering)

표 4. 국가할당계획의 대표 유형
특징 및 문제점

- 기준연도(고정 또는 변동)의 배출량에 따라 할당
-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수용이 용이
- EU ETS 1기와 2기에 EU 회원국의 NAP가 채택한
대표적 할당방식
- 전략적 행동방지를 위해 할당규모가 현재의 기업선
택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함
∙기준연도 변동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유발
∙ETS 2기 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기준연
도를 199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함.
- 경제발전이나 기술발전 등 경제의 동태적 전개와 조
화되기 어려움.
- 조기행동 보상을 위한 보완정책이 필요함.
- 진입, 폐쇄 사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식이 필요함.
- 국가별 행동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구
분
대표
국가

특징

- 현재 할당량=현재 생산량×(기준연도 배출량/기준연
도 생산량)
- 원단위 개선의 유인을 제공
- 부문별 특성 고려가 가능
- 생산규모에 대한 유인구조를 왜곡하여 과다생산 유도

벤치마킹

- EU ETS 3기의 무상배분 할당방식으로 사용될 예정
- 배출할당의 기준을 부문별로 설정함.
∙부문별 온실가스 절감 역량을 최고 또는 평균 기
술에 기준하여 평가함.
- 부문에 대한 정의가 어려움.
- EU 내 국가별 친환경기술의 격차로 인한 정치적 합
의의 어려움.
- 네덜란드의 경우 벤치마킹 기술을 채택하는 사업체
에 대해 ETS 적용을 면제함.

무
상
할
당

하향식 1

하향식 2

독일

네덜란드

순응계수(compliance 벤치마크(Benchmark)
이용
factor) 이용

상향식 의사결정형

영국

과거실적(historic
emission) 이용

- 과거연도에 각 배출 - 자발적 협약을 맺은 - 과거연도의 배출 추
시설이 온실가스 저 시설에 대하여 차별 세 및 전망치를 이
감에 기여한 양만큼 적으로 총할당량을 용하여 할당을 함.
할당
의 기여분을 인정하 조정함.
방법
여 배출시설에 배출
권을 할당할 때에 그
기여분을 인정함.

장점

과거
원단위
기준

하향식 의사결정형

- 할당식이 정해지면 시설 및 기업에 대한 - 모델 계산 결과를 이
할당이 용이함.
용하여 비교적 쉽게
할당을 할 수 있음.
- 조기행동에 대한 정량적 고려

- 데이터 수집 비용 및 준비 기간 소요
- 조기행동을 한 기업
- 모든 배출설비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규 에 대하여 명확한 기
준이 없음(조기행동
단점 칙을 만들기 어려워 예외 규칙 발생
의 기여율을 인정하
는 데 부정적임).
자료: 최기련 외(2005)

4) EU의 다른 법률 및 정책수단과 일관성을 갖는가?
5) 기업별 및 부문별로 부당한 차별을 두지 말 것.
6) 신규 진입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것.
7) 조기행동(early action)8)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평가방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벤치

유
상
할
당

경매

- EU ETS 3기의 주된 할당방식
- 이론적으로는 단순성, 공정성, 투명성 등 대부분 평
가기준에서 우월하며 시장 왜곡의 가능성이 가장
낮음.
- 현실적 경매 설계는 쉽지 않음.
- 자금 동원능력에 따른 시장 왜곡의 가능성
-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
∙연간 총비용 = 220억(tCO2) × 27(유로/tCO2, 예상가격)
- 국제경쟁력 저하
∙탄소산업 이탈효과(carbon leakage) 유발

마킹 방식이 할당계획에 사용될 수 있음.
8) 청정기술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
어야 함.
9) 배출권 할당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여론을 수
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10) 사업장 및 사업장에 대한 할당량의 목록을 제공
할 것.
11) EU 외부로터의 경쟁 압박에 대한 고려방식을

1) 국가별 할당총량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 목표
에 부합되게 설정되었는가?
2) 국가별 할당총량이 EU의 온실가스 감축 결의

포함할 것.
12) 총할당량 가운데 CERs과 ERUs의 최대 사용비율
을 명시할 것.

(commitment)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배출량
실측치 및 예측치와 일관성을 갖는가?
3) 기술진보에 의한 저감 잠재력을 고려하고 있는가?

국가할당계획의 설계에서 국가별 할당량 설정을 제
외한 핵심 이슈는 초기할당의 방법론이다. 대표적 초

8) 조기행동이란,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배출 실적을 집계하기 이전에 시행된 자발적 협약에 의한 원단위 개선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의 배출저감 활동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고려되어야만 하지만 실제로 이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수반된다.

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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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당방식으로는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무상
9)

건은 국제협약에서 결정된 탄소 예산제약이다. 교토의

10)

할당(grandfathering), 과거 원단위(energy intensity)

정서의 경우 1차 의무감축기간 동안 EU 25개국 전체

기준의 무상할당, 벤치마킹 방식에 의한 무상할당, 경

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8%라는 절대적 감축목표를

매에 의한 유상할당 등이 있다. 각 할당방식의 특징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준하여 EU ETS 역시 절대적 배

문제점은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2기까지의 NAP

출상한, 즉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 단계와 무관하게 기

는 과거 실적기준(대체로 1990년 기준) 무상할당을 기

준연도 대비 일률적인 배출상한선을 정하였다. EU는 교

본 프레임으로 하되 벤치마킹이나 순응계수(compliance

토의정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ETS 2기 시행기간

factor) 등으로 조기행동을 보상함으로써 인센티브 구

중 총량 기준으로 1기보다 9.4%를 감축한 2,083MtCO2

조를 가미하였다. <표 4>는 국가별로 대표적 할당방식

를 배출권 총할당량으로 확정하였다. 1기 ETS 대상 시

을 요약하고 있다.

설물 기준으로 비교하면 감축규모는 11.8%에 달한
다.11) 또한 3기의 경우 2020년까지의 1990년 대비 20%

2.2 관련 쟁점과 시사점

의 온실가스 감축을 EU 차원에서 결의하였으며, 배출
권 총량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2005년 대비 21%를 감

2.2.1 국제협약과 절대적 상한제약
EU ETS의 경우 배출권 할당방식에서 논의의 주된
초점은 할당의 구체적 방식과 관련된 이슈들에 맞추어
져 있다. 배출권 초기할당을 무상할당 또는 유상할당
에 기초할 것인지의 문제, 할당방식이 효율성･공정성･
통일성 등 EU의 지침이 정하고 있는 할당기준을 충족
시키는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배출권 할당
과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하는 부분은 배출권 총할당량의 결정방식이다.
EU ETS는 절대적 배출상한, 즉 경기변동이나 경제성
장 단계와 무관하게 기준연도 대비 일률적인 배출상한
선을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배출권에 대해 절대적
할당량을 설정할 때의 문제점,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 간 배분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U의 감축목표와 설정방식

축한 1,720MtCO2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단계에 대한 불공정한 접근

정태적 시점에서 한 경제의 배출가스 총규모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는 인구, 소득수준, 산업구조, 친환경 기
술수준 등이 있다. 국제협약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EU의 배출총량 결정방식은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친환경 기술, 공정, 연료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
한다. 그러나 각 경제는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산업
구조 및 기술 변화 등 동태적인 배출가스 결정요인에
서 차이가 난다. 온실가스 및 배출권의 감축 절대량을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현 방식은
효율성, 공정성, 정치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배출규모가 공
정이나 기술, 사용연료 등 탄소효율화 투자요인에 의
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같은 동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있다.

EU에서 ETS 도입의 출발점은 기후 관련 국제협약이

예를 들어 GDP를 비롯하여 현재의 모든 조건이 모

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토의정서이다. 인프라 구축과

두 같고 경제성장률만 차이가 나는 두 지역(선진국 A

제도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 1기(2005～2007년)를

와 개도국 B)을 가정하자.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GDP

거쳐 2기(2008～2012년)부터 EU ETS는 국제협약에서

규모와 비례한다고 본다. 두 지역의 2007년 현재 GDP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염두에 두어 설계되어

규모는 100으로 동일하다고 설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있다. 따라서 EU ETS의 설계에서 가장 기본적 제약조

선진국 A의 경우 1990년 이후 27년간 연평균 2.18%씩

9) 엄밀하게 말해 그랜드파더링은 신규 진입자에게 배출권을 부여하지 않고 정책 도입시점에서 기존 오염원에게만 무상으로 배출권을 분배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 이 용어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 투표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투표권 또는 선대의 투표권에 대해서는 인두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
로 후손에게 투표권을 인정해 주던 관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권오상, 2007).
10) 상품의 생산 물량 단위 또는 부가가치 단위에 대비한 에너지 투입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11) EU ETS 1기와 2기는 거래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배출권 할당상한이 얼마나 더 제한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총량 기준
이 아닌 시설물 기준 배출량을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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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여 도달한 결과인 반면 개도국 B의 GDP 100은

연평균 배출상한 최대 허용치

연평균 5.51%씩 고도성장한 결과이다(각국의 성장률

= (CIVE x GTD x CITD) + ADD

예시에 사용된 수치는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EU와

CIVE = 2005년 배출량 수정치
GTD = 2005～2010년간 성장 추이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배출

CITD = 2005～2010년간 탄소 원단위 추이

량이 경제성장률과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지역 A와 B의

ADD = 연소시설물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분

1990년 배출량 규모는 69.3과 40.2에 해당한다. 1990년
기준으로 8% 감축목표를 적용할 경우 선진국 A에 허

중･동유럽 국가의 반발과 EU 법원의 판결

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63.8로, 개도국 B의 37의

이처럼 국가별 성장률 격차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1.73배에 해당한다. 이 단순한 수치 예는 특정연도 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NAP 2기의 승인과정에서 국가별

준의 감축목표 설정이 최근에 진행된 경제성장을 징벌

경제환경의 차이에 따른 갈등은 불가피한 듯하다. ETS

하는 방식임을 피력하고 있다.

1기의 경우 제도에 대한 학습과 인프라의 구축이 주된
목표였으므로 상한의 설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유럽집행위의 국가할당 평가방식

는 않아 국가별 목표치 설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

과거의 성장률(기준연도 이전 vs. 이후의 성장률)에

지는 않았다. 실제로 EU ETS 1기에 문제로 대두한 것

대한 불공정한 취급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

은 오히려 과다할당에 따른 가격파괴였다. 2기에는 교

현재의 할당방식은 미래의 생산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토 감축목표를 준수해야 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

적용되었다. 그런데 서유럽권 국가가 제안한 할당량의

성은 어느 지역에나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만 경제발전

경우 대부분 승인되거나 그 조정 폭이 크지 않았지만

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서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개

중･동유럽 국가들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

도국 경제에 대한 예측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다.

총량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삭감 폭이 큰 폴란드,

EU 또한 역내에 경제여건이 다른 국가들을 포괄하고

체코, 헝가리 등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결정

있어 절대적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경직성이 완화되지

에 대해 EU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폴란드는 소비

않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회원국의 정치적 동의

에트 시대에 구축된 석탄 및 에너지 산업 의존방식에

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대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 대상국
인 EU 15개국 사이에 체결된 부담배분협정이다. 배출
권 상한의 시간적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래기간을 5년 간격(1기는 3년)으로 설정하고 거래기

표 5. EU ETS 2기 NAP 연평균 제안량 대비 허용실적
제안량 대비
제안량 대비
허용량/제안량(MtCO2)
허용량/제안량(MtCO2)
10% 이내
10% 이상
(허용비율)
(허용비율)
삭감국
삭감국
오스트리아

30.7/32.8(0.936)

불가리아

간 내 일정 범위 내에서 할당량의 예대(預貸)를 가능

42.3/67.6(0.626)

벨기에

58.5/63.3(0.924)

사이프러스

하게 하였다. 또한 과거 실적을 1년치가 아닌 다년간

덴마크

24.5/24.5(1.000)

체코

86.8/101.9(0.852)

평균을 적용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차이를 분산시

핀란드

37.6/39.6(0.948)

에스토니아

12.72/24.38(0.522)

프랑스

132.8/132.8(1.000)

5.48/7.12(0.77)

헝가리

26.9/30.7(0.876)

독일

453.1/482(0.94)

라트비아

3.43/7.7(0.445)

그리스

69.1/75.5(0.915)

리투아니아

8.8/16.6(0.53)

아일랜드

22.3/22.6(0.986)

룩셈부르크

2.5/3.95(0.63)

이탈리아

195.8/209(0.937)

몰타

네덜란드

85.8/90.4(0.949)

폴란드

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EC, 2005). 즉 국가별 배출

포르투갈

34.8/35.9(0.969)

루마니아

75.9/95.7(0.793)

량 저감 잠재력을 이 두 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도출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32.6/41.3(0.789)

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NAP 2기의 국가별 배출상한

스페인

킬 수 있게 하였다.
유럽집행위는 ETS 2기의 NAP에서 제시한 배출량
상한 목표에 대한 심사에서 탄소 원단위 변화율과 더
불어 GDP 성장률이라는 두 가지 주요 평가지표로 사

평가에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EC, 2006).

스웨덴
영국

8.3/8.3(1.000)

2.1/2.96(0.71)
208.5/284.6(0.733)

152.3/152.7(0.997)
22.8/25.2(0.905)
246.2/246.2(1.000)

자료: 안영환(2007)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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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심 재판부는 최근 유럽집행위에 이의를 제기한

우 ETS 2기의 국가별 할당계획 작성에 대한 추가 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으

침을 통해 배출권 할당의 사후적 조정을 엄격하게 금

로써 EU ETS 2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EC, 2005).

(2009. 9. 23).12) 판결의 핵심 내용은 탄소배출에 관해

요컨대 절대 배출할당 목표 설정 방식은 경제가 성

국가별 한도를 설정하는 권한은 개별 국가에 주어져

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부작용 없이 실행

있으며 유럽집행위는 이에 대한 검토권만을 가질 뿐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

라는 것이다. 유럽집행위에 의한 배출상한 설정을 월

2007년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 내

권으로 규정한 이 판결은 배출권 거래시장에 즉각적으

최고 수준인 113%로, OECD 평균 증가율 17.4%를 크

로 반영되어 EUAs(EU 배출권)의 가격은 13.20유로로

게 상회하였다. 기준연도 실적대비 할당은 경제발전이

3.9% 하락하였다.13) EU ETS 1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

성숙단계에 접어든 국가에는 가점을 주고 성장률이 높

듯이 배출권 공급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시장의

은 국가에는 벌점을 주는, 성장 징벌적인 제도이다. 이

안정성을 침해하며, 배출권 과다공급은 탄소배출권 가

는 비단 EU 전체와 여타 개발도상국 간의 문제일 뿐

격을 영(零)으로 하락시켜 시장 거래 자체를 무의미하

만 아니라 ETS 2기의 국가할당계획을 둘러싼 갈등에서

게 변질시킨다. EU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도 자체의

보듯이 EU 내에서 서유럽과 동유럽 간 공정성의 이슈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할당권 공급을 증가시

를 제기한다. EU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켜 ETS 2기 시장의 원활한 작동 자체를 위협할 가능

별 상한을 없애고 EU 자체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성

성마저 안고 있다.

장률이 높은 국가에서 상한제약 준수의 어려움을 어느

유럽집행위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국가별 배출
상한 평가방식이 경제성장률을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국가별 경제성장 단계의 차이를 온전히 고려하여 국가
별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는 있지만 행정기구를 통한 자원 배분이 안고 있는 근

정도 완화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단일 경제권의 경우 배출권 상한이 갖는
예산제약은 호황기에 개별 기업에 급격한 비용상승 요
인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또는 금융상품 등
을 통해 배출권 상한제약을 어느 정도 연성(軟性)화하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2.2.2 기타 이슈14)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현행 국가별 상한 결정방식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

1) 할당 총량 설정의 주체

은 성장률의 추세를 사전적으로 추정하여 이를 반영한

이는 배출권 할당과정을 EU 차원의 중앙집권형으로

다고는 하지만 사전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변동

추진할 것인지, 국가별 분권형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문

이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온실가스 저

제와 관련된다. ETS 1기와 2기에는 교토의정서와 국가

감정책으로서 ETS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사

별 부담배분협정을 통해 국가별 배출상한 목표를 결정

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의 사후

하고 그 구체적 할당방식도 무상할당을 기본으로 하여

적 조정이 필요하지만, 사후적 조정 자체는 회원국과

개별 국가에 위임하였다. 이는 EU 역내 국가들의 상이

기업의 유인체계를 왜곡시키며 시스템 자체를 교란시

한 경제여건을 배려하여 온실가스 저감 여력이 떨어지

킨다는 더욱 근본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EU의 경

는 국가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12) 유럽 1심재판부 판결문은 http://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09-09/cp090076en.pdf를, 언론보도는 http://www.euractiv.com/en/climate-change/
court-decision-threatens-unravel-europe-carbon-market/article-185715 또는 http://www.theaustralian.news.com.au/business/story/0,,26120462-5018012,00.html?
from=public_rss를 참조 바람.
13) 이러한 결과는 체코, 헝가리 등 유럽집행위의 상한 삭감 결정에 반발해 온 여러 이행기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 6개국이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상태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유럽집행위의 항소는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14) ET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EC(2001)의 각 주제별 문건을 참조 바람.

10

KERI Zoom-In 09-02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NAP는 온실가스 저감

이전에 공정을 효율화한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의 경제적 효율화라는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에 근본적

초래한다. 따라서 기준연도 이전에 시행된 효율화 조

으로 배치된다. 국가별 상한을 설정할 경우 각 국가는

치(이른바 조기행동)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벤

개별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상한을 과다설정할 유

치마킹이나 자발적 협약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거실적

인을 갖게 된다.15) 탄소배출비용의 내재화라는 취지와

기준방식을 보완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데이터

는 달리 국가할당계획하에서는 탄소의 실질적 가치를

수집이나 준비기간 등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크게 소

초기 할당과정에서 반영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된다는 점과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칙을 만

ETS 1기와 2기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NAP는

들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최기련 외, 2005). 한

작성, 검토, 승인까지 과다한 행정적, 시간적 비용이 소

편, 거래제 기간별 기준연도의 변경문제는 기준연도와

요되며 유럽집행위에 의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ETS

행위의 발생시점과 관련된 인센티브의 왜곡 가능성이

시행 자체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라는 측면에서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과 유사한 문제점

ETS 3기에는 NAP를 폐지하고 범EU 차원의 상한을

을 안고 있다. 즉 1990년이라는 실적 기준연도가 차후

설정하는데 이는 배출량 감축비용의 최소화라는 취지

에 변경된다면  ETS 2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에 보다 부합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EC, 2008a; Clò,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결과적

2008). 이 결정은 향후 지자체별 할당이 쟁점화될 경

으로 그 이전 기에 공정을 효율화한 업체들을 징벌하

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부분이다.

는 것이다.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기업들의 동태적 인
센티브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연도

2) 업종의 분류 및 차별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직접적 규제수단의 사용뿐 아

또는 기준치 변경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배제
되어야 할 것이다.

니라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업종별로 규제 방식을 차별
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순수하게 저감비용의 최소화

4) 신규 진입과 폐쇄 사업장에 대한 처리

가 목적이라면 부문 또는 업종별 규제의 강도는 한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이 갖는 또 하나

저감비용 또는 부문별 저감여력을 기준으로 선정되어

의 문제점은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할당량 배정과 폐

야 할 것이다. 업종 간, 부문 간 시장 구획이 명확하다

쇄사업장에 대한 기할당량 처리방식에 있다. 이들에

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배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것은 신규 진입과 폐쇄에 대한 정

출원 단위만으로 업종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

의방식에 따라 배출량 할당의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게 된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와 철강은 배출원 단위가

있을 뿐 아니라 신규 투자나 노후설비 처리에 대한 유

다르면서도 산업현장에서는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이

인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 다른 할당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생산요소

EU에 앞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미국의 SO2 거

에 대해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

래제에서 신규 진입자의 경우 매년 경매를 통해 배출

를 가지게 된다. 이 문제는 경매제도를 통해 탄소배출

권을 구매해야 한다(Parker, 2008). 반면 1, 2기 EU ETS

의 실질가치가 기업으로 내재화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

하에서 개별 국가들은 총배출권 중 일정비율을 신규

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ETS 3기에서도 무상할당방식이

진입자를 위해 유보해 두고 있다.16) 만일 기존 사업자

적용되는 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들 업종을 선

가 설비를 증설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신규 진입

정하는 방법론 또한 임의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 설비의 가동을 부분적으
로 중지시키는 경우 이미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회수

3) 조기행동(early action) 보상의 문제

기준은 무엇인가? 독일의 경우 설비가동률이 평균 가

과거 배출실적을 할당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준연도

동률의 10%를 하회하는 경우 폐쇄규정을 적용한다. 그

15) EU ETS 1기의 경우 탄소배출권 할당 총액은 1CO2 톤당 평균 가격인 20유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곧 개별 국가의 협상비용의
총가치라 할 수 있다(Hepburn et al., 2006).
16) 신규 진입과 폐쇄에 관한 규정이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Ellerman(200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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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기준은 다분히 작위적이며 나아가 폐쇄되

에서 배출권을 처분하는 데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어야 할 설비에 대한 처분을 유예시키는 왜곡효과를

보다 세분해서 Hepburn et al.(2006)는 경매의 장점

발생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5) 횡재이윤의 불공정성
무상할당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무상할당된 배출
권이 시장에서는 양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기업에 부당
한 이윤(windfall profits)을 안겨 준다는 주장이다. 즉
이는 기업이 실질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소비자에는 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2005년 이후 전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결부
되면서 대두된 주장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의 가격은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닌 요소
의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물론 완전히 자유화되지 않은 전력산업
의 경우 이와 같은 가격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증자료에 따르면 ETS 1기에 발생한 에너
지가격의 상승은 탄소비용 전가효과보다는 연료가격의
변화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llerman and Joskow, 2008; Sijm et al., 2005). 횡재

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우선 경매는 정태적 효율성,
동태적 유인구조, 법률적 단순성 등의 측면에서 무상
할당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다. 거래비용의 경우 단기
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효율적일지 확정적이지는 않지
만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되면 경매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의 경우
경매가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경매수익금의 사용방식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 대부분의 논자들(Clò, 2008; Ellerman and
Joskow, 2008)도 경매제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
만 경매제도의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불균등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될 경우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산업들
에 대한 처리방식이다. EU의 2009년 새로운 지침은
이 부분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들 취약산업
에 대한 EU의 보호방편과 그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이윤의 문제는 탄소비용 배분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보
다 실증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ETS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발본적인 문제를 제

3. 새로운 할당방식과 탄소산업 이탈효과

기하는 이슈인 것은 아니다.

6) 경매제도에 대한 평가
이상 열거된 현행 ETS 무상할당방식과 관련된 문제
점들은 경매제를 통한 유상할당방식에서는 이론적으로
거의 제거된다. 무상할당방식의 문제점은 국가별, 업종
별, 신규 및 기존 업체 간, 효율적 기술을 가진 업체와
뒤처진 업체 간 등등 이질적 주체들 사이에 일관되며

3.1 주요 내용
ETS 관련 EU의 2009년 지침(EU Directive 2009/29/EC)
은 경매를 ETS의 기본 할당방식으로 채택하였다. 그 근
거는 경제적 효율성과 단순성 면에서 가장 우월하면서
EU 국가들 사이에 할당기준을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평한 할당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1) 배출권 총량

는 나아가 저감목표 달성에 무상할당방식이 비용효율

ETS 해당 시설물에 대한 배출권 총량은 2020년까지

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2005년 대비 21%까지 감축하여 2020년의 총할당량 목

경매방식은 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탄소배출에 대

표치는 최대 1,720MtCO2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 내재적 가치를 할당 초기부터 시장가치화하기 때문

2013년 이후 2008～2012년 기간 할당량의 중간값을

에 이질적 시장참가자를 공평하게 취급하면서도 비용효

기준으로 매년 1.74%씩 할당량을 감축해야 한다.

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신규 진입자의 경우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경쟁조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2) 할당방식

있으며, 폐쇄사업장은 유상구매한 배출권에 대한 소유

a) 에너지부문은 2013년 이후 대상 시설물에 대한

권을 갖기 때문에 사업장 폐쇄 시에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을 전량 경매로 할당한다. 단 지역난방이나 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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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열병합발전 시설은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경매방식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을 크게 잠식당하거나

의 채택은 기존 무상할당하에서 제기되어 온, 횡재이윤,

역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 간 경제성장률의 차이, 기존 업체와 신규 진입업

어느 경우이든 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당 업종의

체 간 공정성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다.

탄소 총배출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EU 국가

※ 신규 진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대 비EU 국가로 업종의 탄소배출비율이 조정되는 결과

b) 에너지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은 2013
년에 대상시설물 배출량의 80%까지 무상할당을 실시한
다. 그러나 무상할당의 비율은 2020년에 30%까지 줄이
고 2027년까지는 전량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계획이다.17)
※ 무상할당은 벤치마킹 방식을 취한다. 벤치마킹은

가장 효율적 기술, 대안적 공정, 고효율설비의
사용 등에 준한다. 고효율성 평가기준은 투입량
이 아닌 생산량 대비 배출량이다. 즉 (CO2/전력
소비량)×(전력소비량/생산량). 우선은 2007～2008
년 기준 최상위 10%에 속하는 사업장의 평균 실
적을 벤치마킹의 준거점으로 삼는다.

3) 국가별 할당비율

를 초래할 뿐이다. 이것을 탄소산업 이전효과(carbon
leakage)라 부른다. 이 효과는 사실 경매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불균등할 경우에 모든 다른 유상할당방식에도 발생하
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18) 대부분의 문헌은 경매를
통한 할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논란이
되는 것은 경매가 아닌, 유상할당의 문제점이다.
EU는 탄소산업 이탈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상할
당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2009
년 지침은 경매를 주된 할당방식으로 제시하면서도 특
정조건을 만족하는 업종의 경우 무상할당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무상할당은 탄소배출비용으로 인해 시장잠식이나 생

전체 경매물량의 88%는 2005년(또는 ETS 1기의 평

산의 역외 이전위험에 노출된 업종(이하 탄소위험업종)

균) 할당비율대로 회원국에 배분되고 10%는 경제성장

에 대해 적용된다. 이때 탄소배출비용은 생산공정상의

이 진행되는 회원국을 위해 안배된다.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비EU 국가와의 시장경쟁 구조까
지를 포괄한 개념이다. 공식적으로 탄소위험업종은 탄

4) 경매 수익금 사용처

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매개로 규정되는데, 이 두

회원국은 경매 수익금의 적어도 50%를 온실가스 저

비율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ETS 적용면제 규정
35M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소규모 연소시설 가
운데 연간 CO2 배출량이 2만5천 톤 미만인 경우 ETS
참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탄소집약도 = 탄소거래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 생산비용 증가/
총부가가치
무역집약도 = 부문의 역외 수출입 총액/부문별 시장규모(총매
출액과 역외로부터의 수입액의 합)

2009년 EU 지침은 i) 탄소집약도가 5% 이상이고 무
역집약도가 10% 이상이거나, ii) 탄소집약도가 30% 이

3.2 탄소산업 이탈효과와 대처방식

상이거나 iii)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인 업종을 탄소위
험업종으로 규정한다. 이상의 조건은 <그림 3> (a)의

새로운 할당방식 채택과 관련해 가장 쟁점으로 등장

A, B, C, D의 합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표현된다(Clò,

한 이슈는, 탄소배출 비용으로 인해 유럽 내에서의 비

2008). 그러나 EU가 제시한 이 기준은 여러 가지 측

용경쟁력이 취약해진 업종의 경우 다른 지역에 위치한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19)

17) 유럽집행위의 수정안 제안서는 ETS 3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무상할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EU 기업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여
일부 후퇴한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18) 탄소산업 이탈효과는 EU와 다른 지역 간 탄소배출비용의 불균등도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 효과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는 이후 포스트
교토 국제협약 체제하에서 강제될 다른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협약의 강도에 달려 있다. 탄소산업 이탈효과에 대한 EU의 후속조치는 2010년 6월경에
결정되는데 이는 12월 개최될 코펜하겐 회의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19) 이하 탄소위험업종에 대한 EU의 정의에 대한 비판은 Clò(2008)를 참조하였다.

EU ETS를 통해서 본 배출권 초기할당의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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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탄소위험업종 기준

거나 탄소에 의한 비용 상승과 무관하게 무역의존도가

(a)

높은 업종(<그림 3> (b)에서 C2 영역)까지를 모두 포
함한다. <그림 4>는 영국의 주요 산업을 무역의존도와
탄소의존도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Hourcase, et
al., 2007). 여기에서 유상할당에 근거한 탄소의존도는
업종별로 표시된 세로막대의 최대값으로 표시되어 있
다. 2009년 EU의 지침에 따르면 무역의존도가 30% 이
상인 기계류, 섬유, 전자광학 등은 실제로 유상할당에
의한 부가가치 대비 비용 증가비율(탄소의존도)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위험업종으로 분류되어 무상
할당의 대상에 포함된다. 나아가 탄소의존도에 기초할

(b)

경우, 현재의 배출량이 높아질수록 유상할당에서 면제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에너지 효율적 기술사용
에 의한 배출량 감소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
이며, 결국 배출수준이 높은 산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탄소의존도나 무역의존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문 선정의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2009
년 지침은 3자리 NACE20) 코드(NACE-3)를 기본으로
하되 자료가 제공이 되는 경우 NACE 4자리를 사용하

자료: Clò(2008)

그림 4. 영국의 업종별 탄소배출비용의 효과

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NACE-3 코드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 및 배출 집약도에 있어 공정 간 차이를 반영하
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NACE-3 기준에 따를 때 동일
한 업종에 속하는 1차, 2차 알루미늄과 BOF, EAF 스
틸은 공정에서의 배출계수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다루어지게 된다. 반대로 NACE-4에 의한 분
류는 사실상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관련 시장에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가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임계치 설정의 불연속성이 갖는 비합리성이다.
앞에 제시된 5, 10, 30%라는 기준설정은 다분히 자의

주: 업종별로 표시된 막대의 최대값은 전체 배출권을 유상 구매한 경우
의 탄소집약도이며, 최소값은 전력가격 상승분만이 비용에 반영된 경
우임.
자료: Hourcase et al.(2007), 안영환(2007)에서 재인용

적이며 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도 않다. 그
임계치를 기준으로 0.1%의 차이를 갖는 업종들을 무상
과 유상이라는 완전히 다른 할당기준으로 취급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 Clò(2008)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 탄소위험업종은 탄소배출비용이 EU 이외의 국

비연속 변수보다는 탄소산업 이탈효과의 정도에 따라

가에 의한 시장잠식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여야 한다.

연속적 변수를 생성하고 이에 따라 무상할당의 비율을

그러나 EU의 기준은 경쟁과 무관하게 탄소에 의한 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용 상승효과가 큰 업종(<그림 3> (b)에서 A2 영역)이
20) Nomenclatur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로 유럽 공통의 산업분류코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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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TS 도입 시 주요 정책이슈

표 6. 주요 지역 및 국가의 탄소배출량 지표 추이
구분

연도

EU의 배출권 거래제는 최초의 국제탄소거래시장으
로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

총배출량

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상의 EU ETS에 대한
검토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

CO 2
(MtCO 2)

다. 첫째는 2.1에서 논의한 국가별(또는 업종별) 총량
살펴본 경매를 통한 유상배분 시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과 관련된다.

1) 총량설정방식
우리나라는 오는 12월의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 2013

1인당 배출량

CO 2/인구
(tCO 2)

한국

일본

중국

1990

20980.5 11072.6 4059.4 4863.3 229.3 1065.3 2244

1995

21810.4 11574.5 3848.2 5133.3 364.8 1146.3 3021.8

2000

23497.3 12492.2 3831.1 5693

431.3 1181.4 3077.6

2005

27147 12922.2 3970.2 5784.5 469.1 1217.8 5099.1

2007

28962.4 13000.8 3926.4 5769.3 488.7 1236.3 6071.2

증가율
(90-07)

설정의 기준 지표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는 3.2에서

세계 OECD EU-27 미국

0.380

0.174

-0.033 0.186

1.131

0.161 1.706

1990

3.989 10.610 9.487 19.438 5.345

8.626 1.967

1995

3.843 10.621 8.039 19.255 8.089

9.134 2.495

2000

3.869 11.056 7.934 20.159 9.177

9.317 2.425

2005

4.203 11.047 8.070 19.516 9.753

9.529 3.889

2007

4.382 10.968 7.918 19.097 10.076 9.674 4.575

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적

증가율
(90-07)

0.098

0.034

-0.165 -0.018 0.885

0.121 1.326

어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요

1990

1.153

1.807

1.677

1.451

1.237

3.870 0.249

구받게 될 것이다.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감축국으로

1995
경제규모 대비
2000
배출량 1

1.244

1.911

1.908

1.553

1.132

3.878 0.312

1.361

2.067

2.213

1.715

1.186

3.951 0.444

2005

1.348

2.208

2.335

1.891

1.363

4.089 0.412

2007

1.364

2.316

2.503

1.988

1.444

4.210 0.432

절대적 상한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경제성장률

증가율
(90-07)

0.182

0.282

0.492

0.370

0.167

0.088 0.732

이 높은 국가들에는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1990

0.630

0.525

0.474

0.689

0.535

0.372 1.142

수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와 같이 과거의 기준연도 대

1995
경제규모 대비
2000
배출량 2

0.578

0.496

0.420

0.644

0.585

0.371 0.877

0.516

0.454

0.362

0.583

0.558

0.364 0.598

2005

0.492

0.423

0.341

0.529

0.486

0.352 0.632

2007

0.471

0.402

0.317

0.503

0.459

0.342 0.598

지정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상한은 교토의정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상대적 상한이 아닌
절대적 상한으로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 감축량을 설정하는 방식은 기준연도 이후의 성장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구조이다. 이 방식이 갖는 문제점
에 대해서는 앞서 2.1의 수치 예를 통해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 <표 6>은 배출량 관련 지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갖
는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 2/GDP*
(Kg CO 2)

CO 2/GDP**
(Kg CO 2)

증가율
-0.252 -0.235 -0.332 -0.270 -0.143 -0.081 -0.477
(90-07)
주: *는 2000년 USD를 기준으로 한 환율 변환 GDP, **는 2000년 USD를
기준으로 PPP 변환한 GDP임.
자료: IEA,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2009a.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배출량은 원단위 효
율 개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인구나 경제성장에 의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다. 즉 어떠한 GDP를 기준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90년대 이후의 수치만으로 판

보는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원단위 개선 추이

단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체 배출량 기준에서뿐만 아니

나 감축의무량 설정기준에 대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라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도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배출량 절대규모 기준에

지역보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두 지

의한 온실가스 배분은 경제성장률이 낮고 3차 산업이

표는 경제의 외연적 확장이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

발전한 선진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점이다.

지 않은 것이다. 생산액 1달러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결국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보면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배출 증가율은 16.7%로

탄소 감축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신축적 상한을

나타났다.

설정하는 일일 것이다. 대외적으로 이를 관철시키는

그러나 PPP를 기준으로 한 GDP를 사용하면 이와는

노력이 좌절된다면, 국내 경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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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라도 배출상한 예산제약을 연성화할 수 있

있으며 EU에 비해 단일하고 균질적 경제권을 형성하고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있다. 따라서 무상할당 과정이 EU만큼의 복잡성과 경

2) 유상할당 시 고려사항
경제이론만으로 평가했을 때 경매제도는 무상할당에
비해 기업에 의한 정치적 수용성이라는 기준을 제외한

제적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것
이다.
초기할당이 경매 또는 여타의 유상할당방식으로 진
행되는 경우라면 탄소산업 이탈효과(carbon leakage)에

모든 면에서 우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매

대한 국제경쟁력 대응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

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

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에, 중

다. 특히 유럽에서 무상할당의 폐해를 가중시킨 원인

국, 브라질, 러시아 등은 2020년 이후에 배출권 거래제

중 하나는 역내 국가들의 비균질성이라는 유럽의 특수

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철

성에서 발견된다. EU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산업적･

강･비철금속 등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주요 업종

정치적 조건의 불균등성이 조화되고 단일한 무상할당

의 시장 판도를 바꾸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대외적으

방식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들고 무상할당의 부정적

로는 이들 산업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경쟁국과의

요소를 가중시킨 측면이 있는 것이다. ETS 1기와 2기

경쟁력 문제를 들어 국제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

에 시행된 국가할당계획의 경우 EU 회원국의 개별적

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유상할당

특수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기 위한 배려였으나 이는

을 통한 재원이 이들 산업으로 재유입되어 산업의 국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단일한 경제권역의 통합이라는

제경쟁력 저하를 방지해야만 할 것이다.

EU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EU의 경제･정치･산업･사회적 환경은 우리나라의 환

또한 유럽집행위의 할당량 배정을 월권으로 규정한

경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EU의 제도 역시 여전히 시

유럽 법원의 최근 판결은 국가별 조건을 감안한 할당

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안정화되었다고는 보기 어

을 조화롭게(harmonized)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렵다. EU의 제도를 참고로 하되 우리나라의 환경에 보

인 작업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들게 한다.

다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EU와 우리나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EU
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화된 법적 주체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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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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