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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제사회는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협정을 채
택하고, 2016년 11월 파리협정을 발효하여 신기후체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
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는 글로벌 도전과제
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후변화에 대응한 본격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제주체들은 탄소 배출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
고 생산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외부불경제를 유발해왔습니다.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고 경제주체의 탄소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의 활용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탄소가격제의 사례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이 있으며, 배출감소라는 목
표를 유연하면서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배출
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 요인이 내재
화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차원의 저탄소 노력에 따른 영향
과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
해 첫째,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고려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탄소 배출비용을 검토하고 각 탄소 배
출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정책 강화가 국내외 경제에 파급할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최근의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 추정치 및 적용범위를 모형에 포함하고, 탄소 배출가격 증
가의 영향과 국내외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도 추정하였습니다. 그리
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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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진영 박사의 연구책임하에 한민수 박사, 송지혜 전문연구원, 김
은미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
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신기후체제의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
한 정부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원장 현 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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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
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
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
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
(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
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
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
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
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
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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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
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
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
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
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
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
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
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
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
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
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
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
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
(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
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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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
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
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
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
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
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
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
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
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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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
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
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
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
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
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
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
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
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
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
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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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
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
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
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
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
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
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
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
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
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
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
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
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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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
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
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
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
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
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
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
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
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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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신기후체제의 초
석을 마련하였다.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는데, 이
는 202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협정 발효조건(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상회하는 55개국 비준 후 30일)이 조기에 충족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얼
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
력이 본격화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17년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의 탈퇴를 발표하였다. 그러
나 국제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미국 내의 주요 도시와 주정부, 기업들이 파리협
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응노력이 시급하고, 저탄소 기
후탄력적 경제로의 도도한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여름 미국 남부지역과 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연이은 대규모 홍
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이 언제든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사례이
며, 점증하고 있는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노력이 단순히 국제적인 협정의 문제
가 아니라 시급한 현안임을 보여준다.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 기업이나 발전소 등이 온실가스 배출
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극심한 가뭄이나 홍수 등이 초래하는 있는 물적, 인적
피해 등)에서 초래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이나 발전 활동을 진
행하게 될 경우, 다른 경제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외부불경제
(negative externality)를 유발하게 된다. 생산활동에 따른 개별 기업의 비용
에 온실가스 유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기
업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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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곡선으로 고려되는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사회적 비용(social cost)까지 온전히 포함되어야
효율적인 시장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
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배출된 탄
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단(instrument)이다.1)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온
실가스를 줄이도록 지시(command and control)하는 대신에 탄소가격제는
배출주체로 하여금 생산활동의 변화를 통해 배출을 줄이도록 하거나 생산활동
을 유지하면서 초래되는 배출의 대가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인 신호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배출 감소라는 전체적인 목표를 유연하면
서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탄소가격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탄소세(carbon tax)나 배출권 거래제를
들 수 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단위당 가격(보통 톤당 가격)을 직접적으
로 부여한다. 배출권 거래제는 전반적인 배출한도(cap)를 설정하고 오염물질
을 배출하는 개별 출처(sources)에 배출권(allowance)을 나눠주고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한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은 배출권
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고, 배출한도보다 추가 배출이 필요한 기업은 여유분
의 배출한도를 가진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2)
최근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 등에서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지역과 국가들에서 가격을 부여하려는 탄

1)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검색
일: 2017. 10. 24).
2) 문진영(2016), p.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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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배출의 규모는 전 세계 배출의 약 15%에 이르고 있다.3) 온실가스를 규제 대
상으로 하는 EU-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 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확산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여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외부불경제 요인의 내재화(internalize)
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생산활동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불경제 요인이
고려될 경우 생산비용의 상승 및 생산량 축소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국내외 경
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 요인이 내재화될 경우의 경제
적 영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차원의 저탄소 노력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정책대응을 살펴보
고, 탄소가격제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
출비용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탄소 배출비용이 경제부문에 반영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수의 문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세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이 진행되
어왔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연계나 탄소세 도입이 국내 경제 및 환경에 파급
할 영향분석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적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서
정민 외(2010)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다양한 국제적 연계시나리오를 분석하였

3) World Bank(2017),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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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 배출권 시장을 연계하는 잠재적 상대국가에 따라 연계효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연계 상대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에너지부문이 고려된 GTAP-E 모
형을 활용하여 국내 감축목표를 해외 크레딧으로 구매할 경우의 적합한 연계
국가도 분석하였다.
전병목, 성명재, 전영준(2012)은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과 탄소세 도입이 세대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을 위해 화석연료와 신재생원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요소에 추가하
여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정부의 탄소세 부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탄소세 수입
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과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연구개
발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경우의 효과도 고려하였다. 탄소세의 부과는 미래세
대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현재 세대의 감내비용은 미래의
편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김용건 외(2014)는 산업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대
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세분화된 고용시장을 모형화하였다. 탄소세
도입과 탄소세로 인한 추가 세수입 활용이 국내 GDP 등의 경제지표와 탄소 배
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ECD에서 개발한 축차동태 CGE
모형인 ENV-Linkage 모형을 보완한 KEI-Linkage 모형을 이용하였다. 탄소
세 부과 시나리오 이외에도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수입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의 노동세 감면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추가 세수입을 가계에 이
전하는 것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노동세를 감면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의 효과가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경수, 김창훈(2014)은 우리나라 및 주요 무역 상대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
입 여부가 국가의 경제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생산 및 무역에 미칠 영향을 업종
별로 분석하였다. EU, 한국, 미국, 중국에서의 국가별 배출권 거래제의 개별 및
연계 시행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글로벌 CGE 모형을 이용하였다. 배출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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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산량 및 무역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GDP의 변화로 측정한 경제적
효율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그 상대적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경수(2015)는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감축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탄소 누출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를 글로
벌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강만옥 외(2012)는 사회적 비용의 유형별 구분을 통해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협의의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오염, 교
통혼잡, 에너지안보 비용을 고려하였고, 광의의 사회적 비용으로 에너지 수입
비용과 재정지출, 그리고 보조금 규모 등이 고려된 바 있다.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82조 8,000억 원으
로 추산하고 이것이 2009년 GDP의 7.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김
용건 외(2013)는 CGE 모형을 활용하여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및 탄소 배출 외
부비용의 내부화가 국내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 및 정책의 변화를 다룬 다수의 연구는 연산가능일반
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황인창(2016)은 CGE 모형과 달리 경제활동과 기후
변화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최대화
하기 위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RICE 모형을 응용하여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기후변화정책의 변
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2013)는 시장에 기초한 탄소 감축방안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라는 경
제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보고서는 15개국의 5개 경제부문에서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을 추정하였으며,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
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자본금지원이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가 가장 비싼 탄소 감축방안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기존 연구는 국내에서의 탄소세 도입 또는 배출권 거래제의
해외시장 연계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일반연산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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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정 체결로 국제사회가 탄소 감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시장에 기
초한 탄소 감축방안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의 탄소가격제 도입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되고 있는 탄소 감축의 비용과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탄소가격제 추정치와 적용범위를 일반균형모형에 포함하
고, 탄소 배출가격 증가의 영향과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도 추정하
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주요국의 온실가
스 배출 현황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주요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제도를 통해 정책방향을 정리하였다. 3장은 국제사회에서
고려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탄소 배출비용을 검토하고, 각 탄소 배출비용에 내
재된 의미를 분석하였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검토해온 미국의 사례와 탄소
가격제 등으로 나타나는 탄소비용도 확인하였다. 4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정책 강화가 국내외 경제에 파급할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근의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 추정치와 적용범위를 모형에 포함하고, 탄소 배
출가격 증가의 영향과 국내외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도 추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5장은 분석내용을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
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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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본 장에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4)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EU와 함께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배출 현황 및 특징을 살
펴보았다.5) 그리고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정책제
도 및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탄소가격제를 검토
하였다.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세계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이자 제조업 국가인 중국은 2005년
이래로 온실가스 세계 최다 배출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6)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약 13억 명의 인구규모, 고(高)에너지 산업구조,
높은 석탄의존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7)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노력 및 글로벌 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중국 또한 다양한 저탄소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17억 3,501만 톤(CO2eq.)으로

4) 본 연구에서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및 F-가
스(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를 모두 포함한다. 배출량 단위는 MtCO2eq.
(Million metric tons of carbon dioxide equivalent)이며, CO2eq.는 동일한 조건에서 온실가스별 배
출량을 비교하기 위해 개별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산한 ‘이산화탄소 상당
량’, 또는 ‘이산화탄소 등가’를 의미한다.
5) 본 장에서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수치는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
sources Institute)의 CAIT 데이터베이스(http://cait.wri.org/)를 활용하였다(검색일: 2017. 5. 17).
6) 2005년의 중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72억 6,706만 톤(CO2eq.)으로 전 세계 배출량(382억 7,281만
톤 CO2eq.)의 약 19% 비중을 차지하며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1위)이 되었다.
7) 김용건 외(2012),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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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총배출량 42억 500만 톤(CO2eq.) 대비 179%, 직전연도 총배출량
112억 5,040만 톤(CO2eq.)보다는 4.3%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 온실가스 배
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에너지 사용
량에 의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그림 2-1 참고). 비록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반등하여 소폭으로나
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
이다. 2013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8.7톤(CO2eq./인)으로 1995년
대비 148%, 직전연도 대비 3.8%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해 유럽의 1인당 배출
량(8.4톤 CO2eq./인)과 비교하면 유사한 규모이지만, 미국의 1인당 배출량
(19.8톤 CO2eq./인) 및 일본의 1인당 배출량(10.6톤 CO2eq./인)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한편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8)과 에너지집약도(energy intensity)9)는
꾸준히 하락하는 양상이다. 2013년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511톤
(CO2eq./백만 USD)으로 1995년 대비 46.9% 감소하였으며, 직전연도보다는
3.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와 같이 중국의 에너지집약도 또한
1995년 이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그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기에 가능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이 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왔지
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로 판단
된다.
8)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도별 총배출량(톤 CO2eq.)을 GDP(백만 USD, 2005년 기준)로 나눈
값이다.
9) 본문에서 인용한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에너지집약도는 연도별 1차에너지 총공급량(total primary
energy supply)을 GDP(USD, 2011년 PPP 기준)로 나눈 값이며, 해당 국가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단위는 ‘MJ/USD 2011 PPP GDP’로 여기에서 MJ은 에너지 단위인 메가줄(1 megajoule＝
106J)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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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1995~2013년)
(단위: 백만 톤 CO2eq.(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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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일: 2017. 5. 17).

그림 2-2. 중국 에너지집약도
(1995~2013년)

그림 2-3. 중국 온실가스별 배출비중
(1995~2013년)

(단위: MJ/USD 2011 PPP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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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B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7. 6. 14).

메탄

아산화질소

F-가스

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
일: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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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별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온실가스 총배
출량의 증가는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비롯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3 참고). 2013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
은 86.8%이며, 그밖에도 메탄(7.8%), 아산화질소(3.7%), F-가스(1.7%) 등의
순으로 다량 배출되었다. 1995년 대비 이산화탄소와 F-가스의 배출비중이 각
각 12.5%p, 1.4%p 증가한 것에 비해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각각 9.2%p,
4.7%p 감소한 수치이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에너지 분야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에너지 분야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80% 이상이었다. [그림 2-4]와 같이 2013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은 에너지(82.2%), 산업공정(12.3%), 농업(6.1%), 폐기물(1.7%) 등의 순으로
1995년 대비 농업과 폐기물의 비중은 각각 9.2%p, 2.9%p 정도 하락하였으나
그 외의 분야는 소폭 상승하였다.10) 에너지 분야 내에서는 특히 전력·열병합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1995년(37.3%)
과 비교하면 13.3%p 급증하였다. 뒤이어 제조·건설(29.6%), 기타 연료연소
(8.5%), 교통(8.0%), 탈루성 배출(3.3%) 순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
면 다음과 같다. 2013년 중국은 101억 8,373만 톤(CO2eq.)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으며, 1995년 배출량 31억 2,423만 톤(CO2eq.) 대비 226%, 직전연
도 배출량 97억 2,222만 톤(CO2eq.) 대비 4.7%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빠른 상승세를 유지한 덕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2005년부터 세계 최대 온
실가스 배출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다.11) 실제 글로벌 이산화탄소

10) 2013년 산업공정,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LUCF: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에너지 분야의 배
출비중은 1995년 대비 각각 5.8%p, 5.5%p, 0.6%p 정도 상승하였다.
11)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1995년) → 20.3%(2005년) → 15.0%(2013년)
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참고로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14.0%(1995년) → 20.7%(2005년) → 29.6%(2
013년)으로 증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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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1995년 당시 14.0%였던 것에
비교하면 15.6%p 급증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IEA(2016)에서 발표한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12)을 에
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탄이 중국의 주요 배출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2-5 참고). 2013년 상기 배출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4%에 이르렀
으며, 석유(12.9%), 가스(3.4%) 등의 순으로 다량 배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도 중국의 석탄 활용도는 최상위권이다. 최근 BP(2017)의 자료에 따르면, 중
국이 2016년 글로벌 석탄 생산량의 46.1%, 소비량의 50.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3) 따라서 향후 중국의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여부는 에너지믹
스 내 석탄의 중요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중국 분야별 배출 현황 비교
(1995년 vs 2013년)

그림 2-5. 중국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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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
일: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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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임.
자료: IEA(2016), pp. 76-93 토대로 저자 작성.

12) IEA(2016), pp. 76-93.
13) BP(201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19),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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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미국은 1995년 이후 누적 배출량 기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UNFCCC14) 체계하의 대표적인 부속서 I 국가이다. 미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199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7년 약 68억 톤(CO2eq.)
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후 경기침체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주원인이 되어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급감하였다. 미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10년부터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
화 대응정책 노력으로 2013년 기준, 분석시기(1995~2013년) 평균치(65억
2,089톤)보다 낮은 수준(약 96%)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억 7,984만 톤(CO2eq.)
을 기록하여 직전연도(61억 9,328만 톤 CO2eq.) 대비 1.4%p 증가하였다. 그
러나 이는 분석기간 최저치인 1995년(61억 7,962만 톤 CO2eq.)보다 불과
1.6%p 높으며, 총배출량 최대를 기록한 2007년(67억 8,354만 톤 CO2eq.)
보다는 7.4%p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세에 있다고 평가된다. 2007년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연속 급락하여 2009년 62억 2,567만 톤(CO2eq.) 수
준까지 감소하였다.15) 2010년 경제성장률은 2%대를 회복하였고 에너지 사용
량 또한 상승추세이나, 2009년 등장한 오바마 정권의 적극적인 감축의지로 에
너지 사용량 대비 낮은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1인당 배출량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본 보고서의 기타 분석대상인 중
국, EU, 일본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지만,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이 증가추세인
것과 상반되게 연평균 0.9%p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기준

14)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5) 2008년과 2009년은 미국이 금융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시기로, 같은 기간 미국의 GDP 성장률
은 각각 –0.3%와 –2.8%를 나타낸 바 있다.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 31

으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8톤(CO2eq.)을 기록하여 1995년의 85.5%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 또한 2013년 6.9톤으로 1995년의 약
89%를 나타냈으며, 연평균 0.6%p로 감소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미국의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97톤(CO2eq./백만 USD)
으로 1995년 대비 33.8%p 감소하였으나 직전연도와는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
다. WRI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5~
2013년 기간, 연평균 2.3%p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집약도
또한 분석기간 연평균 2.0%p로 감소하여 세계 평균(-1.5%)보다 가파른 하락
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6).

그림 2-6. 미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1995~2013년)
(단위: 백만 톤 CO2eq.(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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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일: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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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그림 2-8. 미국 온실가스별 배출비중
(1995~2013년)

그림 2-7. 미국 에너지집약도
(1995~2013년)

(단위: 백만 톤 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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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B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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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
일: 2017. 5. 17).

총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별 구성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공통으로 이산화탄소
가 가장 많은 비중(82~85.1%)을 차지하였으며, 메탄, 아산화질소, F-가스 순
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온실가스별 배출비중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산화탄소
와 메탄가스, 아산화질소의 경우 배출비중이 분석기간에 유사하거나 작게나마
감소추세인 반면, F-가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이
다.16) 2013년 기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82.1%로 기타 분석대상인
중국(86.8%), 일본(93.0%)보다는 낮고 EU(81.3%)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한
편 F-가스의 경우 총온실가스 배출에서 3.1%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1995년도 대비 83.6%가 증가한 수치이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1995년과 2013년 동일하게 에너지 생산으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업, 산업공정, 폐기
물, 벙커연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5년 대비 2013년, 에너지 생산분야의

16) 1995~2013년 기간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아산화질소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03%, -0.01%,
-0.31%였던 데에 반해, 프레온가스는 연평균 3.43%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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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은 4.3%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농업과 폐기
물, 벙커연료 분야의 배출량 또한 소폭 감소한 바 있다.17) 반면 산업공정분야
와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같은 기간 각각 1.1%p와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에너지 사용, 즉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주요
배출분야는 전력·열병합 발전과 교통이며(각각 43.3%와 30.7%), 상대적으로
기타 연료연소(11.8%)와 제조·건설(8.0%), 탈루성 배출(6.1%)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을 검토하면 석탄·석유·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연료가 약 3:4: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EA(2016)의 자료
에 따르면 2013년 미국의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석유(39%), 석
탄(33.4%), 가스(27.1%), 기타(0.4%) 순으로 나타난다. 1995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가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9. 미국 분야별 배출 현황 비교
(1995년 vs 2013년)

그림 2-10. 미국의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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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
일: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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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임.
자료: IEA(2016) 토대로 저자 작성.

17) 농업과 폐기물 분야의 배출비중은 각각 0.3%p, 벙커연료분야는 0.5%p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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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을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셰일가스 탐사 및 채굴로 가스연료의
공급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석유 및 석탄의 연료 활용비중이 감소한 반면 가
스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18) 1995년 대비 미국의 석탄과 석유 활용비중은
각각 4.8%p와 0.2%p 감소하였으나, 가스의 비중은 4.6%p 증가한 바 있다.

다. EU19)
EU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을 지니는 또 다른
주체로 간주된다. EU는 2000년대 이후, EU 배출권 거래제도(ETS) 등 적극적
인 배출감소정책을 추진하여 현재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감소추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국제 평균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유지하고 있다.
EU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3년 총 42억 2,452만 톤(CO2eq.)으로 중
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주체였다. 그러나 EU의 2013년도
총배출량은 1995년도 총배출량(47억 7,437만 톤 CO2eq.)의 88% 수준에 불
과하여 분석대상기간(1995~2013년)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직전연
도 총배출량과 비교하여도 1.7%p가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도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분석대상기간 소폭으로 변동을 나타내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0년대 초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경제위기 시 경제성장률과 함께 급락한 바 있다.
2010년도 에너지 사용량 급증과 경제성장률 복귀로 일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18) Lu, Salovaara, and McElroy(2012), pp. 3014-3021.
19)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
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상 EU15)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
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총 28개 국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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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타 선진 당사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으로, 2013년 8.4톤(CO2eq./인)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2.3%p 감소한 수치이며, 분석대상기간 전체로 볼 때에는 연평균 1%p로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EU의 인구당 에너지 사용량이 미국, 일본과 비
교하여 월등히 낮다는 점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EU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3.2톤으로 미국(6.9톤), 일본(3.6톤)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대상기간 평균 수치로 판단하여도, EU의 1인 에너지 사용량은 연평균 3.5톤으
로 미국(7.6톤)의 절반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일본(3.9톤)보다도 낮았다.

그림 2-11. EU(28)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1995~2013년)
(단위: 백만 톤 CO2eq.(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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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일: 2017. 5. 17).

분석대상기간 온실가스별 배출량은 이산화탄소가 81.8%로 가장 많았고, 메
탄(9.9%), 아산화질소(6.8%), F-가스(1.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산화탄소의 배출비중은 기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며, 아산화질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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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이산화탄소가 83.9%,
아산화질소는 4.3%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EU 또한
1995년 대비 2013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의 절대 배출량 및 비중
이 감소한 반면 F-가스의 배출량 및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도 이산
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는 1995년과 비교하여 각각 12%, 25%, 23% 감소
한 반면, F-가스의 배출비중은 76%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림 2-12. EU(28) 에너지집약도
(1995~2013년)

그림 2-13. EU(28) 온실가스별 배출비중
(1995~2013년)

(단위: MJ/USD 2011 PPP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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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B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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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분야의 배출량이 낮
은 반면, 농업과 벙커연료 분야의 배출량이 기타 분석대상국가보다 높은 것으
로 확인된다. 2013년 EU의 분야별 배출비중은 에너지(85.5%), 농업(10.0%),
벙커연료(6.6%), 산업공정(5.0%), 폐기물(3.5%) 순인 것으로 나타난다. 에너
지분야의 배출비중이 점차 감소추세인 기타 분석대상국가와 달리 EU는 에너
지분야의 배출비중이 1995년에 비해 2.7%p 증가하였고 농업과 벙커연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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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배출비중 또한 경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분야에서
는 전력·열병합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40.7%로 가장 많았고, 교통과
기타 연료연소가 각각 24.8%와 20.5%를 차지하였다. 그밖에도 제조·건설
(12.0%)과 탈루성 배출(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이용변화와 산림을
통해 흡수한 배출량은 1995년 2억 9,066만 톤(CO2eq.)에서 2013년 4억
2,869만 톤(CO2eq.)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배출량 감소에 기여
한 바 있다.
2013년 기준으로 EU 온실가스 배출의 81.3%를 차지한 이산화탄소의 에너
지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석유가 가장 많은 38.7%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석
탄과 가스가 각각 33.8%와 25.8%를 차지하였다. 1995년과 비교하여 보면, 석
탄과 석유는 4%p와 3.6%p 감소한 반면 가스와 기타 연료의 활용은 일부 증가
(각 6.6%p, 0.9%p)한 수치이다. 석유와 석탄의 비중은 미국과 매우 유사한 반
면, 가스의 비중이 미세하게 작고 기타 연료의 비중이 1.6%로 보다 높았다.

그림 2-14. EU(28) 분야별 배출 현황 비교
(1995년 vs 2013년)

그림 2-15. EU(28)의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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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
일: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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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임.
자료: IEA(2016) 토대로 저자 작성.

38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라. 일본
일본은 1997년 개최된 UNFCCC 제3차 당사국회의(COP3)의 의장국이자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의무이행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감
축노력에 기여해왔다.20) 비록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에
너지·환경 정책이 소극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에너지 효율수준과
성숙한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3년 기준 13억 5,335만 톤(CO2eq.)으로
1995년 총배출량 12억 5,205만 톤(CO2eq.) 대비 8.1%, 전년도 총배출량 13억
2,829만 톤(CO2eq.)보다 1.9% 증가하며 세계 6위의 다배출국이 되었다.
GDP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40톤(CO2eq./백만 USD)으로 1995년 대비
6.5% 하락하였으나 전년대비 0.5%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완만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수철(2010, p. 80)과 김용건 외(2012, p. 70)는 경기불황의 영
향과 산업부문의 원단위 개선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低)에너
지 산업구조로의 전환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의 보급·확산이 전체 배출량 증
가를 억제하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일본의 에너지·환경 분야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은 이듬해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전년대비 4.7%, 5.3%씩 하락시켰다(그림 2-16 참고). 그러나 2011년 후
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당해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대비
7.4% 감소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4.5% 증가한 것이다. 이는 방사
능 공포가 만연해진 일본이 원자력 대신 화석연료의 비중을 늘린 영향이 있었
20) 일본은 교토의정서 1차 감축 공약기간(2008~12년)에는 참여하였으나,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탈퇴하자 교토의정서 체제가 더 이상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2차 감축 공약기간(2013~
20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日本外務省 홈페이지, http://www.mofa.go.jp/policy/en
vironment/warm/cop/kp_pos_1012.html, 검색일: 2017.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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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7]과 같이 2013년 에너지 소비에서 원자력이 차
지하는 비중은 불과 0.7%로 원전사고 발생 전인 2010년(13.3%)과 비교하면
12.6%p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화석연료 비중은 93.5%로 2010년
(81.3%) 대비 12.2%p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21)

그림 2-16. 일본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1995~2013년)
(단위: 백만 톤 CO2eq.(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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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일: 2017. 5. 17).

일본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10톤(CO2eq./인)
내외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에너지집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세
계 평균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18 참고). 2013년 일본의 에너
지집약도는 4.2122)로 그동안 일본사회 구성원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21)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1차에너지 소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0.0%
를 기록하였다가 최근 0.2%(2015년), 0.9%(2016년)로 소폭 반등하였다. BP(201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6. 19), pp. 17-44.
22) 해당 에너지집약도 단위는 MJ/USD 2011 PPP GD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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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일본 에너지원별 소비비중
변화(2010년 vs 2013년)

그림 2-18. 일본 에너지집약도
(1995~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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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별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또한 이산화탄소가 전체 배출량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9 참고). 201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93.0%이며, F-가스
(4.2%), 아산화질소(1.5%), 메탄(1.4%) 순으로 다량 배출되었다. 당시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12억 5,820만 톤(CO2eq.)으로, 1995년 배출량 11억 5,281만
톤(CO2eq.) 대비 9.1%, 직전연도 배출량 12억 3,608만 톤(CO2eq.) 대비
1.8% 증가하였다. 같은 해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5.2%)보다 1.5%p 하락한 3.7%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에너지분야가 최근까지도 9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유지해왔다. 2013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에너지(89.0%), 산
업공정(6.3%), 벙커연료(2.3%), 농업(1.5%),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0.5%) 등
의 순으로 1995년과 비교할 경우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6.7%p 상승)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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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각각의 비중이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23) 에너지분야 내에서는 전력·열병
합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53.4%로 가장 우세하였는데, 이는 1995년
(42.2%) 대비 11.2%p 증가한 결과이다. 뒤이어 제조·건설(18.1%), 교통
(17.4%), 기타 연료연소(10.9%), 탈루성 배출(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유와 석
탄이 일본의 주요 배출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그 림 2-20 참고). IEA(2016)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당 배출량에서 석유의 비중이 40.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석탄(37.8%), 가스(21.0%) 등의 순으로 다량 배출하였다.24) 에너지 대
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앞으로 화석연료 이용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에 따라 향후 감축성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9. 일본 온실가스별 배출비중
(1995~2013년)

그림 2-20. 일본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2013년)
(단위: %)

(단위: 백만 톤 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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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
일: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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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임.
자료: IEA(2016), pp. 76-93 토대로 저자 작성.

23) 2013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에너지분야의 비중은 1995년 대비 3.4%p 하락하였으며, 이외에도
산업공정, 농업, 벙커연료 분야도 각각 1.7%p, 0.6%p, 0.5%p 정도 소폭 하락하였다.
24) IEA(2016), pp. 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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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본 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주요국이 활용하는 정책수단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 중 유일한 개도국이자 정부주도형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있
는 중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
으며, 환경 관련 법령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EU 및 일본의
경우 각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탄소가격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가. 중국
1) 환경보호세 신설
2016년 12월 25일 주석령 제61호로 공포된 「환경보호세법(环境保护税
法)」25)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월 단위로 조세(환경보호세)를 산
정하여 분기별로 징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다. 기존 오염물배출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보호와 개선,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그 밖의 생산경영자이며
(제2조), 과세대상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이다(제3조). 과
세액은 대기 및 수질 오염물은 오염당량당26) 각각 1.2~12위안, 1.4~14위안,
고체폐기물은 폐기물에 따라 톤당 5~1,000위안, 소음은 기준 초과 데시벨
(dB)에 따라 매달 350∼1만 1,200위안이다(부표 1).

25) 中华人民共和国政府(2016), 「环境保护税法(2016. 12. 25 제정)」(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24).
26) 대기 및 수질 오염물의 과세금액의 경우 오염당량값(污染当量数)에 해당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오
염당량값은 배출량(kg)을 오염당량치(污染当量值, 단위: kg)로 나눈 값으로 부표 2(附表二)에 오염물질
별로 별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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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세법」은 납세대상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 수단을 모두 포함하고 있
다. 이 법 제13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배출하는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의 농도
수치가 규정된 오염물 배출기준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세액의 75%만
큼, 50%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세액의 50%만큼 감경하여 징수한다. 이러한 세
금감경 혜택은 납세자(오염물 배출자)의 자발적 감축노력을 독려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税收征收管理法)」 및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에 의거하여 납세대상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위반 납세자에게는 벌금, 체납상황 공고, 출국 제한 등의 법적 처분
이 있으며, 허위보고나 위조에 가담하는 공무원은 물론 관련 책임자, 담당자 등
도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27)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규정된 세액 폭 안에서 과세 적용세액을 조정·확정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제6조)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관리감독수단을 강화
하였다.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에 따르면, 2015년 대기 및 수질 오염 배
출량 예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징수할 경우 환경세수액이 약 456억 5,500만
위안이 될 것이며, 국가 총세수액의 4% 수준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28)

2) 배출권 거래제 시행
중국은 「제12차 5개년 온실가스배출통제업무방안(2011~15년)」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교역에 대한 국가의
기본 관리감독체계를 건설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
지역을 개발하고, 배출권 분배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며,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27) 中华人民共和国政府(2001), 「税收征收管理法(2015. 4. 24 최종 개정)」(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24), 제44~46조; 中华人民共和国政府(2014), 「环境保护法(2014. 4. 24 개정)」(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8), 제65, 68조.
28) 「排污费将退出历史舞台 环保税拟取而代之」(2016. 8.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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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명시하였다.29)
이에 따라 주관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30)는 2011년 10월 29일
자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총 5개의 시(市)와 2개의 성(省)31)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32) 뒤이어 2012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량 거래 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거래의 범위, 신청절차 및 규범 등을 명확히 하고, 기업
의 거래활동을 보장하였다. 또한 전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향후 탄소 배출권 거
래시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였다.33)
국무원 또한 2014년 「배출권 거래제 시범거래 및 시범지역 사업심화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을 통해 오염물 배출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하며, 배출권 결
정, 취득방법, 거래행위(매도방식) 및 거래원칙 등을 규정하였다. 원칙적으로
화력발전기업은 대기오염물질 관련 배출권을 거래하지 못하며, 지방정부의 환
경보호부문이 거래관리를 책임져야 한다.34)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에는 총량거래(cap and trade)방식이 도입되
었고, 감축대상은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되어 있다. 시범지역별 배출총량은 5
개년 규획 내에 제시된 ‘지역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배출 가능 상한선을 추산한 후 역내 중점배출기업에 할당량을 배분한다. 잉여
분이나 부족분 발생 시에는 서로 거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 기업 세 영역
에서의 정산(核算)·보고(报告)·검증(核查)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2016년 말까
지 상쇄분(CCER)35)을 제외한 시범사업의 현물시장(spot market) 누적 교역

29) 国务院(2011b), 「‘十二五’ 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 http://www.gov.cn/zwgk/2012-01/13/co
ntent_2043645.htm(검색일: 2017. 5. 18), 제5편.
30)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31)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庆), 선전(深圳), 후베이성(湖北省), 광둥성(广东省).
32) 中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1), 「关于开展碳排放权交易试点工作的通知」, http://www.ndrc.gov.
cn/zcfb/zcfbtz/201201/t20120113_456506.html(검색일: 2017. 7. 4).
33) 中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2), ｢关于印发「温室气体自愿减排交易管理暂行办法」的通知｣, http://
qhs.ndrc.gov.cn/zcfg/201206/t20120621_487133.html(검색일: 2017. 7. 4).
34) 国务院(2014), 「关于进一步推进排污权有偿使用和交易试点工作的指导意见」, http://www.gov.cn/z
hengce/content/2014-08/25/content_9050.htm(검색일: 2017. 7. 4).
35) 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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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총 6,860만 톤(CO2eq.)으로 약 11억 위안(1억 5,100만 유로 상당)의
금액이 거래되었다.36)
중국은 앞으로 전국 단위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2017년까지 도입할 계
획이며,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배출권 거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발표한

福

바 있다.37) 공식 시범지역은 아니지만 2016년 12월 추가로 개설된 푸젠성(

建省)의 거래시장을 포함하면 총 8개 지역에서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수준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후 국가 차원의 거래시장이 형성될 경우 세
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8)

3) 환경지표 도입 및 달성 촉구
중국정부는 그동안 국가 운영의 중·장기적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는 ‘5개년
규획’39) 내에 에너지·환경 관련 지표를 명시하고, 연관 부처 및 지방정부에 해
당 지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 및 석탄 소비총량 억제, 비(非)화석연료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체
계로의 전환 등을 담은 계획 또한 제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지표
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2006년 「제11차 5개년 규획(2006~10년)」부터이다.
2010년까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을 2005년 대비 20%, 주요 오염물 배
출총량을 10%까지 감축하고, 산림면적은 확대하는 등의 지표를 규획 내에 처
음으로 소개하였다.40)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36) ICAP(2017c), p. 11.
37) 国务院(2016b), 「‘十三五’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
6-11/04/content_5128619.htm(검색일: 2017. 5. 29), 제6편.
38) World Bank and Ecofys(2017), “Carbon pricing watch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24),
p. 3, p. 12.
39) 공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규획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
发展五年规划纲要)｣로서 중국 최고 권력기구이자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확
정된다. 1953년 이후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년)까지 발표되었다.
40) 国务院(200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http://www.gov.cn/
gongbao/content/2006/content_268766.htm(검색일: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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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2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고, 비화
석에너지가 1차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 수준으로 확대할 것임을
결정하였다.41) 같은 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회의(COP15)에서는 해당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하였다.42)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기간부터는 주요 지역별로 차등 할당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와 에너지 소비 절감목표 등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방
정부의 지표 달성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통계 및 산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였

표 2-1. 중국의 주요 온실가스 및 오염물 배출 감축목표(2009~16년)
관련 문건

감축목표

COP15

∙ 202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 대비 40~45% 감축

(2009년)

∙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15%로 확대

1

제12차
2

5개년 규획
(2011-15년)
INDC

3

(2015년)

∙ 2015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0년 대비 17% 감축
- 광둥(19.5%), 톈진·상하이·장쑤·저장(19%), 베이징·허베이(18%) 등
∙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 감소
- 아황산가스 8%, 암모니아 질소 10%, 질소산화물 10% 감축 등
∙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 대비 60~65% 감축
∙ 203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연료의 비중을 20%로 확대
∙ 202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5년 대비 18% 감축

제13차
4

5개년 규획
(2016-20년)

- 베이징·톈진·허베이·상하이·장쑤·저장·산둥·광둥(20.5%) 등
∙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 감소
- 아황산가스 15%, 암모니아 질소 10%, 질소산화물 15% 감축 등
∙ 대기질 향상(신규)
- 2020년까지 도시지역 대기질 양호 일수 비율을 80% 이상 달성
- 2020년까지 도시지역 초미세먼지(PM2.5) 기준 하락률 18% 달성

자료: 国务院 홈페이지, http://www.gov.cn/ldhd/2009-12/19/content_1491149.htm(검색일: 2017. 5. 30); 国务
院(2011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8); 国务院(2011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8); 中国国家发展和
改革委员会(20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7. 4); 国务院(2016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18); 国务院
(2016b),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5. 2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41) 国务院 홈페이지, http://www.gov.cn/ldhd/2009-11/26/content_1474016.htm(검색일: 2017. 5. 30).
42) 国务院 홈페이지, http://www.gov.cn/ldhd/2009-12/19/content_1491149.htm(검색일: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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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3) 국제사회에서도 자발적 감축목표(INDC)44)를 제출함으로써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는 등 보다 상향
된 목표를 공언한 바 있다.45) 2016년 발표된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부터는 대기, 물에 대한 신규 지표를 도입하고, 기존 지표와 지역별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있다(표 2-1 참고).46)

4) 환경보호법 개정 및 관리감독체계 강화
중국은 「환경보호법」47)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법(节约能源法)」, 「순환경
제촉진법(循环经济促进法)」, 「재생가능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 「대기오염방
지법(大气污染防治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적용해왔다. 이 중에서도 기
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보호법」의 내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국의 관리감독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제정 당시 총 6장 47조항으로 구성되었던 「환경보호법」은 2014년
전면적인 수정을 거쳐 총 7장 70조항으로 증편되었다. 나아가 국무원 환경보
호주관부서(环境保护主管部门)와 관련 부처에 새로운 권한과 규제수단을 부여
하기 위해 추가로 행정법규48)를 제정하고,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문건49)을 채택하였다. 또한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에는 위반한 기업 또는
43) 国务院(2011b), 「‘十二五’ 控制温室气体排放工作方案」, http://www.gov.cn/zwgk/2012-01/13/co
ntent_2043645.htm(검색일: 2017. 5. 18).
44)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45) 中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5), 「强化应对气候变化行动―中国国家自主贡献」, http://zys.ndrc.g
ov.cn/xwfb/201506/t20150630_710182.html(검색일: 2017. 7. 4).
46) 国务院(2016a),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016-20)」, http://www.
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검색일: 2017. 5. 18).
47) 中华人民共和国政府(2014), 「环境保护法(2014. 4. 24. 개정)」(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18).
48)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압류압수 실시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 「기업사업단위 환
경정보공개방법(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
시방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 停产整治办法)」,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일일연속처벌 실시방
법(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등이 해당된다.
49) 「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 조정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오염배출허가증관리 임시방법(排污许可证管理暂行办法)」,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贯彻实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的通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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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를 대상으로 차압, 압류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자체적인
관리감독권한과 규제수단을 제공하였다(제25조). 반면 데이터 위조 등 위법행
위에 가담한 정부 담당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
로 명시함으로써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제68조).

나. 미국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주정부 차원의 정책으
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겠다.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은 주로 정부가 규제를 설정하
고 규제대상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하향식 접근법을 취한다. 반면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와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등으로 대표되는 주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정책은 주로 탄
소 거래제를 통한 간접 규제를 활용한다. 본 소절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동부 지
역 9개 주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간접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밖에도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또는 폐지를 선언한 청정전
력계획과 차량 온실가스 규제제도 등의 연방정부 정책 또한 살펴본다.

1)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이 주로 하향식 접근법을 취하였던 것과 달리 주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정책은 주로 탄소 거래제 등의 간접적인 규제를 활용하
였다. 미국 주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은 각기 다른 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이다.
캘리포니아 주(州)는 2006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령(Global Warming
Solutions Act, AB 32)을 통과시키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저감할 것을 결의하였다.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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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nd-Trade)는 AB 32 이행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캘리포니아 내 발
전소, 정유소, 공업시설, 교통 등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85%에 대해 점진적으로
보다 적은 배출량을 할당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50)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
로 낮출 뿐만 아니라 2040년까지는 1990년 대비 40%, 2050년까지는 80% 감
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 시작된 1차 이행기간에
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만 5,000톤 이상인 산업시설이 규제대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총배출 제한선(cap)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62.8MtCO2,
159.7MtCO2 수준이었다. 2차 이행기간(2015~17년)에는 1차 이행기간의 규
제범위 외에 수송용 연료와 건물의 가스 사용 등이 추가되었으며 배출 제한선
은 394.5MtCO2(2015년)으로 제시되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
표 2-2.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이행기간

규제범위

상한선
(MtCO2e)

기준

∙ 시멘트 / 유리 / 수소 / 철강 / 납 생산시설
∙ 폐열발전시설
∙ 석회 제조
1차
(2013~14)

∙ 질산/펄프 및 제지 생산시설
∙ 석유 및 천연가스 시스템
∙ 정유공정시설

2013: 162.8
2014: 159.7

∙ 전력생산시설

연간 배출량:

∙ 고정연소(stationary combustion)시설

2만 5,000tCO2e

∙ 이산화탄소 공급자

이상 시설

1차 이행기간 규제분야＋
∙ 1차 전력 공급자
2차
(2015~17)

∙ 천연가스 공급자
∙ RBOB 및 DFO 공급자
∙ LPG 생산시설(정유소, 천연가스 추출 설비 등)

2015: 394.5
2016: 382.4
2017: 370.4

∙ LPG 공급자
자료: ICAP(2016), pp. 1-5 토대로 저자 작성.

50) ICAP(201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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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출 상한선은 2015년부터 매년 3% 낮추어 설정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는 분기별 경매를 통해 차입한 배출권과 배출권
상쇄제도(Compliance Offset Program)를 통해 발생한 상쇄 크레딧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 주(州)와 배출권 거래제를 연계하
여 운영 중이다.

2)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
미국 동북부의 9개 주가 동참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는 미국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를 의무화한 사례
로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
랜드, 버몬트의 9개 주가 참여한다. 2009년부터 3년 단위로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전력부문으로부터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2005년의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1)
25MW 이상 규모의 화석발전소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대상은 3년으로 설정
되는 이행기간별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절대규모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52)
상한선은 2009~14년 기준, 149.7MtCO2로 설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
지 매년 2.5%씩 낮춰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2년 검토결과 약 40%의 온실
가스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2014년의 배출 상한선이 기존 목표의
55% 수준인 약 83MtCO2로 보다 낮추어져 설정되었다. 배출 상한선은 2018년
까지 매년 2.5%씩 낮춰질 예정이다.
배출권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경매에서 거래된다. RGGI는 경매의 수익금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기술 확산에 사용하여 선순환을 추구한다.
2017년 9월 경매를 기준으로, 배출권 가격은 t/CO2e당 USD 4.35에 설정되
어 있다.

51) RGGI 홈페이지, https://www.rggi.org/market(검색일: 2017. 11. 28).
52) ICAP(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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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

이행기간

규제범위

상한선
(MtCO2e)

기준

2009~11년

- 석탄화력발전소

149.7

2012~14년

총 3년의 이행기간 중, 초기 2년 내에 배출량의

→ 83

발전용량

50%를 충족하고 마지막 해에 100%를 충족하

(수정 목표)

25MW 이상

2015~17년
2018~20년

도록 의무화(2015년~)

매년 2.5% 감소

시설

자료: ICAP(2017b), pp. 1-5 토대로 저자 작성.

더불어 전력 외의 부문으로부터 상쇄권을 허용하며, 상쇄권은 RGGI 참여
주 내에서 발생하는 매립지 메탄포집, SF6 배출 감축, 조림·산림관리 등을 통
한 탄소 상쇄, 소비자 에너지 효율 개선과 천연가스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
축, 농업 분뇨관리를 통한 메탄가스 저감의 다섯 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상쇄권 사용은 배출 할당량의 최대 3.3%까지만 허용된다. 또 RGGI 상쇄권은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과 배출권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가격유지보유
고(Cost Containment Reserve) 또한 운영한다.
규제대상에 대한 배출 현황은 환경보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며, 규제
위반 시 각 주별로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다. 단 과잉 배출 시에는 과잉
배출분의 세 배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향후 이행기간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청정전력계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발표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추진하였다. 기후행동계획은 △GHG
배출 감축, △국가수준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대비),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 주도를 목적으로 했으며, 교통, 전력, 가정용 에너지, 산업, 농업, 토지이
용 및 산림,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다.
2015년 8월 발표된 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은 미국 전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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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기존 전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다. CPP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1/3을 차
지하는(2013년도 기준) 발전분야를 공략함으로써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향을 강조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 환경부가 제시한 이
정책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정책으로 평가된다. CPP는 온
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인
규제방안이지만, 배출량 제한을 달성하는 방안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CPP는 연방·주 정부의 협력형태를 띠는데, 즉 EPA가 규제대상 발전소의 이
산화탄소 배출 개선효율(performance rates)을 계산하면, 주정부·부족·미연
방 지역은 유연적 방안을 택하여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CPP는 주 단
위 감축계획 이행에도 유연성을 부여한다. 이 정책은 각 주가 일반적이지 않은
배출 감축방안이나 배출권 시장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주 단위 감
축계획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천연가스, 원자력, 탄소 포집·저장(CCS)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에서 시도된 다양
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재검토(review)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
프 행정부의 미국 환경보호청장 스콧 프루이트는 2017년 10월, 청정전력계획
폐지안을 제출하였다.53) 그러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력계획이 수립되지 않
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청정전력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전망된다.

53) “Trump Administration formally Proposes to Rescind Obama’s Clean Power Plan”(2017. 10.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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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수송 분야: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
2010년 미국 연방정부는 2012~16년식 신규 승용차와 소형(가정용) 트럭에
대해 배출기준(Light-Duty Vehicle GHG Emissions and CAFE Standards)
을 설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마일당 250그램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신형 승용차 및 소형 트럭의 평균 연비를 갤런당 35.5마일까지 개선하
도록 하였다. 1단계 배출 제한에 이어 미국정부는 교통부와 환경부 주도로
2017~25년식 신형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마일당 163그램
이하로 제한하는 2단계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신형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까지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총 120억 배
럴의 석유 사용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불어 자동차의 전 주기
에 걸쳐 총합 60억Mt의 탄소 배출을 저감할 것이라는 장기적 효과 또한 예측
되었다.

표 2-4. 미국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기준
구분
소형

대형

단계

규제대상

규제범위

1단계

2012~16연식

2016년까지 CO2 배출량: ∼250그램/마일

2단계

2017~25연식

2025년까지 CO2 배출량: ∼163그램/마일

1단계

2014~18연식

트랙터, 밴, 배달용 트럭, 버스, 폐기물 운송트럭 등의 대형·

2단계

2021~27연식

화물 차량을 세 그룹으로 분리하여 각기 적용

자료: US DOS(2015), p. 15.

소형 자동차에 이어, 미국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2013년 기준) 대형 화물차에 대한 규제(Heavy-Duty Vehicle GHG Emissions
and Fuel Efficiency Standards) 또한 2011년 도입되었다. 대형 화물차에
대한 규제는 2014~18년식 차량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트랙터, 밴, 배달용 트
럭, 버스, 폐기물 운송트럭 등 다양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만큼 세 그룹으
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대형 차량 1단계 배출 제한조치는

5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약 5억 3,000만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이고 차량 전 주기에 걸쳐 약 270Mt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강화된 대형 차량
2단계 배출 제한조치(안)는 2021~27년식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이산화
탄소 배출 감소 10억Mt, 연료비 절약 1,700억 달러 등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환경보호청은 2017년 11월 현재, 2021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대한 온
실가스 배출 감소 규제를 완화하고자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부터 45일간의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54) 그러나
환경보호청이 수정하고자 하는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22∼25년 생산
차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022년 이전 생산차량은 기존에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1년 1월까지임을 감안할 때,
2020년 대선에서 재선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에서 완화한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다시 강화될 여지가 있다.

다. EU
1) EU ETS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다수 회원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게 된
EU는 배출목표 달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로
2000년 그린페이퍼(green paper)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등장하게 되
었다.55) 2003년 EU ETS 출범의 토대가 되는 EU ETS 지침(Directive)이 채
택되었으며56) 2년 후인 2005년 공식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출범하
였다.
54)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17/08/14/543474251/trump-administration
-takes-key-step-to-rolling-back-auto-fuel-standards(검색일: 2017. 11. 28).
55) European Union(2000).
56) European Unio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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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도로 28개
EU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3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대상은 1만 1,000여 개의 발
전소·공업시설이며, 대상국을 출발·도착하는 항공부문 또한 2012년부터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EU ETS는 해당 지역 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의 이행이 계
획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단계별 EU ETS 이행 현황
1단계(2005∼07)
참여국 EU 27

2단계(2008∼12)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단계(2013∼20)

4단계(2021∼30)

＋크로아티아57)
배출량 제한: 2021년

발전소(20MW~),

기준치 설정 이후 매년
1단계 분야＋항공부문 2단계 분야＋알루미늄, 4,800만tCO2 하향
철강, 시멘트, 유리,
추가(2012년~)
석유화학 추가
예정
석회, 벽돌, 세라믹,
정유, 코크스 오븐,

분야

펄프, 제지
GHG
배출량
제한
단위

CO2

CO2, N2O(opt-in)

20억 8,500만tCO2 18억 5,900만tCO2

CO2, N2O,
PFC(알루미늄 생산)

거래권 관련 유연성 수단:
Market Stability

Reserve(MSR) 도입으
2013년 20억 8,400만 로 탄소 배출권의 시장
tCO2, 매년 3,800만 가격 안정 도모
tCO2 하향

EUA

EUA, CER, ERU1

EUA, CER, ERU2

주: 1. 산림, 대형 수력사업에서 발생한 크레딧은 거래 불가
2. 산림, HFC, N2O, 대형 수력사업에서 발생한 CER·ERU은 거래 불가; 2012년 이후 등록사업의 CER은 최빈국
발생분만 인정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pp. 18-19; ICAP(2017a), pp. 3-7 토대로 저자 작성.

EU ETS하에서 규제대상은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거나(ETS 초기) 옥
션을 통해 배출권을 구입하여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57) 2013년 EU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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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는 1단계 이행시기 국가가 배출대상에 배출권을 나누어주었던 방식에
서 벗어나, 2단계와 3단계 이행시기에는 보다 많은 배출권을 옥션으로 공급하
고 있다. 또한 EU ETS는 제도 고유의 배출권(EUA) 외에도 UNFCCC의 시장
메커니즘, 즉 CDM과 JI를 통해 발생한 배출권(CER, ERU)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58)
EC는 2021년 시작되는 4단계 이행시기부터 배출량 제한을 보다 강화하고
배출권의 안정적 가격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5년 7월 공
개된 이 제안서는 EU의 2030년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하며,
2005년 대비 EU의 온실가스 배출을 43% 감축하고자 하였다. EU ETS 개선방
안에 대한 이 제안서는 그밖에도 현재 연간 1.74%로 하향 조정되는 배출량 제
한규모를 2021년부터 2.2%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탄소 누출
(carbon leakage) 방지 강화방안, 저소득 회원국의 혁신기술 지원 관련 내용
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 배출권의 시장가격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 또한 도입되었다. EC
는 2015년 10월 결의문을 채택하여 EU ETS하에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 안정
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장안정화유보권(MSR: Market Stability Reserve) 수
단 도입을 결정하였다.59) 2019년 1월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MSR는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 유닛이 8억 3,300만 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비축
(reserve)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 수를 통제함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도
모하는 방안이다. EU는 배출권의 가격 형성을 위해 2014~16년 기간 900개
의 배출권을 2019~20년 옥션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MSR에
비축된다.
EU ETS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시장 메커니즘을 시도한 최초 사례로서 의
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난 12년간 국제 경기침체, 원유가격 급락으로 인한

58) European Union(2004).
59) European Unio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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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가격 하락 등 다수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왔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온실가스 배출정
책으로 평가된다.

2)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이행 중이다.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20% 확충, 에너지
효율의 20%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U는 이 패키지를 활용하여 배출
권 거래제와 국가별 감축목표(ETS 미해당분야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저탄소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EU 배출권 거래제에서 규제하는 온실가스 배출분야 외에도 주택, 농업, 폐
기물, 교통 분야에서도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따라서 EU는 상기
네 개 분야에 대한 ‘노력분담정책(ESD: Effort-sharing Decision)’을 추진하
여 EU 총배출의 55%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자 한다. 각 EU 회원
국은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ESD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매년 유럽연합에
보고한다. 즉 소득이 안정적인 회원국은 20%를 감축하도록 설정될 수도 있고,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저소득국에서는 상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최대
20%까지 허용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또한 회원국별로 다른 목표를 설정한다. EU 재생에너지 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은60)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에 전반적
인 기준을 제공하며, 저소득국의 경우 10% 수준에서 선진국은 50%까지 국가
역량에 따른다. 단 EU 전체 차원의 목표(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비중 10%
60) European Unio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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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제공한다.61) 에너지
효율 개선 측면에서는 건물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건축,
구조물, 공학 등 관련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라. 일본
1) 지구온난화대책세 도입
일본은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62) 석유석탄세에 대한 과세특례
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地球温暖化対策
のための税)’63)를 도입하였다. 2012년 10월 1일부터 국내에서 채취되거나 해
외에서 수입된 화석연료에 대한 세율을 단계별로 인상하고자 하며, 특정 분야
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 면세와 환급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세율은 화
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289엔(톤-CO2)으로 결정하고, 기존의 석
유석탄세에 추가로 부과한다. 추가되는 세액을 연료별 단위로 환산할 경우 원
유·석유제품은 760엔/㎘, LPG·LNG는 780엔/톤, 석탄은 670엔/톤이다
(2016년 4월 이후 과세액 기준). 이렇게 얻어진 세수는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
지 수급구조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해당 세제 도입으로 인해 2020년
까지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0.5~2.2% 감축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012년 과세액 기준).64)

61) European Union(2012).
62) 일본전자정부종합창구(e-Gov), 「租税特別措置法(2017. 3. 31. 최종 개정)」(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8).
63) 공식 명칭은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과세특례(地球温暖化対策のための課税の特例)｣이다.
64) MOE(2017), “Greening of Whole Tax System and Carbon Tax in Jap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2), p. 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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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2010년에 도입된 도쿄도(東京
都)의 배출권 거래제(Tokyo-ETS)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주로 기업 등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 상쇄 프로
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지원하
거나 독려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지방정
부가 주도하여 일정 규모 기업이나 시설의 의무적 참여를 규정한 배출권 거래
제를 지역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기업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아직 도입하지 못한 상태이다.65)
대표적으로 2005년 환경성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자주참가형 배출권 거래
제도(自主参加型国内排出量取引制度, JVETS66))’의 경우 총량거래방식의 배출
권 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민간(특히 중소기업)의 감축노력을 지
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참여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탄소 설비를
도입하는 대신 스스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약속 이상의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크레딧을 현금 구입하거나 보조금을 환급해야
한다.67)
교토의정서 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된 ‘국내크레딧제도
(Domestic Credit Scheme)’는 대기업이 제공한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이전
등을 통해 그 외 기업(중소기업 등)이 실제로 저감하게 된 배출량을 크레딧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경단
련)의 환경자주행동계획(環境自主行動計画, VAP68)) 등 대기업이 자체 감축목
65) 2008년 후쿠다 선언 이후 ｢배출량 거래의 국내 통합시장의 시행적 실시(排出量取引の国内統合市場の
試行的実施, 약칭 국내 통합형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도로 정
착되지는 못하였다.
66) Japan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67) MOE(2012), “Consider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in Jap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0), pp. 12-13; 日本環境省 홈페이지, http://www.env.go.jp/earth/ondanka/det/jvets.html
(검색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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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였다.69) 또한 개인, 기업 등 다양한
참가자가 산림 등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시행 또는 후원함으로 인해 저감된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상쇄 배출권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인 ‘J-VER(Japan-Verified
Emission Reduction)’을 소개하였다.70)
한편 도쿄도는 2008년 「도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都
民の健康と安全を確保する環境に関する条例)」71)를 개정하여 2010년부터 아
시아 최초의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사업체의 참여
를 의무화하였다.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며, 매년 보고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1기(2010~14년)에는 연료, 열병합·전력 발전의
소비량이 연간 1,500㎘(원유 상당량) 이상인 1,400여 개의 시설(오피스빌딩,
공장 등)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공적인 1기 운영을 통해 약
1,400만 톤(CO2eq.)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였다.72) 현재 2기
(2015~19년)가 진행되고 있다.73) 2011년부터는 사이타마현(埼玉県) 또한 유
사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 일본이 경제산업성을 주축으로 신설한 ‘J-크레딧제도(J-Credit
Scheme)’는 앞서 소개한 국내크레딧제도와 J-VER을 통합한 제도로서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참여자간 거래나 경매를 통해 거래된 크레딧은 구매자의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ISO
14065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74) 국제적으로는 양국간 탄소 상쇄제도(BOCM:
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 도입을 통해 파트너국(주로 개도국)을
68) Voluntary Action Plan on the Environment.
69) 日本環境省 Ｊ－クレジット制度 홈페이지, http://jcdm.go.jp/outline/index.html(검색일: 2017. 8. 11).
70) MOE(2012), “Consider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in Jap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0), p. 14.
71) 日本東京都環境局, 「東京都 都民の健康と安全を確保する環境に関する条例(2008. 7. 2. 개정)」(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8).
72) ICAP(2017c), p. 15.
73) Bureau of the Environment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2010), ｢Tokyo Cap-and-Trade
Program: Japan’s first mandatory emissions trading schem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1).
74) METI(2017), “J-Credit Schem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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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저탄소 선진기술 등을 전파하고, 이로 인해 저감된 배출량을 크레딧
으로 인증하고 있다.75)

3)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76)) 시행 및 민간의 자발적 노력 강조
일본은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집중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2012년 경제산업성은 「전
기사업자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기 매입과 관련된 특별 조치법(電気事業者によ
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77) 내에 ‘고정가격매입
제도(固定価格買取制度, FIT)’를 시행하였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
산된 전력을 발전회사가 일정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
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해당 비용은 전기요금에 부과된다.
도입 이후 4년여간 전력 생산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증가하였으
나, 도입된 설비의 약 90%가 태양광에 편중되고, 매입비용이 총 1.8조 엔에 이
르러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으며, 일부 사업자의 악용사례가 증가하였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2∼24%로 확대하기 위해 2016년 상기 법률이 개정되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78)
또한 일본은 기업, 소비자가 주축이 되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수
행하고, 국가는 이러한 민간분야의 활동들을 장려하거나 지원해왔다. 대표적
인 예로 국민들은 「지구온난화대책계획(地球温暖化対策計画)」에 따라 COOL
CHOICE,79) 3R(Reduce, Reuse, Recycle) 등으로 대표되는 지구온난화 방
75) MOE(2012), “Consider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in Jap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0), pp. 17-19.
76) Feed In Tariff.
77) 일본전자정부종합창구(e-Gov),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
法(2016. 6. 3. 최종 개정)」(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9).
78) 日本経済産業省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5/02/20160209002/20160209002.html
(검색일: 2017. 8. 3).
79) 에너지 절약, 저탄소형 제품 구입 등 지구온난화 억제에 기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호소

62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지활동이나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개선노력 등이 요구
된다. 사업자는 각자의 사업내용 등에 의거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
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함을 이 계획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80)

그림 2-21.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 활용체계

[규제수단]

[강제성 여부]

[세부 규제 현황]
(탄소세) 지구온난화대책세(2012∼)

가 격

의무적 참여
(기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2012∼)

(국내) JVETS(2005~12)
통합형 배출권 거래제(2008∼12)

시장

국내크레딧제도(2008∼12)

메커니즘
도입 ․

자발적 참여

적용

J-VER(2008∼12)
J-크레딧제도(2013∼)

(국외) JCM/BOCM(2012∼)
배출 총량
(배출권 거래제)
(지역 ETS) 도쿄(2010∼), 사이타마현(2011∼) 등
의무적 참여
(국가 ETS) 없음.

주: ( ) 안의 숫자는 해당 규제가 도입된 회계연도 및 운영기간을 뜻하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본 절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범국민 운동이다(MOE 2016, p. 7).
80) 日本環境省(2016), 「地球温暖化対策計画」(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8),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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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경단련이 주도하고 있는 ‘환경자주행동계획(VAP)’은 기업 스
스로의 감축노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입 당시 총 35개의 업
종이 폐기물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고, 1999년부터 배출 총
량 또는 원단위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경단련은
2015년 기준 약 487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최종 배출되었는데 이는 1990년 배
출량(5,690만 톤) 대비 91.4%, 2000년 배출량(1,829만 톤) 대비 73.4% 정도
감축한 성과임을 발표하였다.81)

4)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및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일본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달성할 것임을 공언해왔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통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감축할 것임을 약속하고,82)
이후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에 참석한 하토야마(鳩山) 총리는
2020년까지 해당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임을 선언하였다.83)
그러나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
발한 이후 일본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한다. 2015년 UNFCCC에 제출
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에서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2005년 대비 25.4%) 감축할 계획으로 밝혔는데,84) 이는 1990년
대비 18% 감축하는 수준으로85) 2009년의 감축목표와 비교할 경우 상당한 차
이가 있다.

81) 日本経済団体連合会(2017), 「環境自主行動計画〔循環型社会形成編〕2016年度フォローアッフ ﾟ調査結果」,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7/020_sokatsu.pdf(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8).
82) MOE(2016), p. 6.
83) 日本首相官邸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hatoyama/statement/200912/18cop_speech.
html(검색일: 2017. 7. 31).
84) The Government of Japan(2015), “Submission of Japan’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
bu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8).
85) Climate Action Tracker Partners 홈페이지, http://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japan.
html(재인용, 검색일: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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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地球温暖化対策の推
進に関する法律)」86)을 총 8장 68조로 증편하고, 사회 구성원별 책임과 의무,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조직 구성, 관련 정책 추진 등에 대해 명시
하였다. 이를 근거로 INDC와 파리기후협정의 이행을 위해 수립한 「지구온난
화대책계획」에서는 기간별, 온실가스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산화탄소 감
축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장기 목표의 경우 기준연도에 대
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며, 일부 조건(주요 배출국의 참가, 지구온난화 대책과
경제성장의 양립 등)을 단서조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가정, 사
무)’에서의 40% 대폭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표 2-6 참고).87)

표 2-6. 일본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1997~2016년)
관련 문건
1
2
3

교토의정서
(1997년)
COP15
(2009년)
INDC
(2015년)

감축목표
∙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6% 감축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25% 감축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 대비 26%(2005년 대비 25.4%) 감축
∙ 기간별 감축목표

지구온난화
4

대책계획
(2016년)

(단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대비 3.8% 감축
(중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 대비 26% 감축
(장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 분야별 감축목표*
(가정·사무) 제로에너지 빌딩, LED 조명 도입 등으로 40% 감축
(에너지·발전)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재가동 등으로 28% 감축
(운수) 차세대 자동차 도입 확대 등으로 28% 감축
(산업) 기업의 자발적 감축계획 시행 등으로 7% 감축

주: 분야별 감축목표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수립된 2030년까지의 중기 계획임.
자료: MOE(2016), pp. 6-7; 日本環境省(2016), 「地球温暖化対策計画」(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8), pp.
4~11, pp. 17~41 및 본 절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86) 일본전자정부종합창구(e-Gov),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2016. 5. 27. 최종 개정)」(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17. 7. 29).
87) 日本環境省(2016), 「地球温暖化対策計画」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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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탄소 배출비용에 대한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공 프로젝트나 정책 도입에 따른 탄소 배출 변화의 영
향을 측정함에서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고 있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
의 탄소가격제를 통해 기업은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거나 내부적으로 자체적
인 탄소비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확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고려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탄소 배출비용을 분
석하고 각 탄소 배출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탄소 감축정책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에서 주요 국가에서 활용하는 비용을 검토하였으며, 대표적
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탄소세
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확인되는 탄소가격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 자체에 부
과되는 세금을 모두 고려한 실질탄소가격과 민간에서 자체적인 내부화를 통해
확인되는 탄소비용과 사례도 분석하였다.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주요 선진경제권 국가를 중심으로 공공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평가에서 탄
소 배출 변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접근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으로는 ①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의 추정 ② 국
가 차원의 감축목표 충족을 위한 한계 감축비용 ③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가격
에 기초한 가격으로 주로 인용되고 있다.88) 본 절에서는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방안과 추정비용을 확인하였다.

88) World Bank(2016),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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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1) 도입 경과
미국은 1980년대부터 대통령 행정명령(EOs)을 통해 연방기관의 규제영향
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며, 정량적,
정성적 측정을 모두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적용
된 행정명령(EO 12291)과 1993년 이후의 행정명령(EO12866)은 연방기관의
규제에 대해 정량화된 영향력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89)
그러나 연방기관의 규제영향분석에서 2008년 이전만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
의 변화에 대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공중의 건강과 공공복리(public health or welfare)를 침
해한다면 환경보호청(EPA)이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0)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과학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작업그
룹(IWG91))을 구성하고, 미국정부가 사용할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개발하도록 하였다.92) IWG는 특정 수치로 사회적 비용을 제시
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의 값으로 탄소비용을 제시하였다.93) 2010년 IWG는
처음으로 사회적 탄소비용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방기관이 배출 규
제, 에너지 효율성 기준(standard), 재생에너지 연료 의무사용(mandate), 기
술보조 등의 평가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 28일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에 대한
행정명령을94) 통해 기존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89)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7), p. 22.
90) 김성배(2010), p. 207.
91)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92) WRI 홈페이지. http://www.wri.org/blog/2017/03/why-social-cost-carbon-critical-americamake-sound-policies(검색일: 2017. 10. 24).
93) Brookings 홈페이지. https://www.brookings.edu/testimonies/the-social-costs-of-carbon/
(검색일: 2017. 10. 24).
94)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3/28/presidenti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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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를 담은 청정발전계획을 철회하고, 국유지의 석탄채굴 등을 허용하면서 논
란이 일고 있다. 또한 IWG를 해체하고, 기존에 작성된 사회적 탄소비용 관련
자료들이 더 이상 정부정책에 대표하지 않도록 하였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관련 정책이 변화되었지만, 1980년대
초반 미국 경제학자 William Nordhau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한 연구가95) 시작되었고, 이후 수많은 연구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IWG의 연구 또한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적 탄소비용 추
정이 가능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IWG 추정결과
IWG는 초기에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기존 문헌의 수치를 인용하다가
2010년부터 2050년까지에 이르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방법론을
기술한 기술지원문서(technical support document)를 2010년 2월 발간하
였다.96) 2010년 이후 네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치며 2016년 8월 보완된 기술
지원문서97)까지 발간된 상태이다. 이들 기술지원보고서와 IWG가 탄소 배출
비용의 추후 보완(updates)에서 잠재적인 접근법에 대한 권고안을 미국과학
기술의료한림원에 요청하여 작성된 보고서98)를 기초로 IWG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기술지원문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특정연도에 탄소 배출의 점진적 증가
가 가져오는 금전적 손실의 추정치로 보는데,99) 여기에는 농업생산성, 인체의
건강, 홍수위험 증가에 따른 물적 손실, 생태계가 제공하는 가치의 변화들이 우

ecutive-order-promoting-energy-independence-and-economi-1(검색일: 2017. 10. 24).
95) Nordhaus(1982).
96)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the Social Cost of Carbon(2010).
97)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2016)이며, 2016년 문서
에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의 범부처작업그룹’으로 IWG 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98)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7).
99) “estimates of the monetiz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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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 포함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100)의 약어
표현은 2010년 기술지원문서에서 SCC로 표기한 반면, 2016년 기술지원문서
에서는 SC-CO2로 변경되었다. 국립과학원의 보고서 역시 동일한 약어를 적용
하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O2)은 특정연도 대기(atmosphere) 중에 1
톤(metric ton)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
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으로 정의내리고 있다.101)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① 미래의 글로벌 및 지역별
인구, 생산 및 배출을 예측하고 ② 배출에 따른 온도, 해수면(sea level) 및 기타
환경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③ 기후에 대한 물리적인 영향(physical
impact)을 추정하고, 순기후손실(net climate damage)과 같은 인간의 후생
에 미치는 영향을 금전적으로 나타내고 ④ 이러한 금전적 손실의 배출이 발생
한 해로 할인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미국과학기술의료한림원은 이를 사
회경제적 요인과 배출, 기후, 영향과 손실, 할인(discounting)의 네 가지 모듈
로 명료화하고 있다.102)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해 이러한 네 가지 모듈을 고려하는 통합평가모
형(IAMs)103)이 사용되어왔다.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104)으로 지칭되며 ‘기후
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들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고안
된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모형’(Kelly and Kolstad, 1999)으로 통합평가모형이 정의되고 있다.105)

100) 하나의 탄소로 구성된 탄소(carbon)와 달리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는 산소 두 개와 하나의 탄
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탄소 대비 이산화탄소의 분자량(molecular weight)은 3.67배 차이가 발생된
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1톤당 가격이 $1이라고 할 때, 탄소 1톤당 가격은 $3.67이 된다(Think
Progress News 홈페이지, https://thinkprogress.org/a-big-source-of-climate-confusion-thefactor-of-3-67-difference-between-carbon-vs-carbon-dioxide-9eb19bd2bb7c, 검색일:
2017. 10. 24).
101)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7), pp. 21-23.
102)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7), p. 39.
103) Integrated assessment models.
104)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105) 황인창(201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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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G는 세 가지 축약형 통합평가모형(reduced-form IAMs)인 DICE,106)
FUND,107) PAGE108)를 활용하고 각 모형에서 도출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 통합평가모형은 구
조, 지역별 구분 정도, 연산 알고리즘 및 적용 등에서 모형별로 차이가 있
다.109) 일반적인 IAMs 모형은 지역이나 부문별 경제 구조로 세분화하고 있는
반면, IWG에서 활용된 축약형 통합평가모형은 지역별, 부문별 세부 구분을 종
합하고(aggregated) 글로벌 차원의 모형으로 구현하고 있다. 축약형 통합평가
모형은 글로벌 후생(welfare)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경로
와 탄소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
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다. IWG에서 활용된 세 모형은 글로벌
차원으로 종합된 경제 및 기후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전체 글로벌 기후 손실의
모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세 가지 모형 모두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
정을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나, 배출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경제 순손실을 추정
할 수 있는 일부 모형들 중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IWG는 세 모형의 특정연도 탄소 배출에 따른 대기 중의 탄소 농도, 온도변
화, 해수면 상승 등의 궤적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별 연도의 기후손실 예상과
기준 전망(referecne projection) 간의 차이를 할인하여 탄소의 사회적 비용
을 추정하는 구조이다.110) IWG는 세 모형의 대부분의 가정을 유지하고 하나
의 기후민감도(ECS)111) 분포를 적용하면서 인구나 GDP, 이산화탄소 배출 전
망을 가정한 다섯 가지 사회경제 및 배출 시나리오와 세 가지 할인율(discount
106) Dynamic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107) 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108) Policy Analysis of the Greenhouse Effect.
109)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7), pp. 40-41.
110)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7), pp. 27-28.
111)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두 배로 증가할 경우 얼마나 온도가 상승할 것인지를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3년 보고서(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에서 ECS
(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에 대해 섭씨 1.5~4.5도로 추정하고 있다. Carbon Brief. Q&A: The
social cost of carbon, https://www.carbonbrief.org/qa-social-cost-carbon(검색일: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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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세 모형과 다섯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 1만 번의 시
뮬레이션을 적용하여 개별 할인율별로 15만 개112)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
가 도출되었다. IWG는 각 할인율별로 도출된 추정치의 평균과 3% 할인율하에
서 95분위(percentile)에 해당하는 탄소비용도 제시하여 온도변화에서 예상
보다 높은 영향의 의미로 나타냈다.

그림 3-1.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포(frequency distribution)
(단위: 미국달러(2007년 기준)/이산화탄소 1톤)

주: 가로 축은 2007년 달러화로 표시된 이산화탄소 1톤당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며, 세로 축은 시뮬레이션에 따른 도수
분포(frequency distribution).
자료: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2016), p. 20.

[그림 3-1]은 세 가지 할인율에 따른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113)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분포가 긴 꼬리를 형성하며 우측으로 치우쳐 있고, 할인
율이 낮을수록 우측의 꼬리가 길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의 분포도 하단
에 각 할인율별로 사회적 비용 추정치의 5~95분위를 표시하여 할인율 이외의
112) 세 가지 모형 × 10,000 시뮬레이션 × 5가지 사회경제 및 배출 시나리오.
113) 개별 할인율별로 15만 개의 추정치의 분포가 [그림 3-1]에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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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였다.
2050년까지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이에서도 할인율이 클수록 탄소의 사
회적 비용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할인율에 따른 탄소의 사회적 비용 평균
의 차이가 2010년 40달러에서 2050년 69달러로 확대되고 있다(그림 3-2, 부
표 3-1 참고).

그림 3-2. 2010~50년 연간 탄소의 사회적 비용
(단위: 미국달러(2007년 기준)/이산화탄소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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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2016), p. 25 토대로 저자 작성.

IWG는 세 가지 할인율의 중간인 3%하에서의 평균적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
을 중앙값(central value)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비용의 큰 차이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탄소비용 등을 감안해 정책적인 영향력 분석에서 제시
된 네 가지 추정치의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을 보고서 결론에 포함하고 있다.114)
미국 시카고 대학의 마이클 그린스톤 교수는 사회적 탄소비용을 “당신이 들어
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115) Pizer et al.(2014)는

114)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the Social Cost of Carbon(2010), p. 33.
115) Dudley(2017. 3.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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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기후정책의 경제적 분석에서 핵심수단이며, 정기적인 업
데이트와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개념 제시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할인율의 선택과 이에 따
른 큰 폭의 사회적 비용의 차이 등을 언급하며 정책적 사용의 제약이 있음을 한
계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116).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영국정부는 정책 평가(policy appraisal)에서 설정된 탄소가치를 사용해오
고 있다. 영국 재무부의 그린북(HM Treasury’s Green book)은 정부 정책 및
프로젝트에서의 평가체계를 다루고 있으며, 탄소가치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
지 사용가치를 다루고 있는 그린북 부속물 평가지침117)에 포함되어 있다.118)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영국정부의 비용 제시는 2002년 발간된 워킹페
이퍼를 통해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119) 이산화탄소 톤당 비용이 19파운드
(£19/tCO2)로 추정되었으며, 이 비용은 매년 한계배출비용(marginal cost of
emissions)의 증가를 감안해 £0.27/tCO2 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7년 영국정부는 프로젝트 및 정책 평가에서 기후영향의 탄소가치를 업
데이트하였으며, 스턴 리뷰(Stern Review)로 통용되는 보고서120)의 자료를
반영하였다.121) 스턴 리뷰는 영국의 경제학자 Nicholas Stern이 영국정부를
위해 작성한 기후변화 관련 분석을 집대성한 보고서로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제시된 탄소비용은 스턴 리뷰에서 추정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평생

116) Pindyck(2013), p. 860; Hahn and Ritz(2015), p. 229.
117) Green Book supplementary guidance: valuation of energy us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for appraisal.
118) GOV.UK. Carbon Valu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9. 28).
119) Clarkson and Deyes(2002).
120) Stern(2007).
121) DECC(200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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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time) 동안의 손실비용(damage costs)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에
기초한 탄소의 잠재가격(shadow price of carbon)으로 제시되었다. 2007년
탄소의 잠재가격은 톤당 £25.5이며 매년 2%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기초한 접근법은 2008년을 거치며 재검토되
기 시작하였다. 이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서의 여러 불확실성으로 새로
운 접근의 모색이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
정에 활용되는 IAM 모형에서의 인구 및 경제 성장,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의 추
정, 할인율 선정 등의 불확실한 요인 이외에도 최적의 지구온난화를 위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설정과 이에 기초한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 등이
도전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었다.122)
2009년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CC)는 “영국 공공정책 평가에서의
탄소 가치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탄소 가치 평가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모
색하였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접근법을 대
신하여 특정한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탄소 저감비용(abatement cost)의 추
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목표접근법(target consistent approach)으로
명명하였다.123)
보고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나 주어진 감축목표하에서 한계저감비용의
접근은 일정 조건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사
결정을 위한 모든 정보가 알려진 경우(perfect information)하에서 각 시점
별로(t=1...n), 최적의 탄소 안정화 수준은 한계저감비용(MAC)과 한계손실비
용(SCC: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동일한 경우에 결정된다.
여기에 모든 배출부문을 포함하는 국제 배출권 거래제가 존재한다면, 탄소
의 배출권 가격도 MAC, SCC와 동일해질 수 있다.124)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러한 조건이 유효하지 않다. 탄소의 저감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모든 정
122) DECC(2009), p. 15.
123) DECC(2009).
124) DECC(200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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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확인할 수 없고, 국제탄소시장 역시 완전한 정보와 모든 배출부문을 다루
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저감비용에 기초한 목표접
근법으로의 전환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
이 고려되었다.
목표접근법하에서의 탄소비용은 영국정부가 설정한 배출저감목표에 도달하는
한계저감비용을 적용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영국은 EU의 배출권 거래제(ETS)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은 2005년 대
비 16%의 배출저감과 ETS가 적용되는 부문은 1990년 대비 34%의 감축목표
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125)
이를 근거로 EU의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부문의 가치 평가에 탄소 거래
가격(traded price of carbon)이 사용되며, EU의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의 가치 평가는 탄소 비거래가격(non-traded price of carbon)이 사용
된다. 탄소 거래가격은 유럽탄소 배출권(EUAs: European Union Allowance)의
미래가격 추정치를 활용하며, 2020년 이산화탄소 톤당 25파운드 탄소가치를
추정하면서 상단과 하단 가격의 범위로 14~31파운드를 제시하였다. 탄소 비
거래가격은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의 감축목표를 충족하
는 한계저감비용의 추정치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 가격은 톤당 60파운드이며,
상단과 하단 가격 범위로 30~90파운드를 추정하였다(그림 3-3 참고).126) 2030년
이후의 장기 가격은 글로벌 차원의 탄소시장가격이 기능할 것으로 가정하면서
2030년 70파운드, 2050년 200파운드를 전망하고, 2020년 이후의 가격을 선
형으로 연결하여 추정하였다.

125) DECC(2009), p. 26.
126) DECC(2009),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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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한계저감비용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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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CC(2009), p. 79.

2011년 이후 영국정부는 2030년까지의 단기(short-term) 탄소 거래가격
수정치(updated)를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탄소 거래가격의 중
심시나리오(central scenario)와 민감도 분석을 목적으로 탄소가격 추정모
형127)을 통한 고가(high) 및 저가(low) 시나리오의 탄소가치를 제시하고 있
다.128) 중심시나리오에서의 탄소 거래가격은 유럽탄소 배출권(EUAs) 선물계
약(futures contract)의 일일 정산가격(daily settlement price) 평균을 통해
추정하고 있다. 2017년 3월에 발표된 탄소 거래가격 수정치에 따르면 [그림
3-4]에서 확인되듯이 최근 하향 안정화된 유럽 배출권 거래제 가격으로 인해
2020년까지의 중심시나리오의 가치는 4파운드를 밑돌고 있으며, 달러화로 환
산해도 6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탄소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129)
127) BEIS Carbon Price Model.
128) DBEIS(201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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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부문 탄소가치
(단위: 미국달러/이산화탄소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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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년 영국파운드 가격을 미국달러화로 환산하였으며 1파운드당 1.35달러로 적용.
자료: DBEIS(2017), p. 4 토대로 저자 작성.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015년 OECD 보고서로 발간된 Smith and Braathen(2015)은 OECD 회
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 국가의 정책 및 프로젝트의 비용편익분석
에 적용하는 탄소가치를 조사하였다. Smith and Braathen(2015)은 23개 회
원국과 유럽연합(EU)에서 응답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정책 평가에서의 탄소비
용을 비교분석하였다.130)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는 부문을 수송, 에너지 및 기타 인프라 부문으로 구
분하였고, 신규 프로젝트나 정책에 대한 사전적(ex-ante) 평가 또는 사후적인
정책 평가에서의 비용 반영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3-1]에서 확인되듯이 탄소
가치는 부문별 및 연도별 적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송부

129) DBEIS(2017), p. 2.
130) Smith and Braathen(2015), 보고서 4장 및 부록에 설문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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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적용되는 탄소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국가가 가장 많았고, 에너지부문과
기타 부문 순으로 비용편익의 정책분석에 탄소비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평균 탄소비용(이산화탄소 톤당) 수송부문 66달러, 에너
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고, 사전적 평가비용은 82달
러, 사후 평가비용은 68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가 고려연도가 2030년 이
후로 넘어서면서 고려부문별 이산화탄소 비용의 범위가 크게 상이하였다.
2050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비용은 최저 153달러(에너지부문)에서 최고
348달러(기타 부문)로 확대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변화를 고려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국가는 수송부문에서 12개국, 에너지부문 6개국, 기타 부문 3개국에
불과하였다.

표 3-1. 비용편익에 탄소가치를 고려한 국가 수 및 연도별 탄소비용
수송투자

에너지투자

기타 투자

신규 정책평가

사후 정책평가
(단위: 국가 수)

2014

13

9

3

7

4

2020

11

8

3

5

3

2030

13

8

2

5

3

2050

11

6

1

5

3

2100

2

1

1

1

1

2014

57

38

54

2020

66

47

69

82

68

2030

99

67

94

115

104

2050

164

153

348

237

248

2100

349

467

467

467

467

(단위: 미국달러/이산화탄소 1톤)

자료: Smith and Braathen(2015), p. 32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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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3

이처럼 탄소비용은 국가별로, 그리고 적용할 시점 및 방법에 따라 크게 상이
하게 된다. Smith and Braathen(2015)의 연구는 설문조사에 근거하였기 때
문에 일관된 기준에 따른 국가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탄소가격제를 통해 현재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고찰하고,
OECD에서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제시한 실질탄소가격을 통해 국가간의 비용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앞 절에서는 주요 국가의 정책 평가에서 고려하는 비용에 접근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탄소가격제 현황을 분석하고, 탄소가격
제를 통해 부과되는 탄소비용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세금까지 모두 감안한 실
질탄소가격을 비교한다.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1) 탄소가격제의 의미와 유형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후생경제
학적으로는 특정 경제활동이 초래할 외부불경제에 대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주체가 이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탄소가격제의 유용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131)
첫째, 탄소가격제는 탄소에 기반한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관련 에

131) OECD(2016a), pp.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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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수요를 줄이고 탄소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즉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
지 전반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 탄소가격제가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후정책과 다른 규제체계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가격제는 배출 저감에서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적 수
단에 비해 더 주목받게 된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적이다. 탄소 배출에 지급할 비용보다 탄소 저감을 통한 비용
이 낮다면, 탄소 저감의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모든 배출주
체들이 보다 새롭고 저렴한 방안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찾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셋째, 탄소가격제는 탄소 배출주체가 비용을 부담(오염자지급원칙)하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한다. 탄소가격제가 없다면 에너지 사용에 따른 외부
성(기후변화나 대기오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지만, 탄소가격제
로 인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기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비용을 내부화하
는 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율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탄소가격제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132) 먼저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가 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배출목표 달성을 충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에 속하는 배출주체(emitters)는 내부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배
출량을 줄이고, 남는 배출권을 탄소시장에 공급하거나 부여된 배출목표에 필요
한 배출권을 탄소시장에서 구매하게 된다. 즉 배출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창
출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일명 cap and trade
system은 배출할 수 있는 상한(cap)이 부여되고, 이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배출주
체에 할당한 다음 거래를 유도한다. 기준선 대비 크레딧(Baseline-and-Credit
System)은 개별 배출주체에 기준 배출량(baseline)을 설정하고, 이보다 적게
132)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w
hat-carbon-pricing#governments(검색일: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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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한 배출량만큼을 크레딧으로 발행하여 기준 배출량을 초과한 다른 배출자
에 크레딧을 판매한다.
둘째,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 자체나 화석연료의 탄소 함유에
대해 세율을 부과하여 탄소에 직접적으로 가격을 부여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
제와 달리 배출저감의 성과는 미리 결정되지 않으나, 탄소가격은 탄소세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셋째, 상쇄 메커니즘(offset mechanism)은 탄소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 프
로그램 등을 통해 달성한 탄소 감축 크레딧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나 해외의 탄
소 감축목표에 활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결과기반 기후재원(Results-based climate finance)은 사전
에 탄소 감축성과가 사업결과로 도출될 경우 약정된 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
로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되
고 있다.133)
각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이러한 탄소가격제를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배출권의 유상 할당이나 탄소세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기도 하다. 기업체는 이러한 탄소가격제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탄소 배출의 위험을 평가하고 배출권 거래를 통한 사업 모색의 기
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투자가들은 탄소가격제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 자산배분(portfolio)에 받게 될 기후변화정책의 잠재적인 영향
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134)

2) 주요 탄소가격제 현황
탄소가격제는 각 국가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133) 문진영 외(2016), p. 146.
134)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wh
at-carbon-pricing#governments(검색일: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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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 가장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1990년
대 초반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세가 도입된 이래로 2005년 EU의 배출권
거래제 1단계가 시행되면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제도가 이행되거나 예정된 사례가 47개에 이르고 있으며, 42개
국 및 25개 지방정부에서 관련 제도가 도입되거나 예정되어 있다(그림 3-5 참
고). 2005년 이후로 각국에서 관련 제도 도입이 급증하면서 2000년 초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탄소가격제에 포함되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2012년 기준)
비중 또한 2005년 3.7%에서 2017년 14.6%로 급증하면서 3배 넘게 급증하고
있다.

그림 3-5.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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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최근 국제탄소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곳은 중국이다. 2017년 하반기에 중
국에서도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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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8개의 시범사업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중국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135) 또한 중국 이외의 개도국에서도 배출권 거래제가 주목받고 있다. 배출
권 거래제를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을 위한 국제포럼인 ICA
P136)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예정된 국가(중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태국, 베트남, 대만, 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등에
서도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은 여러 탄소가격제 유형을 검토하면서, 자발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1단계로 2015~17년까지 MRV 시스템을 테스트
하고, 2018~20년까지 여러 산업분야가 포함한 가상 ETS를 계획하고 있
다.137)

그림 3-6.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권 가격 동향
(단위: 미국달러화)

자료: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 Status Report(2017c), p. 24.

135) World bank and Ecofys(2017), “Carbon pricing watch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24),
p. 3.
136)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137) World Bank(2017),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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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12년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저탄소 경제목표를 추구하면서 시장
에 기초한 저감수단을 인용한 바 있으며, 2020년 철강부문에서의 배출권 거래
제를 고려하고 있다.138)
주요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은 각 제도별로 처한 여
건에 따라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6 참고). 유럽은 배출권 공급과잉이
슈로 배출권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최근 우리나라는 배출권 물량 부
족으로 가격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탄소세를 포함하여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의 가격은 톤당 1달러에서 100달러가 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그림 3-7 참고).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가격제간의 가격을 직접적
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탄소가격제가 적용되는 부문이나 배출권 제
도의 운영방식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배출권 거래제와
다수의 탄소세는 30달러를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부표 3-2 참고).

그림 3-7. 주요 탄소가격제하에서의 탄소가격 및 온실가스 배출비중

주: 세로 축은 이산화탄소 환산 1톤당 달러 비용, 가로 축은 해당 탄소가격제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비중.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138) ICAP(2017c),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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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1) 실질탄소가격 개념
최근 OECD는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이라는 개념
을 통해 주요 국가의 탄소가격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실질탄소가격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적용되는 총가격으로 세금과 배출권 가
격의 합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며, 하나는 탄소세
(carbon tax)로서 에너지의 탄소함량(carbon content)에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방식은 에너지 단위당 사용에 부과되는 종량세(specific tax)이다.
OECD(2013)와 OECD(2015a)를 통해 탄소 배출에 부과하는 탄소세와 종량
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OECD(2016a)는 실질탄소가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보고서
로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OECD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인 41개국의139) 6개 경제부문을 대상으로 실질탄소가격을 분석하였다. 보고
서는 크게 도로수송(road transport) 및 비도로(non-road) 부문으로 나누었
으며, 비도로부문은 도로 외(offroad) 수송, 산업, 농어업, 거주 및 상업, 전력
으로 구분하였다.140)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
며, 배출권 가격의 경우 2012년과 가장 가까운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 2012년도 가격으로 환산하였다.
물론 모든 국가가 동일 기준의 탄소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자료 제약
의 한계도 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종량세는 특정한 에너지원별 세금으로서,
총부가가치세와 같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총세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적인 비교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별로 에너지 사용에

139) OECD 회원국 34개국과 OECD 파트너국가에 속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
시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41개국이다.
140) OECD(2016a),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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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할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가격제의 현황 파악에 의미 있는 자료
가 될 수 있다. 다음 소절은 OECD(2016a) 분석자료를 토대로 실질탄소가격
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수준도 검토하였다.

2) 실질탄소가격 현황 및 특징
분석결과 41개국의 에너지 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는 전혀 탄
소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0%만이 탄소 배출의 기후비용으
로 고려된 30유로(euro) 이상의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다(그림 3-8 참고).
그 이외에는 5유로 이하 10%, 5~30유로 사이에서 20%만이 부과되었다.

그림 3-8. 전체 조사대상국의 실질탄소가격 구간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
(단위: %)

EUR 0
전체

EUR 0-5

EUR 5-30

도로부문

비도로(non-road)부문

EUR > 30

주: 유로화(EUR) 기준으로 실질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거나, 5유로 및 30유로 구간에 속하는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을 표시.
자료: OECD(2016a), p. 51;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도로부문의 경우,
실질탄소가격은 다른 비도로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전혀 가격
이 부과되지 않은 비중은 2%에 불과하고 30유로화 이상의 비중도 4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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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도로수송 이외의 다른 모든 부문(non-road)은 70%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전혀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고, 19%의 이산화탄소 배출에서만 5유
로 이상의 탄소가격이 부과되었다.
각 국가별로 실질탄소가격의 분포비중을 확인한 결과(그림 3-9, 부표 3-3
참고), 도로부문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30유로 이상의 실질탄소가격이
책정된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인
도네시아, 러시아, 미국의 경우 30유로 이상의 탄소가격이 부여된 이산화탄소
배출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3-9. 각국의 실질탄소가격 구간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
<도로부문>

<비도로(non-road)부문>

자료: OECD(2016a), p. 146;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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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각국의 평균 실질탄소가격 및 탄소가격 부과 정책수단
(단위: 유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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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 가지 가격정책수단(종량세,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가격)의 탄소가격 합이 실질탄소가격임.
자료: OECD(2016a), p. 146;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비도로부문의 경우는 반대로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호
주 등에서는 90% 이상의 탄소 배출에서 실질탄소가격이 0인 것으로 추정되었
다. 우리나라는 실질탄소가격으로 5~30유로화가 부여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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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88%로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유로화 이상으로 실질
탄소가격이 적용된 이산화탄소의 배출비중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0]은 각국의 평균 실질탄소가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부문으로 구
분하여 국가별 탄소가격에 부과하는 수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부표 3-4
참고). 각 부문 내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을 가중평균한 실질탄소가격은 도로
부문이 비도로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로부문의 경우 조사대상국 중에서 31개국의 실질탄소가격이 100유로를
상회하고 있으며, 평균 실질탄소가격의 대부분은 종량세가 차지하고 있고, 종
량세 가격이 높은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실질
탄소가격이 높았다. 7개국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스웨덴의 탄소세가
제일 높았으며, 배출권 가격이 도로부문에 포함된 경우 3개 국가141)의 가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1. 각국의 실질탄소가격제 수단에 부과된 이산화탄소 배출비중
(단위: %)
탄소가격제 비적용

탄소가격제 A,B 모두 적용

배출권거래제(A)

탄소세 및 종량세(B)

자료: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141)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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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로부문의 경우 조사대사국 중에서 12개 국가의 실질탄소가격이 20유로
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유럽의 OECD 회원국이었다. 30유로를 상회하
는 국가는 불과 4개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비
도로부문 역시 평균 실질탄소가격의 대부분을 종량세에 의존하는 국가가 많았
으나, 도로부문에 비해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을 통해 탄소가격이 부과되는 비
중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부문의 실질탄소가격은 모두 종량세 부문으로 153.25
유로로 추정되었다. 비도로부문의 실질탄소가격은 종량세 3.86유로와 배출권
가격 5.9유로를 합산한 9.76유로화로 나타나 조사대상국에서 상위 실질탄소
가격 기준으로 도로부문은 23위, 비도로부문은 19위에 해당하였다. [그림3-9]
에서 우리나라는 비도로부문에서 실질탄소가격 5유로에서 30유로 사이에서의
배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실제 탄소가격의 수준은 조사대상국의 중간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물량부족에 따
른 배출권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012년 가격에 기초한 본
자료의 분석에 비교하여 최근의 실질탄소가격은 상승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1]은 도로 및 비도로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탄소
가격제 수단이 적용된 비중을 나타낸다. 러시아, 칠레, 인도네시아, 중국의 경
우 탄소가격제가 전혀 활용되지 않은 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만 적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큰 국가는
우리나라(54.9%), 뉴질랜드(27.5%), 노르웨이(15.8%) 등으로 나타났다(부표
3-5 참고). 탄소세와 종량세 등의 세금을 통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일본, 아르헨티나, 스위스 등의 순서였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
제와 세금이 모두 반영된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21.8%, 세금만 활용될 경우
는 1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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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앞서 확인되듯이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탄소 배
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기업도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이른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적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
는 내부탄소가격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공표한
내부탄소가격의 수준도 분석한다.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을 내부화
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부여한 가치를 의미한다.142) 기업들은 중앙 및 지방 정
부 등에서 탄소가격제의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부담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정책적 요구뿐만 아니라 기업은 주주와 같은 이해당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기후변화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내부
탄소가격을 활용하거나 도입하겠다는 기업의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CDP는 기업들이
탄소가격제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143) 첫째는 위험
관리이다. 기업들은 탄소가격을 내재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비용에 영향을 미치
는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등의 도입에 따른 정책위험의 노출을 평가할 수 있
다. 둘째, 기업들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라 부상하는 기회를 찾는 수단으로써
내부탄소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환경 관련 정책이나 시장요인의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내부탄소가격을 이용하여 향후 제
품이나 서비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셋째,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142) EPE and I4CE(2016), p. 15.
143) CDP(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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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탄소 관련 리스크를 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탄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내부탄소가격제는 기업 내 전반
적인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청정에너지 투자와 같은 저탄
소 동기를 유발하고 배출저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의 유형은 크
게 세 가지인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유형을 분석한다.144)

1) 내부탄소세
내부탄소세는145) 기업들이 일반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배출에 대
해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즉 기업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에 탄소 배
출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된다. 내부탄소세는 기업 내부적으로 실
제적인 자금의 이전(transfer)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기업 내부에 온
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제공한다. 내부탄소세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
금이나 일련의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외부의 상쇄 크레딧(offset credits) 구매에 사용된다.146)
글로벌 환경연구기관으로 지명도 높은 C2ES의 Ahluwalia(2017)는 Fortune
500대 기업의 내부탄소가격 적용을 검토하고, 주요 기업의 내부탄소가격을 분
석하였다. Ahluwalia(2017, p. 3)에 따르면 내부탄소세는 이산화탄소 톤당
5~20달러로 추정하였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탄소 배출과 관

144) 이하는 Ahluwalia(2017), pp. 3-5; EPE and I4CE(2016), pp. 16-21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145) carbon fee 또는 internal carbon tax로 지칭되고 있다.
146) EPE and I4CE(201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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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의 12개 사업분야에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수입은 기금으로 설정되어 재생에너지 발전 및 탄소 상쇄(carbon
offset)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 탄소세 도입 이후 23개국의
60여 개 프로젝트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147)

그림 3-1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범위

CO2

purchased
goods and
services

CH4

purchased electricity,
steam, heating &
cooling for own use

capital
goods
fuel and
energy related
activities

N4O

HFCs

SF6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leased assets

investments
company
facilities

employee
commuting
business
travel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waste
gemerated in
operations

PFCs

franchises

processing of
sold products
company
vehicles

use of sold
products

leased assets
end-of-life
treatment of
sold products

자료: WRI and WBCSD(2011), p. 5 토대로 저자 작성.

내부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 범위
및 수준의 파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산출방식148)에 따
르면 기업활동에 따른 직간접적인 배출범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그

147) Ahluwalia(2017), p. 23.
148) 정식 명칭은 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로 (Corporate Stan
dard로 통용) 2001년에 도입되고, 2004년에 개정되었으며, 전 세계 기업, NGOs, 정부 등에서 기업
전반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발 및 보고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WRI and WBCSD
201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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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12 참고).149)
범위 1(Scope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출처(source)에서의
직접적인 배출이고, 범위 2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기, 난방, 스팀(steam) 등
의 구매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배출이며, 범위 3은 기업의 가치체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배출이나, 모든 배출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활동에서 탄소 배출이 고려된다.

2) 잠재가격과 묵시적 가격
잠재가격(shadow price)은 향후 탄소 규제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수립과 투
자평가를 위한 위험평가수단으로 탄소에 대한 이론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으로 실제적인 비용거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보통 잠재가격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 잠재가격의 형태로 탄소가치를 포함하게 된다.
잠재가격은 기업활동의 유형이나 기업의 위치(location)에 따라 비용이 달
라진다. EU-ETS와 같은 탄소가격제의 현재 또는 향후 수준에 기초하여 단일
잠재가격이 책정되기도 하지만, 일정 범위(ranges)의 잠재가격을 적용하여 높
은 수준의 잠재가격으로 탄소 집약적인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활용하
기도 한다. 즉 잠재가격을 통해 기업은 향후 기후변화 관련 정책위험과 연관된
자본투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전략을 포함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150)
잠재가격을 활용하는 기업은 현재 정부의 탄소가격제하에서 확인되는 탄소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내부가격으로 책정하여 향후 보다 엄격한 정부정책에 대
비한다. 잠재가격은 원유나 가스, 전력회사, 광공업부문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특히 유용하다. 이 기업들은 예상하지 못
한 수준으로 자산가치가 급락하여 장부상의 가치를 하회하는 좌초자산

149) EPE and I4CE(2016), p. 20.
150) Ahluwalia(2017), p. 4; EPE and I4CE(201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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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ded asset)의 위험과 높은 탄소가격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
다.151) BP의 경우 톤당 40달러의 잠재가격을 이용해 의사결정을 하며,
EU-ETS가 적용되는 지역과 같이 탄소 규제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80달러의 잠재가격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
고 있다.152)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행한 조치(measures)나 이니셔티브(initiatives)
의 비용에 기초하여 도출한 한계저감비용이 묵시적 가격이다. 잠재가격과 달리
묵시적 가격은 미래의 탄소 제약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탄소 감축을 목적
으로 이미 시행한 투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묵시적 가격을 발견하게 된다.153)
묵시적 가격(implicit price)은 향후의 탄소 규제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수
립과 투자평가를 위한 위험평가수단으로 탄소에 대한 이론적인 가격을 적용하
는 방식으로 실제적인 비용거래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묵시적 가격은 이미 집
행된 탄소 감축조치들을 통해 역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부탄소가격이나 잠재
가격처럼 온실가스 감축이나 저탄소 투자로의 전환에 동기부여하기 어려운 단
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가격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벤치마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54)
다국적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의 경우 묵시적 가격으로 이산화탄소 톤
당 10달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달러의 묵시적 비용은 재생
에너지의 발전비용이나 구매비용을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절감
규모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155)
이처럼 여러 유형의 내부탄소가격제가 있지만, 어느 특정 하나의 내부탄소
가격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부
탄소세를 적용하면서도 미래의 투자 결정을 위해 잠재가격을 활용하고 있기도
151) Ahluwalia(2017), p. 12.
152) Ahluwalia(2017), p. 4.
153) EPE and I4CE(2016), p. 18.
154) EPE and I4CE(2016), p. 18.
155) Ahluwalia(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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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2016년 인도의 다국적 자동차 및 농기구 생산회사인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Ltd.)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10달러의 내부탄소가격 시행을 공표
하고, 2019년까지 2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밝힌 바 있다. 추가적으로 마
힌드라는 내부탄소세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톤당 약 50달러의 잠재가격을 도입하여 저탄소 설비로의 투자 전
환을 모색하고 있다.156)

3) 내부탄소가격 도입 현황
내부탄소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관련 정보를 집계하는 CDP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CDP는157) 운용자산규모 100조 달러에 이르는 800개 이
상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글로벌 주요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배
출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CDP는 2014년부터 내부탄소가격제를 도
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현황 및 내부탄소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그림 3-13. 전 세계 내부탄소가격제 시행 및 계획 기업 추세
(단위: 개)

현재 시행
2년 내 도입 계획

자료: CDP(2017), p. 6 토대로 저자 작성

156) Ahluwalia(2017), p. 4.
157) 2003년 영국에서 Carbon Disclosure Project로 시작하여 현재 기업, 도시, 지방정부 등의 환경성과
를 공개하는 비영리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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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EU 내 기업의 내부탄소가격
(단위: 이산화탄소 환산 1톤당 달러화)

$
55.84
83.77
30.00
23.34
60.25
5.68
6.4
55.84
64.03
50
22.34
40
30.00
35.74
33.51
33.51
33.51
30
27.02
27.02
18
22.34
22.34
12.20
7.82
15
6.70
12.20
12.20
11.40
11.17
11.17
11.17
10.05
0.42
8.04
8.04
8.23
8
7.82
7.82
7.82
7.82
6.70
5.58
5.58
5.58
4.86
3.35
2.23

EU-ETS
$5.92
150.78
60.26

80.42
78.18
67.01

44.68

25

22.34
22.34
13.40

자료: CDP(2016), p. 15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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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탄소가격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2017년 10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607개
로 집계되고 있으며, 내부탄소가격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389개에 이르고 있다(그림 3-13 참고).
CDP(2016)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탄소 관련 정책이 기업의 내부탄소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각국의 탄소정책가격 향방에
기초하여 기업들도 내부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적용하는 탄소가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최저 1달러에서 150달
러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유럽연합도 12개 국가의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
제, 일부 활발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인해 다양한 범위의 내부탄소가
격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두 개의 상이한
가격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그림 3-14 참고).158)
CDP(2017)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50곳의 기업에서 내부탄소가격을 적용
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을 준
용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가 아직 의미 있는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하였다.159)

158) CDP(2016), pp. 14-15.
159) CDP(201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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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3. 분석 결과 및 한계

본 장은 주요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가격제의 글로벌 영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모형은 Ossa(2014,
2016)의 다국가·다산업을 가진 정태적 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생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비효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
응하는 정부의 탄소가격제 세 가지 요소를 모형 안에 추가한다.160) 본 연구의
모형은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미래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탄소가격제 이외의 다른 영향을 배제하고 정부의 탄소가격제 변화에
의한 영향만을 식별해서 측정하게 해주는 하나의 척도(measurement tool)로
서의 역할을 한다.
모형이 탄소가격제의 글로벌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분석(counterfactual exercise)을 수행하기 이전
분석의 시발점(baseline)이 되는 초기균형상태가 현실 경제를 잘 반영해야 한
다. 4장의 분석과 앞의 서론에서 언급했던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초
기균형상태가 데이터가 허용하는 가장 최근(2011년과 2012년) 주요국들의 생
산, 무역, 관세, 탄소 배출량은 물론 탄소세, 배출권 가격, 탄소세의 적용범위,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범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추정(calibration)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초기균형상태에서 시작하는 모든 시나리오 분석
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성적, 정량적 결과는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시나리오 1과 2는 각각 한 국가의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가격의 상승이 해당
국가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시나리오 1과 2의 분석을 통해 해
당 국가 탄소가격제의 영향력을 구분해서 평가한 후 시나리오 3에서 한·중·일·
미·EU가 동시에 탄소세와 탄소세의 적용범위를 변화시켰을 때의 영향력을 평

160) 분석모형은 Ossa(2014, 2016)와 유사하나 Ossa는 분석모형의경쟁적 균형이 아닌 다른 균형조건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하는 social planner의 문제, 국가간 상호작용도 고려하는 내쉬균형,
국가간 담합을 고려하는 균형 세 가지 문제의 해를 수치계산을 통해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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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시나리오 1과 2, 그리고 3의 비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치된(aligned)
탄소 감축노력의 효과성을 살펴본다.
시나리오 4와 5는 각각 파리기후협상에서 주요국들이 합의한,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탄소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탄소세 증가분
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ballpark estimate)를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4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섭씨 2도 이내 상승을 위해 필요한 30%의
탄소 감축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세 증가분을 추정한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시나리오 5에서는 우리나라가 약속한 국내 탄소 감축분인 25.7%를 이
루기 위한 탄소세의 증가분을 추정한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에서는 모형과 균형조건을 제시하고, 2절에
서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모형을 분석하고 데이터와 모수추정방법에 대해서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 논
의한다.

1. 모형과 균형조건
 개의 국가와  개의 산업이 존재하며 국가는 , , , 혹은 으로, 산업은
 로 표시한다. 국가 의 산업  에서 생산된 차별화된 상품(differentiated
variety)을   로 표시하며 0과   사이의 연속적인 공간에 분포하며 이들의
총량(mass)은   이다. 따라서   ∈    . 이때 국가  의 가계는 한 산업
안의 상품   에 대해서는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형
태를, 산업간에서는 Cobb-Douglas 함수형태를, 탄소 배출로부터는 이차식
형태의 비효용(quadratic damage) 함수형태를 갖는 [식 4-1]과 같은 효용함
수(nested Cobb-Douglas-CES utility function)로부터 효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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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

[식 4-1]에서    은 상품   의 국가 에서의 소비를,    는 산업
 에서   간 대체탄력성을 의미한다. 기존의 Armington 모형에서 국가간 상
품이 차별화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한 국가의 산업 내에서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161) 또한  는 국가  의 산업  에 대한 Cobb-Douglas
효용함수의 파라미터를,  는 국가 의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파
라미터를,   는 국가 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각각 의미한다.
탄소 배출량에 의한 비효용(damage function)은 Shapiro(2016)와 같은
형태를 가정한다. 탄소 배출이 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경로는 효용함수
를 통해서이며 소비자가 의사결정 시 탄소 배출량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식 4-1]은 상품   에 대한 소비를 통한


효용과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합계인

  에 의한 비효용 두 가지 채널에

 



의해서 국가 의 소비자의 효용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두 번째 채
널에서 자국의 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타국의 탄소 배출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량에 의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국가 의 가계는

  만큼의 노동력을 공급하며 노동소득, 기업의 이윤, 정부수입은 모두 가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품   은 규모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생산함수를 가진 단
하나의 독점기업에 의해서 생산된다. 따라서 한 국가 안에 다수의 기업들이 독
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시장에서 서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
161) Armington 모형에서 각 국가는 서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며 각 국가의 소비자는 Cobb-Douglas
혹은 CES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상품간 대체 가능하나 모든 국가로부터의 상품을 조금이
라도 소비하기를 원한다(Armingto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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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가 의 산업  내 모든 기업들의 생산력은 동일하며 유일한 생산요소
인 노동은 완전경쟁시장인 노동시장에서 거래된다. 생산에 따른 고정비용은 없
고 기업의 총량(mass)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국가 의
산업  기업 총량은   이다. 기업의 생산함수는 [식 4-2]와 같다.
          

[식 4-2]

[식 4-2]에서    ,     은 각각   를 생산하는 기업의 노동 고용량
과 생산량이며,   는 국가 의 산업  기업의 생산력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모형 밖에서 외생적으로 탄소세와 탄소 배
출권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국가  의 탄소세, 탄소세 적용범위, 탄
소 배출권 가격, 배출권 거래제 적용범위를 각각   ,   ,   ,   와 같이 표시
한다. 따라서  가 국가 의 산업  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국가  가 부과되
는 관세를 의미할 때 국가 가 국가 의 산업  기업에 부과하는 탄소세, 배출권
가격, 관세 모두를 고려한 생산에 대한 실효세금  ≡        
    이다.
관세 외에 기타 무역장벽으로서 빙산형 수송비용(iceberg shipping cost)
을 가정한다. 따라서 국가 에서 생산된 상품   1단위가 국가 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 만큼의 상품이 에서 보내져야 하며,   일 경우    
이다. 이때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가능하지 않다고 가정
한다(no arbitrage condition). 따라서 한 국가에서 상품을 사서 다른 국가에
판매함으로써 아무 이득을 얻지 못한다. [식 4-3]은 이 가정을 보여준다.
          

[식 4-3]

[식 4-3]에서     는 국가 의 산업  에서 생산된 상품   의 국가  에
서의 판매가격이고     는 국가 의 산업  에서 생산된 상품   의 공장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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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격(ex-factory price)을 의미한다.
국가 의 산업  에서 생산되어  에서 소비되는 공장출하가격으로 계산된 무
역액   는 [식 4-4]와 같이 정의한다.



  

 



         

[식 4-4]

이때 국가 의 무역수지 흑자(trade surplus)   는 [식 4-5]와 같이 정의
된다.


Ω 



  

    



   

[식 4-5]

한 국가의 각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그 국가의 해당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총량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Shapiro(2016)와 유사하나
Shapiro(2016)는 무역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무역의 운
송수단에 의해서도 탄소 배출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 반면, 여기서는 한 국
가 탄소가격제의 글로벌 영향분석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의 생산에만 관
련된 것으로 가정한다. 국가 의 탄소 배출량   은 [식 4-6]과 같다.


  







  



 



 

 



[식 4-6]

[식 4-6]에서   는 국가 의 산업  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며   는 산
업  에서 국가 가 배출하는 생산 대비 탄소량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모형의 경쟁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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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쟁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은 외생변수 M is 가 주어졌을 때 다
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격벡터 p is  is i s , w i i 와 물량 혹은 가치벡터
c ij s  is i j  s , yis  is i s , lis  is i s ,  is  is i s X ij s i j  s ,
C i i ,  ii , Emiii 으로 정의한다.

(1) 임의의 국가 의 가계는 효용 극대화한다.
[식 4-7]

(2) 임의의 국가 의 산업  의 기업은 이윤 극대화한다.

[식 4-8]

(3) 모든 시장은 청산되며 모든 국가의 무역수지 총합계는 0이다.

<노동시장 청산조건>

[식 4-9]
<산출물시장 청산조건>

[식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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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의 총합계에 대한 제약>

[식 4-11]

(4) 탄소 배출량   는 [식 4-6]에서 결정된다.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우리는 다음에서 상술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대칭적인 균형(symmetric
equilibrium)을 분석한다. 국가 의 산업  의 상품   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같은 생산성을 가진다. 따라서 만약 가계의 소비가 국가 의 산업  각각의 상
품   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기업의 가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경우 국가
의 산업  내 모든 기업들은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 이
경우 가계의 선택 역시 국가 의 산업  내에서는   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다. 따라서       . 가계와 기업의 모든 선택이   에 따라서 달라지
지 않으므로 이제부터의 분석에서는   을 제거한다.
[식 4-7]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국가  가계의 국가 의 산업  로부터의 상품
에 대한 수요는 [식 4-12]와 같다.

[식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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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2]에서   는 국가 의 산업  의 이상적인 가격지수(ideal price
index)를 의미하며 [식 4-13]과 같다.162)

[식 4-13]

[식 4-14]가 보여주듯이 [식 4-8]의 기업 이윤 극대화로부터 국가 의 산업
 기업은 한계비용에 일정한 상수만큼을 곱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식 4-14]

기업의 이윤은 [식 4-2], [식 4-4], [식 4-10], [식 4-14]를 적용하면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노동소득은 [식 4-15]와 같이 나
     



이 나타낼 수 있다.

[식 4-15]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인 [식 4-7]의 제약식으로부터 국가 의 총소비지출

  는 [식 4-16]과 같다.

[식 4-16]

162) 국가  의 산업  의 이상적인 가격지수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격벡터 pisi 의 함수로 정의된다.
 ′ 
        ′  
 





위에서  는 간접효용(indirect utility),  는 소득,   ,  ′  는 각각 pis i , p′ is i 의 함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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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4]에 [식 4-14]와 [식 4-16]을 적용하면 공장출하가격으로 평가한 무
역액은 [식 4-17]과 같다.
 

      

  

   

 

 

  

[식 4-17]

마지막으로 [식 4-13]에 [식 4-14]를 적용하면 국가  의 산업  의 이상적인
가격지수는 [식 4-18]과 같다.

[식 4-18]

따라서 각각  개의   와   를 미지수로 가진   개의 연립방정식 [식
4-15]와 [식 4-16]은   와   를 정의하는 [식 4-17], [식 4-18]과 함께 모형
의 균형을 보여준다. 한편 이상적인 총가격지수(ideal aggregate price


index)는 산업간 소비에 대한 효용이 Cobb-Douglas이므로   

 

 
 



 


이다. [식 4-12]를 효용함수 [식 4-1]에 대입함으로써 [식 4-19]와 같은 간접
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를 도출한다.

[식 4-19]

[식 4-15], [식 4-16], [식 4-17], [식 4-18]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한

  ,   와 [식 4-19]를 통해서 계산한   를 이용해서 정책변화에 따른 효용
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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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모형의 해를 구하기 위한 그 값을 알아야 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해
서 Dekle, Eaton, and Kortum(2008), Ossa(2014, 2016)와 마찬가지로 위
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변형시켜서 수준(level)이 아닌 정책변화에 따른 변화율
을 구하기 위한 체계로 변형하는 방법(exact hat algebra)을 이용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변화 이전의 변수를 라 할 때 정책변화 이후의 변수를 ′, 그 변
′
화율을 
  라 한다. 이를테면  를 ′  로 변화시킬 때 [식 4-15]~

[식 4-18]을 만족시키는 내생변수   ,   ,   ,   는 새로운 정책변수하에
서 이 식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값  ′  , ′  ,  ′  ,  ′  가 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은 [식 4-15]~[식 4-18]을 변화율을 구하기 위한 체계로 변형한 것이다.
변화율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먼저 다음의 정의된 네 가지를 이용한다.

[식 4-20]

[식 4-21]

[식 4-22]
[식 4-23]



 



 

   와

[식 4-15]에 의해서   와 현재의 관세에 대한 데이

터가 있고   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있다면 [식 4-20]~[식 4-23]은 모두 계
산 가능하다. 이 식들을 이용해서 [식 4-15]와 [식 4-16]을 변화율 형식으로 표
현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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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24]

[식 4-25]

[식 4-24]와 [식 4-25]에서 
  와 
  는 [식 4-17]과 [식 4-18]로부터 도
출한 [식 4-26], [식 4-27]과 같다.

[식 4-26]
[식 4-27]

따라서 각각  개의 
와 
  를 미지수로 가진   개의 연립방정식 [식
4-24], [식 4-25]는 [식 4-26], [식 4-27]과 함께 모형의 균형을 보여준다.163)
한편 탄소가격정책의 효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식 4-19] 역시
변화율 형식으로 전환하여 [식 4-28]을 이용한다.

[식 4-28]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정의된 모형의 균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정책의 효
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164) 균형식은 복잡한 비선형 연립방정식이라서 닫힌
163) 따라서 변화율 형식의 균형식 해를 구할 경우  ,   ,   ,   의 추정치는 필요하지 않다.
164) Allen and Arkolakis(2014)와 Allen, Arkolakis and Takahashi(2017)가 여기 제시된 모형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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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해(closed form solution)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Matlab을 이용해
서 근사해(approximate solution)를 수치적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식
4-24]∼[식 4-27]의 균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 Matlab에 내재된 비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계산하는 fsolve의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균형식의 해를 구한 후 [식 4-6]을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의 탄소 배출량을, 균형
식의 해와 새로운 탄소 배출량을 [식 4-28]에 적용하여 효용의 변화를 계산한다.
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 혹은 흑자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정태적 무역모형에
서는 내생변수로 다루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정태적 무역
모형과 마찬가지로 무역 적자를 외생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현재의 무역 적자를 마치 모수처럼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대신
에 Ossa(2014, 2016)와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적자를 0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균형식의 해를 구하고 이 균형식의 해를 초기균형상태로 가정할 것이다.165)
균형식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수와 데이터는   ,  , ,

  ,  ,  ,  ,  ,   ,   이다. 산업별 무역탄력
성   는 Feenstra(2010)의 방법론을 이용한 Ossa(2016)의 추정치와 더불
어 Ossa(2016)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산업의 추정치에 대해서는 Aguiar,
Narayanan, and McDougall(2016)의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9(GTAP 9)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국가간 양자무역   과 관세  
역시 GTAP 9을 이용한다. 국가별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  ,  은
OECD(2016a) 데이터를 탄소 배출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탄소세와 배출
권 거래제 적용범위  ,  은 OECD(2016a)의 적용범위를 국가별로
합산한 값을 이용한다. OECD(2016a)의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의 단위는 배출
톤당 EURO인데 이를 Feenstra, Inklaar and Timmer(2015)의 Penn

르지만 일반적인 무역모형의 균형이 존재하고 유일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65) 무역적자가 0이 아닌 값으로 언제나 고정되었다는 가정은 관세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무역량과 무
역적자 모두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과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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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able 9.0(PWT 9.0)의 환율을 이용해서 달러화로 변환한다. 효용함수
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모수 을 구하기 위해서 [식 4-2]를


  으로 일차미분하고  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정리하면 [식

 






4-29]와 같다.166)

[식 4-29]




[식 4-29]를 이용해서  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 총
 
 

소비지출(  ), 그리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 
)에 대한 추정치가 필



 

 
 

요하다. 탄소 배출은 GTAP 9의 국가별·산업별 국내생산에 의한 추정치(MDF)

  를 국가별로 합산한 값을, 총소비지출은 PWT 9.0의 지출 측면에서의
실질 GDP를 이용한다. 국가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Shapiro(2016)와 마찬
가지로 글로벌 탄소비용을 국가별 GDP의 비율로 배분한 값을 국가별 탄소비
용으로 사용한다. 구체적인 추정치는 IWG에서 추정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값을
활용하여(부표 3-1 참고) 할인율에 따라서 제시된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39달
러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은 탄소 배출과 양자 무역데이터를 [식 4-6]에
적용하여 도출한다. GTAP 9과 PWT 9.0의 기준연도는 2011년이며 이 보고
서에서 이용한 탄소가격 정책과 적용범위는 OECD(2016a)에서 2012년 근방
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추정치이다.

166) 이차방정식의 두 해 중 [식 4-29] 이외의 다른 해를 이용할 경우  가 (－)의 값을 갖거나 그 영향이 미
미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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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분석대상국가와 산업 분류
국가

산업

한국

쌀(rice)

음료 등(beverages, etc)

중국

밀(wheat)

섬유(textiles)

인도

기타 곡물(other cereal grains)

의복(wearing apparel)

일본

채소 등(vegetables, etc)

가죽제품(leather products)

미국

울 등(wool, etc)

목공품(wood products)

설탕(sugar)

종이류 제품(paper products)

식물성 섬유(plant-based fibers)

화학제품 등(chemical products, etc)

기타 작물(other crops)

기타 광물제품(other mineral products)

소 등(bovine cattle, etc)

철 금속(ferrous metals)

기타 축산물(other animal products)

기타 금속(other metals)

유제품(dairy)

금속제품(metal products)

오일 시드(oil seeds)

자동차 등(motor vehicle, etc)

임업(forestry)

기타 수송장비(other transport equipment)

소고기류 제품(bovine meat products)

전자장비(electronic equipment)

기타 육류제품(other meat products)

기타 기계류(other machinery, etc)

식물성오일 등(vegetable oils, etc)

기타 제조업(other manufactures)

기타 식품류(other food products)

석탄(coal)

석유(oil)

가스(gas)

해상·비행수송(sea and air transport)

기타 운송(transport nec)

기타 서비스(construction, trade,

유틸리티(electricity, gas manufacture/

communication, financial service nec,

distribution, water)

아세안
유럽연합
기타

insurance, business services nec,
recreation and other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health/education,
dwellings)
기타(fishing, minerals nec)
자료: 저자 작성.

[표 4-1]은 분석대상인 국가와 산업을 보여준다. 중국은 중국과 홍콩을, 아
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
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28개국을 포함한다. 산업은
GTAP 데이터베이스의 57개 산업을 41개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 115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표 4-2]는 앞 절의 모형을 이용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및 개별 시나리오의
실험 내용과 대상국가를 기술한다. 시나리오 1은 주요 국가 중 한 국가의 탄소
세를, 시나리오 2는 한 국가의 배출권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시
나리오 3은 주요국에 동일한 탄소세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모든 주요국의 일
치된(aligned) 탄소 감축노력을 감안하였다.

표 4-2. 시나리오 구성 및 내용(Counterfactual Exercise)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정책변화 충격 대상국가

내용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중 특정 한 개국만 기존 탄소세를 각각 1%, 5%, 10%
한 국가

증가할 때 해당 국가와 세계에 대한 영향분석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중 특정 한 개국만 배출권 가격을 각각 1%, 5%, 10%
한 국가

증가할 때 해당 국가와 세계에 대한 영향분석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EU 및 4개국의 탄소세를 30EURO/tCO2로 고정하고
모두

시나리오 4

전 세계 모든 국가

시나리오 5

한국

탄소세 적용범위를 30%, 50%로 변화
세계 탄소 배출량 30% 감축 위한 모든 국가의 현재
탄소세 수준에서 증가분 추정
한국 탄소 배출 25.7% 감축 위한 한국의 현재 탄소세
수준에서 증가분 추정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 4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동일한 값만큼 인상할 때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추정한
다. 30% 목표 설정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지구 평균온도 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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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이내 상승을 위해서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의 탄소 감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였다.167)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5는 한국이 2015년 파리
기후협정 도출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목표인 25.7%를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탄소세 조정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을 약속한 바 있고, 이 중 국제탄소시장 활용분을 제외한 25.7%의 국내 감
축을 계획하고 있다. 본 분석은 가격체계의 변화만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 탄소세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고려된 탄소세는 앞서 3장의 OECD(2016a)
실질탄소가격 추정에서 고려된 두 가지 세금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에너지
탄소함량에 부과된 탄소세와 에너지 단위당 사용에 부과되는 종량세를 모두 반
영하였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탄소함량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에너
지 사용 자체에는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림 4-1]은 OECD(2016a)의 국가별 탄소가격을 이용해서 추정한 모형의
EU 및 주요 국가의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 추정치, 탄소가격제의 적용범위이다.
OECD(2016a)는 농업, 전력, 산업, 비도로부문 수송, 주거 및 상업, 도로수송
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탄소 배출량, 평균 탄소세, 탄소세가 적용
되는 범위, 평균 배출권 거래권의 가격,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개 부문 중에 GTAP 데이터에 상응한 정보가 있는 4개
부문의 정보(주거 및 상업, 도로수송 부문 제외)를 이용한다. [그림 4-1]의 국가
별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OECD(2016a)의 부문별 가
격과 탄소 배출량을 활용한 가중평균을 계산하였고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범위를 추정하기 위해서 국가별 총탄소 배출량 중 여기서 분석하는 네 부

167) 2030년 기준으로 각국이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경우 글로벌 차원의 이산화탄소
로 환산된 배출량은 58.9기가톤(gigatonne)에 이를 것이며, 66% 확률 이상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
승을 제한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8기가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EP 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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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가격 및 적용범위 추정치
(단위: 좌축 유로달러/이산화탄소 1톤, 우축 %)

한국

중국

탄소세

배출권

일본

탄소세 범위(우축)

미국

EU

배출권 범위(우축)

자료: OECD(2016a), p. 146;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문의 탄소가격제가 적용되는 부문의 비율을 계산한다. 국가별로 탄소가격제에
적용된 범위와 가격이 상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국의 탄소세는 27.52유
로로 분석에서 고려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으나 탄소세의 적용범위는
2.18%에 불과하였다. 배출권 가격의 경우 한국, EU의 적용범위는 각각 69.1%
와 40.1%에 이르렀다(부표 4-1 참고).
[표 4-3]은 시나리오 1에서 특정 국가에만 탄소세 증가에 따른 개별 국가와
전 세계에서의 탄소 배출, 생산, 후생의 변화를 보여준다. 탄소세 1%의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의 영향은 일본 1.7%, 중국, 1.1%, 한국 0.6% 순으로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생산의 감소비율보다 탄소의
감소비율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탄소세 증가에 따라 탄소 배출과 생산
모두 감소하지만 생산은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에서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산업으로의 즉각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생산의 감소분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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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시나리오 1(탄소세 증가)의 결과
(단위: %)

탄소세 증가

한국

1%

-0.645

-1.069

-1.707

-0.014

-0.155

5%

-3.158

-5.070

-8.078

-0.068

-0.771

10%

-6.156

-9.538

-15.125

-0.136

-1.526

1%

-0.001

-0.002

-0.003

0.000

-0.003

5%

-0.004

-0.011

-0.013

0.000

-0.015

10%

-0.007

-0.022

-0.026

0.000

-0.029

1%

-0.001

-0.003

-0.003

0.000

-0.002

국내
CO2

국내
생산

국내
후생

세계
CO2

세계
생산

중국

일본

미국

EU

5%

-0.004

-0.016

-0.015

0.000

-0.009

10%

-0.008

-0.030

-0.029

0.000

-0.019

1%

0.001

-0.290

-0.011

-0.001

0.042

5%

0.004

-1.371

-0.046

-0.005

0.211

10%

0.009

-2.571

-0.067

-0.010

0.421

1%

0.000

0.000

0.000

0.000

-0.001

5%

0.000

0.001

0.001

0.000

-0.003

10%

0.001

0.002

0.002

0.000

-0.006

자료: 저자 작성.

한편 국가별로도 탄소세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의 감소에서 차이가 있다. 이
를테면 탄소세 10% 증대 시 한국은 6.16%의 탄소 감축이 나타났으나 일본과
중국은 이보다 큰 15.13%, 9.54%의 탄소 감축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국 중에서 일본의 탄소세 적용범위가 높고 중국의 생산에 대한 탄
소 배출의 탄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 탄소 배출량에 대한 효과에서는 중국, 일본에서의 탄소세 증대에
따라 세계 탄소 배출이 감소하나, 한국의 탄소세 증대는 오히려 세계 탄소 배출
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탄소세 증가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감소가 일어나는
동시에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생산이 전이되면서, 한국의 생산감소보다 다른
국가의 생산증가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만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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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 강화는 일부 배출규모가 큰 국가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차원의 탄소 배출
이나 생산에 의미 있는 영향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표 4-4. 시나리오 2(배출권 가격 증가)의 결과
(단위: %)

배출권 가격 증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1%

-1.372

-0.640

-0.287

-0.178

-0.047

5%

-6.564

-3.096

-1.424

-0.880

-0.234

10%

-12.442

-5.958

-2.814

-1.741

-0.466

1%

-0.002

-0.001

0.000

0.000

-0.001

5%

-0.008

-0.007

-0.002

-0.002

-0.004

10%

-0.015

-0.013

-0.004

-0.003

-0.009

1%

-0.002

-0.002

0.000

0.000

-0.001

5%

-0.009

-0.009

-0.002

-0.002

-0.003

10%

-0.017

-0.018

-0.005

-0.004

-0.006

1%

0.002

-0.174

-0.002

-0.014

0.013

국내
CO2

국내
생산

국내
후생

세계
CO2

세계
생산

5%

0.010

-0.839

-0.010

-0.067

0.064

10%

0.026

-1.611

-0.018

-0.133

0.127

1%

0.000

0.000

0.000

0.000

0.000

5%

0.001

0.001

0.000

0.000

-0.001

10%

0.002

0.001

0.000

0.000

-0.002

자료: 저자 작성.

[표 4-4]는 시나리오 2에서 특정 국가에만 배출권 가격이 변화될 경우의 개
별 국가와 전 세계의 탄소 배출, 생산, 후생 변화를 나타낸다. 배출권 가격 증가
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의 순서로 나타났
다. 한국의 경우 주요 국가 중에서 배출권 가격 적용범위가 가장 높은 69.1%에
이르고 있어서 배출권 가격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한국이나 EU에서의 개별적인 배출권 가격 증가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이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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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에서 탄소 배출가격이 10% 증가할 경우에만 전 세계 탄소 배출이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나리오 1과 2에서 나타나듯이 특정
국가에서만의 탄소 감축정책 강화로 글로벌 차원의 생산 및 탄소 배출에 제한
된 영향만 나타나게 된다.

표 4-5. 시나리오 3(동일한 탄소세와 적용비중)의 결과
(단위: %)

탄소세

한국

중국

일본

미국

30%

-67.623

-82.476

-61.981

-58.081

3.269

-55.102

50%

-78.273

-84.555

-76.750

-61.115

-7.864

-55.528

30%

0.092

-0.996

0.114

-0.487

0.595

0.303

50%

0.130

-1.500

0.057

-0.700

0.724

0.423

30%

-0.327

-1.834

-0.336

-1.096

-0.022

50%

-0.559

-2.669

-0.637

-1.556

-0.133

적용범위
CO2

생산

후생

EU

세계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 1과 2에서의 제약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3은 주요 국가에 동일한
탄소세와 적용비중을 분석하였다(표 4-5 참고). 탄소세로 적용한 30유로는
OECD(2016a)에서 각국의 보다 의욕적인 탄소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한
30유로의 실질탄소가격을 반영하였다. 또한 주요국이 모든 비슷한 수준의 탄
소 감축에 동참하는 상황으로 탄소세 적용범위를 각 국가에 각각 30%와 50%
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기존 각국의 탄소세를 30유로로 동일하게 하면서 탄소세 적용범위도 30% 혹은
50%로 동일하게 할 경우 탄소 감축의 효과는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전 세계 차원의 탄소 감축은 55%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경우 탄
소 감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EU의 탄소세 적용범위
가 41.4%에 이르고 있어서, 시나리오 3의 경우는 기존보다 탄소세 적용이 감소하
게 되어 탄소 감축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탄소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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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확대될수록 생산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 미국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한국, EU, 일본의 생산과 후생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2. 세계 탄소 배출 30% 감축을 위한 탄소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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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 축은 모든 국가에서의 톤당 탄소세 증가를 의미하며, 세로 축은 이에 따른 탄소 감축을 의미하며, 본 분석모형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8.2유로 탄소세가 증가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30% 탄소 감축을 달성함.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 4는 기존의 탄소세 적용범위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탄소세 증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림 4-2]에서
확인되듯이 모든 국가에서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할 경우에 전 세계
적으로 탄소 감축 30%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8.2유로의 증가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순서로 탄소세 증가 변화가 클 것으로 나타났
다(표 4-6 참고). 미국은 현재 탄소세 적용범위가 매우 낮은 0.3% 불과하여 탄
소세 증가율이 매우 크게 나타났고, 한국 역시 기존 탄소세 대비 82.9%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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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탄소세 배출에 따른 탄소 감축의 영향은 일본,
한국, 미국 순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시나리오 4(세계 탄소 배출 30% 감축)의 결과
(단위: %)

한국
탄소세 증가율
CO2

중국

일본

미국

EU

세계

82.9

29.8

123.2

2808.2

19.8

-19.722

-2.605

-65.908

-15.166

-1.511

-30.000

생산

0.103

0.138

-0.135

0.133

0.082

0.078

후생

-0.065

-0.135

-0.300

-0.105

-0.106

0.0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한국 탄소 배출 25.7% 감축을 위한 탄소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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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 축은 한국의 톤당 탄소세 증가를 의미하며, 세로 축은 이에 따른 한국의 탄소 감축을 의미하며, 본 분석모형에서는
한국에서 약 5유로의 탄소세 증가는 국내 탄소 배출의 2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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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5는 한국의 탄소 감축목표 25.7% 달성을 위해 필요한 탄소세 증가
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4와 마찬가지로 탄소세의 적용범위는 변화가 없는 것
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기존 탄소세(9.89유로)보다 5유로 증가(기존 탄소세의
50.1% 증가)할 경우에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하
고 있다(그림 4-3 참고). 다만 모형에서는 한국만 탄소세를 급격히 증대한 경우
여서 주요국의 탄소 배출이나 생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고).

표 4-7. 시나리오 5(한국 탄소 배출 25.7% 감축)의 결과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세계

CO2

-25.653

1.277

1.403

0.694

0.277

0.090

생산

-0.035

0.004

0.002

0.004

0.005

0.004

후생

-0.040

-0.009

-0.030

-0.012

-0.004

0.000

자료: 저자 작성.

나. 분석의 한계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counterfactual exercise)의 한계는
모형의 가정이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대부분
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분석모형도 현실과는 다른 몇 가지 가정에 기
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고려할 때 분석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
요가 있다. 다른 여러 가지 한계 중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이 연구의 모형은 정태적 무역모형으로 탄소 배출이 효용함수를 통해
서만 즉각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서의 정태적 모형을 장기적 변화를 분석하는 모형의 단순화한 형태(short cut
representation of long run model)로서 생각한다. 하지만 배출된 탄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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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통해 생산기술, 생산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균형간의 이동경로
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인 정태적 무역모형으
로는 이런 동태적 현상 분석에 한계가 있다.
둘째, 우리 모형에서는 탄소가격제를 현실보다 단순한 형태로 가정하고 있
다. 적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모형에서의 각 국가는 단일한 하나의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을 가지며,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범위를 탄소세
와 배출권 가격의 영향력에 대한 비중으로서 가정했다. 또한 배출권 가격도 마
치 탄소세처럼 탄소 배출에 따른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인 것처럼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분석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을 내생적으로 고
려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을 탄소가격제라는 가격정책에만 한정하고 있으
며, 기업 역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생산량을 조정할 뿐 내생적으로 기술투자
를 통한 탄소가격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모형
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재배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은 기존의 산업을 축소시켜서 발생하는 손실
이 탄소 배출 감소로 인한 효용의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에 이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이유는 탄
소 감축으로 인한 효용이 그 비용을 상회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모형의 예측이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은 탄소 감축
을 위한 기술투자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정책을 모형분석에서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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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중국, 미국, EU 및 일본은 201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1위, 2위,
3위 및 6위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국이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2000년 이후 급
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급증하였으며,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속도는 완만해지는 추세이다. 같은 기간 미국
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하락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EU의 경우 2006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
는 국가이다. 해당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총배출량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온실가스 중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2013년 기준).168)
중국은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으
며, 당분간 이러한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부터 시범
사업을 도입·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를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
임을 밝혔는데, 이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69)
현재 총 5개의 시(市)와 2개의 성(省)170)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에는 총
량거래(cap and trade)방식이 도입되었으며, 감축대상은 대부분 이산화탄소
에 국한되어 있다. 2016년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
를 부과하기 위해 환경보호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도입함으로
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
168) WRI CAIT 데이터베이스, http://cait.wri.org/(검색일: 2017. 5. 17).
169) World Bank and Ecofys(2017), “Carbon pricing watch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5. 2
4), p. 3, p. 12.
170)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庆), 선전(深圳), 후베이성(湖北省), 광둥성(广东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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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
축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타 선진국들에 비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3653) 등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 새로운 정
부의 등장과 함께 급진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
서 추진하였던 청정전력계획과 차량 온실가스 규제 등 전력과 운송부문의 야심
찬 온실가스 배출감축정책을 재검토 또는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
서 현 정권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 사례에
주목할 만하다. 먼저 캘리포니아는 2006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주 차
원의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2014년부터는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동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주 내의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85%를 대상으로 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을 1990년의 80%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만큼,
캘리포니아는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규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
탄 화력발전소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라
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005년의 50%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한다.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배출권의 과잉 공급 또는 수요
를 방지하고자 보유고(reserve)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가격 안정
화를 도모하고 있다.
EU의 온실가스 규제정책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로 대표된다. EU ETS는 현재 유럽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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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참여국가의 수 또한 31개로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들을 포함
한다. 규제 이행기간 또한 2~3년 수준인 여타 배출권 거래제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긴 4~9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포함하는 분야와 규제 온실가스 또한 미
국의 배출권 거래제와 비교할 때 다양한 편이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는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시장원리를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
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하고 대상지가 광범위한 경우에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해왔으며, 기업, 소비자 등 민간 차원의 활동을 통해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탄소세인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였
으며,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기반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
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총량거래(cap and trade)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를 도입한 도쿄도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1기(2010~14년) 기준 총 1,400여 개의
시설(오피스빌딩, 공장 등)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2기(2015~19년)를 시행 중이나171) 아직 국가 단위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고 고려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탄소 감축정책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171) Bureau of the Environment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2010), “Tokyo Cap-and-Trade
Program: Japan’s first mandatory emissions trading schem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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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되는 유형으로 미국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검
토하였고,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정책 도입 시 고려하는 비용의 수준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등의 탄소가격제 의미와 도입 현황
을 검토하고, OECD에서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단위당 사용에 부과되는 종량
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
업에서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확인하였다.
2009년 미국은 과학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작업그룹(IWG)
을 구성하고, 미국정부에서 활용할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개발에 나섰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O2)은 특정연도 대기
(atmosphere) 중에 1톤(metric ton)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
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으로 정의
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해 IWG는 세 가지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활
용하였다. 세 가지로 구분될 할인율에 따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2~62달러로 추정되었고 2050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용 변화를 분석
하였다. 그러나 모형에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변수의 불확실성과 인위적인 할
인율의 선택에 따라 사회적 비용의 변동범위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에서도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배출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한계저감비
용을 고려하고 있으나 역시 2020년 이후 비용 추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책 및 프로젝트의 비용편익분석에 고
려하는 탄소비용에서도 2020년을 기준으로 평균 탄소비용(이산화탄소 톤당)
이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부문 69달러로 집계되는 등
적용 분야 및 시기에 따라 배출비용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42개국 25개 지방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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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172) OECD는 탄소가격제 및 관련 에너지세를
종합적으로 포함한 국가별 실질탄소가격을 2016년에 발표하였다. 4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에너지 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는 전혀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0%만이 30유로(euro) 이상의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다. 우리나라는 비도로(non-road)부문의 경우 실질
탄소가격으로 5~30유로화가 부여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88%로 조사대
상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비도로부문의 실질탄소가격은 종량세
3.86유로와 배출권 가격 5.9유로를 합산한 9.76유로화로 조사대상국의 중간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제의 유형은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고 있다. 기업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탄소가격 수준은 상이하나, 이를 기초로 향후 기후변화정책의 위험 노출
에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전환으로 떠오르는 기회를 찾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CDP에서 집계되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내부탄소가격을 시행, 또는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
개로 2014년의 150개 시행 국가와 비교할 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3장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으나, 단순하게 탄소
배출비용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확실한 것
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고,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
로 탄소 배출의 영향을 자신의 사업영역에 고려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높은 수
준의 탄소가격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172) World Bank(2017), p. 22.

132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왔다. 이런 정책대응
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준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효과이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효과는 무역으
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도입한 국가
가 생산하는 상품의 상대가격을 올려서 생산량과 수출이 감소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투자와 새로
운 산업으로의 재배치를 유도할 수 있다.
4장의 주요 결론은 장기적인 재배치효과 없이는 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이 기
존의 산업을 축소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손실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인한 효
용의 증가를 상회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과 같은 국가가 단독으로 감축정책
을 도입할 때뿐 아니라 미·중·일·EU를 비롯한 주요국들과 함께 감축정책을 추
진해나가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축정책에서 비롯되는 손실이 온실
가스 감축으로 인한 효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정량적 분석이 그
렇듯이 특정한 모형과 가정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
는 있을 것이다.
4장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함의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차원의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간의 조율된 행동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
다. 특정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경우 글로벌 탄소 감축 효
과는 미미하고 해당 국가의 생산과 수출만을 감소시킨다. 2016년 발효된 파리
기후협정도 이러한 인식하에 출발하였으나, 각 국가별로 감축정책의 추진 강도
는 상이하다. 4장의 분석대로 탄소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적용범위와 가격수
준에 따라 생산을 포함한 경제지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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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협정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각 국가간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일관된
기후변화 대응을 수립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 없이 정부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단기
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온실가
스 배출에 따른 외부효과를 내재화시키는 정책뿐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유인
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파리기후협정은 그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한정하였던 교토의정
서를 대신하여 모든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탄소가격제는 교토의정서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유
럽국가들이 EU-ETS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05년 EU-ETS가 정식 출범한 이래 2017년 현재 42개국 및 25개 지역정부
에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탄소가격제가 실행되거나 계획된 경우는 지
난 10년 사이 약 4배 증가하고, 최근 5년간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제
사회에 탄소가격제가 확산되고 있다.173)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탄소가격제는 파리기후협정 체결로 인해 국제사
회로의 본격적인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자와 민간기업은 탄소
가격제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이라는 일차원적 대응에서부터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을
감안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173) World Bank(2017),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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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파리기후협정
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향후 해외 감축분도 국제 기후협상의 진전에 따라 활
용 가능할 수 있으나, 당장은 국내에서의 탄소 감축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하여 2차 및 3차 계획기간에 유상 할당의
도입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174) 배출권 거래제는 국내기업들에 탄소 배출가
격을 제시하여 민간의 탄소 감축노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배출
권 거래제에 적용되지 않는 기업도 상당하고, 배출권 거래제에 적용된 업체 또
한 향후의 배출권 할당 축소를 염려하여 적극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 가격을 설정하는 내부
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
업들은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의 정책적인 위험 대비에 그치지 않고, 에너
지 효율 및 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본문
에서 확인하였듯이 내부탄소가격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2017년 10월 발간된
CDP 보고서에서 607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내부탄소가격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389개에 이르고 있다.175)
기업은 의욕적인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하여 향후 기후변화 관련 정책위험과
관련한 자본투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76) 따라서 국내기업들도 배출권 거래제에서 확인되는 배출권
가격에 국한하지 않고, 의욕적이고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가격을 설정하여 기
업 내부적으로 탄소 감축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 대비할

174)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은 모두 무상 할당되었으나, 2차 계획기간(2018~20)과 3차 계획기간(2021~25)
에는 각각 3%, 10%의 유상 할당이 계획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온라인 보도자료(2017. 1. 24, 검색일:
2017. 11. 7).
175) CDP(2017), p. 6.
176) Ahluwalia(2017), p. 4; EPE and I4CE(201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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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내부적인 탄소가격 설정에 그치지 않고 적
극적으로 자신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투자가에게 제공하고 있고, 국제사회 또
한 관련 제도의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으로 노
출될 금융위험에 대한 기업, 투자자 및 금융시스템의 이해는 매우 미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다양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 관련
정보수요가 점증하고 있다.177)

그림 5-1. G20 금융안전위원회 태스크포스(TCFD)의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

지배구조(Governance)

Governance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지배구조
전략(Strategy)

Strategy

- 사업, 전략, 금융 계획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
회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영향

Risk
Manage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기후 관련 위험의 확인, 평가, 관리에 사용될
절차

Metrics
and Targets

평가 척도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평가에 사용될
평가 척도 및 목표

자료: TCFD(2017), Executive summary, p. v.

이러한 인식하에 2015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
행장 회의는 금융안정위원회(FSB)178)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금융부문에서 어
떻게 기후 관련 이슈를 고려하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민관의 검토에 기초하여 2015년 12월 기후 관련

177) Avery Fellow(2013).
178) Financial Stabilit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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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시(financial disclosure)에 대한 태스크포스(TCFD)179)를 설립하고,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기후 관련 위험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관된 기업
공시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s) 작성을 요청하였다.180)
2017년 6월 발표된 TCFD 권고안 최종보고서는 조직 운영의 핵심요소인 지
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평가척도 및 목표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공시를 제안
하고 해당 분야의 세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5-1 참고). TCFD 평가척
도는 저탄소 경제전환에 대비한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의 수입(revenue)과 내
부탄소가격을 기후 관련 기회 및 위험지표로 포함하였다.181)
물론 이러한 권고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관된 기후 관련 금융위험의
정보를 투자자, 대출 및 보험 기관,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장 기업들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TCFD에 참여한 민간의182) 다양
한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높
다. 이미 CDP 등에서는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들의 서명을 받아 기업들에 환경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수립 이
외에도 투자가들의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국내외적으로 탄소가격제 도입으로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 본격화되
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

179)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180) FSB 온라인 보도자료(2015. 12. 4, 검색일: 2017. 11. 7).
181) TCFD(2017), p. 22.
182) TCFD는 민간 주도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블룸버그를 설립하고 뉴욕시장을 역임한 마이클 블룸
버그(Michael Bloomberg)가 의장을 맡고 전 세계 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32인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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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의 도입만으로 탄소 감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투자는 담보가치가 있는 유
형자산보다는 무형의 기술, 사업 모델 등이 중요한 자산이어서 금융기관을 통
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183) 국제적으로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부문의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기후탄력적 투자를 늘리기 위한 민간은
재원 조성에서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184)
최근 다수의 국가 및 지역 정부는 투자에서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가용한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또
는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녹색투자은행은 공적으로 자본이 조성된 기관으
로 국내의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투자 및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의 녹
색분야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다. 영국, 호주, 스위
스,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설립되었고, 미국은 주 단위 차원에서
설립된 경우도 있다.185)
녹색투자은행은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이나 보험, 신용 보강 등의 다양
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일반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위험을 커버하여 투자
가능성을 높여주며 거래비용 경감에도 일조하게 된다. 물론 국가별로 다양한
필요에 의해 녹색투자은행이 설립되고 있다.
영국정부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관련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투자은행을 설립하였고, 호주의 청정에너
지금융공사(CEFC) 역시 2012년에 탄소가격제 계획이 포함된 국가기후정책
체계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녹색기술공사는 녹색기술의 개발
과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일본의 녹색기금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표 5-1 참고). 이처럼 이름이나 다루려는 범위는 상
이하나 기본적으로 녹색투자은행은 위험경감 및 거래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기
183) 노희진(2011), p. 35.
184) OECD(2016b), p. 15.
185) OECD(2017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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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주요 국가에서 운영 중인 녹색투자은행 및 유사기관
설립연도

국가

기관명

2014

미국

California CLEEN Center

2012

호주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CEFC)

2011

미국

Connecticut Green Bank

2014

미국

Green Energy Market Securitization (GEMS)

2013

일본

Green Fund

2010

말레이시아

2006

UAE

Masdar

2014

미국

New Jersey Energy Resilience Bank (ERB)

2014

미국

NY Green Bank

2015

미국

Rhode Island Infrastructure Bank (RIIB)

2014

스위스

2012

영국

Malaysian Green Technology Corporation

Technology Fund
UK Green Investment Bank

자료: OECD(2017a), p. 3 토대로 저자 작성.

후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일반 금융기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재원 조
성에 기여하고 있다.186)
우리나라에도 기후투자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과거 녹색
성장이 강조되던 시기에 제기되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187)
파리기후협정 체결로 국내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고, 탄소가격제 확산으로 민간의 기후 관련 투자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
점에서 국제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기후 관련 전문기관의 설립을 국내에서도 재
고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전문기관의 설립 이외에도 기후 관련 투자를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의 도입도 필요하다. 최근 국제적으로 발행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녹색
채권(green bond)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녹색채권은
186) OECD(2016b), pp. 19-22.
187) 전문가간담회. 탄소금융현황과 과제. 코스콤(KOSCOM) 노희진 상임감사(2017. 11. 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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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투자 및 자산 또는 사업 활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구분된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채권의 연간 발행규모는
2011년 30억 달러에서 2016년 950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
후 관련 투자에서 ① 추가 재원을 제공하고, ② 장기간의 재원 조성을 용이하게
하며, ③ 채권 발행자의 환경전략을 명확히 나타내고, ④ 기존 전통산업부문에
서 녹색화를 촉진하며, ⑤ 장기 기간투자가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기회를 제
공할 수 있게 된다.188)
국내에서도 2013년 수출입은행과 2016년 현대캐피탈이 금융기관과 기업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으나 여타 기관으로의 추가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도 산업별 감축목표와 신기술, 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고 있어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금융수요 증가가 예상
되고 있다.189)
OECD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G20 국가 중에서도 14개 국가에서 23개의 통
화로 발행되고 있다.190) 미국의 애플(Apple)은 미국기업의 녹색채권규모로 가
장 큰 15억 달러를 2016년 발행하였다. 녹색 빌딩,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16개 프로젝트에 초기 자금 4억 4,100억 달러를 집행한 바 있으며, 최
근 2017년 6월에도 추가적으로 10억 달러를 발행하고 있다.191)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의 활발한 채권 발행과 활용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적으
로도 녹색채권이 활발히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지원 방안의 수
립이 필요하다. 녹색채권의 활성화는 국내기업들에 기후 및 녹색 관련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여, 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다.

188) OECD(2017b), p. 13.
189) 이대원(2017), p. 3.
190) OECD(2015b), p. 14.
191) Ahluwalia(2017),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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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1) 국내 배출권 거래제 시행경험 공유 및 연계협력국가 모색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면서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파리기후협정은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
로 확산된 탄소가격제를 개도국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ICAP192) 자료
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예정된 국가(중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
나) 이외에 태국, 베트남, 대만, 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등에서도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5-2 참고).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국
제사회는 세계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PMR193)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시장 개발을

그림 5-2.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계획 현황
ETS 시행 중
ETS 예정
ETS 도입 고려

자료: ICAP(2017c), pp. 19-20.

192)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193)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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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여국가는 탄소가격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PMR 신탁기금을 지원하며, 주로 개도국으로 구성된 19
개 이행국가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194) 현재 우리나라는 옵서버
로 참여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를 고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도국은 모두 PMR
을 통해 국제사회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도 선진국의 앞선 경험을 배우는 동시에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 시행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개도국과 배출권 제도 시행 관련 국내 시스템 노하우 및 관련 기
업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 배출권 시장 연계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EU와의 연계 또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와의 배출권 시
장 연계 등이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의 연계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하고,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외에도 배출권 거래자의 감축의욕 저하 및 배출권 구매국의 자본유출, 제도의
관리통제기능 상실 등 위험요인도 잠재되어 있다.195) 따라서 우리나라는 배출
권 거래제를 시행하거나 관심 있는 국가와 교류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상호 협
력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국내기업의 감축의욕을 저하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
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여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
용하여 민간이 해외 관련 사업 및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
안 수립이 필요하다.

194) PMR(2017), “PMR Brochure January 201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p. 3.
195) Beuermann et al.(2017),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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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주요국의 기후변화부문 지원규모 및 ODA 내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각국의 ODA 지원규모는 2014~15년 평균으로, 2015년 달러화 불변가격 및 공여국의 약정액 기준임.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1. 7) 토대로 저자 작성.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집계하는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감
축 및 적응 부문 지원규모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원규모는 매우 작다. 총 ODA
에서 기후변화 관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15년 평균 기준으로 8%에
불과한 수준이다(그림 5-3 참고).
DAC에서 집계하는 데이터는 각국의 자발적 보고자료에 기초하고, 기후변
화 적용기준에서의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차원의 국가별 지원
상황을 파악함에 유용하다.
상기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도
국 지원에서 여타 선진 공여국에 비교하여 지원 수준과 방향이 부족하다. 따라
서 향후 개도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탄소가격제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국내 ODA 지원규모
를 늘리며, 관련 국내기업의 개도국 사업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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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3-1. 2010~5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2007년 달러화 기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할인율
5% 평균
10
11
11
11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13
14
14
15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3% 평균
31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2
43
44
45
46
47
48
49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1
62
63
64
65
66
67
68
69

2.5% 평균
50
51
53
54
55
56
57
59
60
61
62
63
64
65
66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2
93
94
95

3% 95분위
86
90
93
97
101
105
108
112
116
120
123
126
129
132
135
138
141
143
146
149
152
155
158
161
164
168
171
174
177
180
183
186
189
192
194
197
200
203
206
209
212

자료: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2016),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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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2. 주요 탄소가격제의 탄소가격
(단위: US$/tCO2e)

탄소가격제

제도 유형

Sweden carbon tax
Liechtenstein carbon tax
Switzerland carbon tax
Finland carbon tax
Norway carbon tax
France carbon tax
Denmark carbon tax
Alberta SGER
BC carbon tax
UK carbon price floor
Ireland carbon tax
Slovenia carbon tax
Korea ETS
Alberta carbon tax
California CaT
Quebec CaT
Ontario CaT
Saitama ETS
Tokyo CaT
New Zealand ETS
Iceland carbon tax
Portugal carbon tax
Beijing pilot ETS
Switzerland ETS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배출권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배출권
탄소세
배출권
배출권
배출권
배출권
배출권
배출권
탄소세
탄소세
배출권
배출권

EU ETS

배출권 거래제

Shenzhen pilot ETS
Latvia carbon tax
Fujian pilot ETS
Colombia carbon tax
Chile carbon tax
Shanghai pilot ETS
RGGI
Mexico carbon tax
Japan carbon tax
Estonia carbon tax
Guangdong pilot ETS
Hubei pilot ETS
Tianjin pilot ETS
Chongqing pilot ETS
Poland carbon tax
Ukraine carbon tax

배출권
탄소세
배출권
탄소세
탄소세
배출권
배출권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배출권
배출권
배출권
배출권
탄소세
탄소세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거래제

제도 도입
글로벌 GHG
국가 또는 지역
배출비중
Sweden
0.05%
Liechtenstein
0.00%
Switzerland
0.03%
Finland
0.05%
Norway
0.07%
France
0.33%
Denmark
0.04%
Alberta
0.22%
British Columbia
0.08%
United Kingdom
0.25%
Ireland
0.06%
Slovenia
0.01%
Korea
0.84%
Alberta
0.22%
California
0.70%
Quebec
0.12%
Ontario
0.25%
Saitama
0.01%
Tokyo
0.03%
New Zealand
0.07%
Iceland
0.01%
Portugal
0.04%
Beijing
0.16%
Switzerland
0.01%
EU, Norway, Iceland,
3.95%
Liechtenstein
Shenzhen
0.11%
Latvia
0.00%
Fujian
0.37%
Colombia
0.08%
Chile
0.09%
Shanghai
0.31%
RGGI
0.17%
Mexico
0.57%
Japan
1.85%
Estonia
0.00%
Guangdong
0.68%
Hubei
0.30%
Tianjin
0.22%
Chongqing
0.18%
Poland
0.03%
Ukraine
0.53%

탄소가격
139.58
86.95
86.95
73.23
56.25
36.03
27.38
23.97
23.97
23.78
23.62
20.43
18.14
15.98
15.08
15.08
14.96
13.60
13.60
13.46
11.52
8.09
7.59
6.73
6.24
5.50
5.32
5.31
5.00
5.00
4.69
3.94
2.89
2.62
2.36
1.93
1.83
1.27
0.23
0.08
0.01

주: 탄소가격은 2017년 9월 1일 명목가격 기준.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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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각국의 실질탄소가격 구간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
(단위: %)

국가

0
Chile
0.0%
Finland
0.0%
France
0.0%
Germany
0.0%
Greece
0.0%
Ireland
0.0%
Italy
0.0%
Netherlands 0.0%
Switzerland
0.0%
Turkey
0.0%
United Kingdom 0.0%
South Africa 0.0%
Estonia
1.0%
Iceland
1.0%
Argentina
1.0%
Norway
0.0%
Luxembourg 2.0%
Israel
0.0%
Japan
0.0%
Slovenia
3.0%
Hungary
4.0%
Slovak
4.0%
Australia
1.0%
Korea
1.0%
Belgium
5.0%
Czech
5.0%
Poland
5.0%
Portugal
5.0%
China
5.0%
Denmark
6.0%
Austria
6.0%
Spain
8.0%
Sweden
9.0%
Canada
0.0%
New Zealand 0.0%
India
3.0%
Brazil
19.0%
Mexico
1.0%
Indonesia
1.0%
Russia
1.0%
United States 0.0%

유로화 구간별
0~5
5~3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
0.0%
2.0%
0.0%
2.0%
0.0%
0.0%
0.0%
0.0%
0.0%
0.0%
0.0%
0.0%
3.0%
0.0%
3.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
0.0%
0.0%
0.0%
0.0% 28.0%
44.0% 0.0%
0.0% 73.0%
0.0% 81.0%
0.0% 99.0%
0.0% 99.0%
99.0% 0.0%
0.0% 100.0%

30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0%
99.0%
99.0%
99.0%
98.0%
98.0%
98.0%
97.0%
96.0%
96.0%
96.0%
96.0%
95.0%
95.0%
95.0%
95.0%
95.0%
94.0%
93.0%
92.0%
91.0%
72.0%
56.0%
24.0%
0.0%
0.0%
0.0%
0.0%
0.0%

국가

0
Netherlands
11.0%
Switzerland
27.0%
Denmark
41.0%
Germany
12.0%
Finland
45.0%
Austria
43.0%
Slovak
23.0%
Israel
10.0%
Greece
11.0%
Norway
25.0%
Sweden
64.0%
Italy
9.0%
Slovenia
32.0%
Ireland
15.0%
United Kingdom 22.0%
Spain
26.0%
Estonia
23.0%
Turkey
38.0%
Belgium
25.0%
Korea
9.0%
Poland
29.0%
Argentina
34.0%
China
88.0%
Australia
94.0%
France
37.0%
Japan
20.0%
South Africa
49.0%
Czech
26.0%
Portugal
32.0%
Canada
77.0%
New Zealand 47.0%
Luxembourg
12.0%
Hungary
38.0%
Iceland
55.0%
Brazil
80.0%
United States 87.0%
India
50.0%
Mexico
97.0%
Chile
100.0%
Indonesia
100.0%
Russia
95.0%

유로화 구간별
0~5
5~30
1.0% 31.0%
1.0% 30.0%
0.0% 20.0%
3.0% 48.0%
1.0% 19.0%
0.0% 31.0%
15.0% 40.0%
1.0% 68.0%
0.0% 69.0%
0.0% 56.0%
0.0% 18.0%
70.0% 3.0%
1.0% 51.0%
0.0% 73.0%
1.0% 69.0%
5.0% 61.0%
12.0% 60.0%
41.0% 16.0%
17.0% 54.0%
0.0% 88.0%
6.0% 62.0%
41.0% 22.0%
4.0% 5.0%
0.0% 3.0%
1.0% 60.0%
27.0% 51.0%
49.0% 0.0%
12.0% 61.0%
11.0% 56.0%
0.0% 22.0%
52.0% 0.0%
26.0% 62.0%
5.0% 57.0%
0.0% 45.0%
2.0% 18.0%
6.0% 7.0%
46.0% 4.0%
0.0% 3.0%
0.0% 0.0%
0.0% 0.0%
5.0% 0.0%

30 이상
57.0%
42.0%
39.0%
37.0%
35.0%
26.0%
22.0%
21.0%
20.0%
19.0%
18.0%
18.0%
16.0%
12.0%
8.0%
8.0%
5.0%
5.0%
4.0%
3.0%
3.0%
3.0%
3.0%
3.0%
2.0%
2.0%
2.0%
1.0%
1.0%
1.0%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OECD(2016a), p. 146;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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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 각국의 평균 실질탄소가격 및 탄소가격 부과 정책수단
(단위: 유로화)

국가
United Kingdom
Switzerland
Italy
Greece
Israel
Norway
Netherlands
Germany
Turkey
Finland
Ireland
Sweden
Denmark
Japan
France
Czech
Belgium
Iceland
Austria
Estonia
Portugal
Slovak
Korea
Slovenia
Hungary
Luxembourg
Spain
Argentina
Poland
South Africa
Australia
New Zealand
Chile
China
Canada
India
United States
Indonesia
Brazil
Mexico
Russia

종량세
280.57
251.71
242.69
241.36
239.39
204.53
224.82
219.48
218.57
171.87
190.88
98.56
179.31
188.29
179.87
172.25
165.66
151.94
164.35
160.43
156.05
155.7
153.25
151.5
137.39
135.5
135.12
130.92
130.64
122.08
106.56
89.09
78.16
41.98
26.64
29.12
17.25
13.94
9.1
8.14
0.05

도로부문
배출권
탄소세
거래제
0
0
0
0
0
0
0
0
0
0
34.82
0
0
0
0
0
0
0
44.24
0
19.7
0
107.92 0
11.04
0
0
0
0
0
0
0
0
0
13.6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8
0
0
0
0
2.41 1.55
0
0
0
1.13
0
0
0
0
0
0
0
0

국가
실질
탄소가격
280.6 Netherlands
251.7 Denmark
242.7 Norway
241.4 Sweden
239.4 Israel
239.3 Finland
224.8 Germany
219.5 Switzerland
218.6 Greece
216.1 Ireland
210.6 Italy
206.5 Austria
190.4 Iceland
188.3 Slovenia
179.9 Slovak
172.3 United Kingdom
165.7 Spain
165.6 Poland
164.4 Korea
160.4 France
156.1 Estonia
155.7 Japan
153.3 Turkey
151.5 Belgium
137.4 Czech
135.5 Portugal
135.1 Luxembourg
130.9 Hungary
130.6 Argentina
122.1 Canada
106.6 South Africa
90.2 Australia
78.2 Brazil
42.0 China
30.6 New Zealand
29.1 India
18.4 United States
13.9 Mexico
9.1 Indonesia
8.1 Russia
0.1 Chile

종량세
51.06
40.83
36.75
26.08
22.43
19.22
19.33
4.68
15.3
11.29
20.41
17.98
12.08
10.87
13.14
9.89
6.98
6.15
3.86
7.16
5.37
6.6
7.58
4.67
2.95
2.81
3.89
1.72
3.7
1.56
2.95
2.44
1.78
1.05
0.49
0.96
0.34
0.22
0
0
0

비도로부문
배출권
탄소세
거래제
0
3.57
3.97
2.6
5.68
4.31
3.09
1.49
0
3.91
2.05
2.47
0
4.04
12.99
3.8
0
5.43
5.21
4.07
0
0
0
2.22
5.93
0.12
2.63
3.06
0
3.13
0.13
4.26
0
4.14
0
4.46
0
5.9
0
2.52
0
4.09
0
1.08
0
0
0
2.74
0
3.77
0
3.77
0
1.94
0
3.22
0
0
1.42
0.4
0
0
0
0
0
0
0
0.49
0
0.66
0
0
0
0.42
0
0
0
0
0
0
0
0

실질
탄소가격
54.6
47.4
46.7
30.7
26.3
23.7
23.4
21.5
20.7
20.6
20.4
20.2
18.1
16.6
16.3
14.3
11.1
10.6
9.8
9.7
9.5
7.7
7.6
7.4
6.7
6.6
5.8
5.0
3.7
3.4
3.0
2.4
1.8
1.6
1.2
1.0
0.8
0.2
0.0
0.0
0.0

자료: OECD(2016a), p. 146;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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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5. 각국의 실질탄소가격제 수단에 부과된 이산화탄소 배출비중
(단위: %)

국가
Luxembourg
Israel
Italy
Korea
Netherlands
Greece
Germany
Ireland
Japan
United Kingdom
Switzerland
Norway
Slovak
Estonia
Slovenia
Belgium
Spain
Czech
Portugal
France
Poland
Argentina
Hungary
New Zealand
Iceland
Turkey
Denmark
Austria
Finland
South Africa
India
Sweden
Canada
Brazil
United States
Mexico
Australia
China
Indonesia
Chile
Russia

배출권 거래제(A)
3.7%
0.0%
9.1%
54.9%
11.0%
5.6%
6.4%
2.2%
0.1%
6.9%
5.5%
15.8%
9.2%
4.7%
3.6%
12.1%
6.5%
7.0%
11.0%
6.8%
12.7%
0.0%
12.8%
27.5%
0.6%
0.0%
13.5%
7.8%
12.8%
0.0%
0.0%
6.1%
3.1%
0.0%
5.1%
0.0%
0.0%
9.2%
0.0%
0.0%
0.0%

탄소세 및
종량세(B)
86.7%
92.8%
52.0%
15.7%
51.1%
29.0%
44.4%
48.3%
82.2%
37.4%
72.7%
35.8%
44.4%
30.3%
53.4%
49.4%
36.3%
33.7%
37.9%
51.5%
22.0%
73.3%
35.7%
8.6%
66.6%
67.5%
39.5%
42.7%
31.2%
55.2%
53.4%
32.5%
34.4%
36.9%
28.4%
33.1%
23.0%
8.2%
16.8%
16.1%
12.8%

탄소가격제
(A와 B 모두 적용)
4.5%
0.0%
31.6%
21.8%
28.7%
56.0%
39.3%
38.6%
0.9%
38.6%
4.2%
29.6%
26.6%
44.5%
22.4%
17.8%
35.7%
36.8%
26.8%
16.6%
40.0%
0.0%
21.3%
32.3%
0.4%
0.0%
14.2%
15.3%
16.9%
0.0%
0.0%
9.9%
5.7%
0.0%
3.3%
0.0%
0.0%
0.1%
0.0%
0.0%
0.0%

자료: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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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가격제
미적용
5.1%
7.2%
7.4%
7.6%
9.2%
9.4%
9.9%
10.9%
16.8%
17.1%
17.6%
18.8%
19.8%
20.5%
20.6%
20.7%
21.4%
22.5%
24.4%
25.1%
25.3%
26.7%
30.2%
31.7%
32.4%
32.5%
32.8%
34.2%
39.1%
44.8%
46.6%
51.5%
56.8%
63.1%
63.2%
66.9%
77.0%
82.5%
83.2%
83.9%
87.2%

부표 4-1.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가격 추정치
한국
탄소세

중국

일본

미국

아세안

EU

RoW

9.889

27.511

6.654

0.292

4.836

13.489

4.836

16.696

2.184

57.166

3.972

13.296

41.445

13.296

5.116

3.933

66.067

3.478

0.522

4.200

0.522

배출권 가격 범위(%) 69.068

9.087

0.958

4.368

0.804

40.082

0.804

(EURO/tCO2)
탄소세 범위(%)
배출권 가격
(EURO/tCO2)

자료: OECD, Effective carbon rat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7. 10. 24)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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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Global Application and Economic Analysis of Carbon
Pricing for Emissions Reduction
MOON Jin-Young, HAN Minsoo, SONG Jihei, and KIM Eunmi

The Paris climate agreement catalyzed international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Countries are actively considering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themselves, as well as the
external uncertainty derived from these emissions. In these circumstances,
carbon pricing is a measure taken by many governments to regulate
emissions from the private sector by imposing a price on emissions. As of
December 2017, 42 countries and 25 local governments are levying
taxes on carbon emissions, and this trend is likely to expand further.
This study examines emissions and emission regulation policies in
major countries. We further analyze various carbon pricing measures
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is analysis, we analyze
the impact of carbon pricing on the global economy and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we compare the GHG emissions of major emitters, namely Chin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During the review
period (1995-2013), China pursued rapid economic growth, emitting
GHG at a significantly increasing rate. However, this pace is slowing
down recently. The U.S. and Japan show fluctuating GHG emissions
during the same period. In the long-term perspective, emissions from the
U.S. are at a declining rate. Likewise, the EU displays steady and 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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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of GHG emissions since 2006. These countries generate more
than 80% of all greenhouse gases, mostly carbon dioxide, in the energy
sector. In 2013, more than 95% of total emissions came from fossil fuels
such as coal and petroleum.
China is practicing government-led efforts to bring down its GHG
emissions, for instance through the carbon trading system it piloted in
2011. The cap-and-trade system is practiced in seven regions including
Beijing and is targeted to limit carbon dioxide emissions mainly. Based on
this pilot,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expand the trading
system nationwide. If realized, this would result in the world’s largest
single market being formed. Furthermore, starting in 2018, the
government will enac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ax Act, imposing
monthly tax on activities that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Despite the
adoption of various regulatory measures, Chinese measures to impose
cost on GHG emissions are deemed rather conservative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Chinese government refers to carbon
emissions per GDP as the main index for environmental performance,
whereas other developing countries aim to reduce their total amount of
emission.
The United States is undergoing radical policy changes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President Trump has pledged to review
or abolish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policies set by the
preceeding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Clean Power Plan. Consequently,
the federal government is unlikely to pursue policies which would regulate
heavy emitting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state-level emissions
trading schemes such as California’s cap-and-trade system and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are noteworthy. Introduced in
2006, the California cap-and-trade system officially linked its emission
trading with Quebec, Canada in 2014. California seeks to expand the
emission market, and thus stabilize the price of emission credits,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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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 the targets to be regulated. Initiated in 2009, the RGGI is a joint
initiative of nine northeastern states, targeting coal-fired power plants
with a capacity of over 25MW. The Initiative aims to cut down carbon
dioxide emissions produced by the power sector by 50%. The RGGI
stabilizes prices through measures such as offsetting, price floor, and
emission reserves.
As the world’s first and largest emission trading system, the EU ETS
regulates about 45% of GHG emissions in the region, as of 2016. The EU
ETS has announced a four-phase transition plan from 2005 to 2030,
stipulating emission caps to power plants, energy-intensive industries,
and aviation. Thirty-one countries with varying income levels participate
in the EU ETS. Compared to other trading schemes, the EU ETS specifies a
relatively long implementation period (4-9 years). In addition, the system
regulates more diverse sectors when compared to the U.S. regional
trading system. Despite the fluctuating price of carbon credits, the EU
ETS is valuable for it aims at regulating GHG emissions in a large
geographical environment, including countries with different income and
technology levels.
Since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1997, Japan has made
assiduous efforts to reduce GHG emissions, especially through energyefficiency measures. In 2005, voluntary emission trading began in some
regions. However, this is mandatory only in selected areas such as Tokyo
and Saitama prefecture. Tokyo-ETS is the first emission trading system in
Asia. It regulates energy-related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roughly
1,400 facilities, including office buildings. Furthermore, Japan employs a
number of policy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from households and
offices. For instance, it introduced a carbon tax named Tax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2012, which is deemed as the first carbon tax
scheme in Asia. Japanese awareness on carbon emissions and the
environment has also matured during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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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ategorizes the various approaches to imposing price on
emissions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of approach is the assumed cost
of emission used when countries undertake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prior to introducing carbon reduction policies. One of the examples is
the Social Cost of Carbon estimate 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With
an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WG) composed of experts, the
United States calculated the cost of emissions using a climate-integrated
evaluation model.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Kingdom considered
marginal abatement cost (MAC) in a “target consistent approach.” One
other example surveyed the value of carbon emission in twenty-three
OECD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is survey, the average carbon
cost (per ton of carbon dioxide) by 2020 is projected to be USD 66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USD 47 for energy, and USD 69 for other
investments.
Secondly, we categorized carbon pricing schemes and effective carbon
prices as the second set of approaches utilized to impose a price on
carbon emissions. We reviewed carbon pricing schemes such as emission
trading, carbon tax, carbon offset, and result-based finance. We also
reviewed “effective carbon rates (ECRs),” an assumed price on carbon
which combines both carbon pricing and energy taxes. In 2016, the
OECD established the term and produced its first review on the ECRs in
forty-one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port, the countries lacked a
price-bearing mechanism on 60% of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he energy sector. The adequate emission price of EUR 30 was imposed
on only 10% of the emissions. The remaining 30% of the emissions were
priced between EUR 5 to 30. In Korea, ECR is imposed on 88% of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the non-road sector. This figure is among
the highest of the surveyed countries. However, the average price
imposed on carbon emissions is moderate at EUR 9.76.
Finally, internal carbon prices voluntarily implemented by major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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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are divided into internal carbon tax, potential price, and
implied price. CDP is an NGO which compiles and publishes climate
change-related information from major global companies. According to
the CDP report in 2017, the number of current and potential bearers of
internal carbon prices reached roughly 1,389. The ratio of corporations
introducing such price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mid-2010. Such a
trend implies that companies are preparing for potential risks presented
by climate policies, and are seeking new opportunities that may arise
during the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
In the following section of our report, we analyzed impact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y when major countries introduce
GHG emission policies. In the scenario where carbon tax or emission
costs increased in certain countries, carbon emission as well as
production in the countries plummeted. Such a measure is likely to urge
companies to turn to less carbon-intensive production. However, the
global influence of such measures is deemed as marginal. In the second
scenario, we assumed that major global economies implement the same
policy (carbon tax fixed at EUR 30, coverage extended). As a result, the
production and welfare increase in the U.S. and China is likely to be
greater than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EU, Japan, and Korea. In order
to reduce global carbon emissions by 30%, we estimate that all countries
should increase carbon taxes by EUR 8.2. Moreover, we estimate that
Korea must increase its carbon tax by 50.1% if the country wishes to
achieve its 2020 emission target. The analysis suggests that individual
governments’ policies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global emission
reduction target. That is, major countries must align their GHG reduction
policies, while individual countries transform into low-emission
industries and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final chapter of the study, we present ideas on how to adequately
respond when the global community adopts carbon pricing. Firs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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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 for private firms to voluntarily set carbon emission prices and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By setting high levels of internal carbon
pr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arbon credits, companies can reduce
carbon emission and prepare for potential carbon pricing policies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private firms should make available climaterelevant information so that investors can consider this in decisionmaking.
Moreover, we highlight the need to establish specialized agencies for
climate-related investments, and to facilitate the use of financial
instruments in such investments. Many countries have recently established
specialized entit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resilient
investments such as green investment banks. Korea could also review the
potential establishment of such specialized entities and at the same time
seek out measures to support relevant investments, for instance through
green bonds.
Finally, we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increase climate-related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considering the potential to
introduce emission trading systems. In the near term, we should share our
experiences while expanding related businesses. In the long-run, we
could explore possible carbon market linkages. These efforts can be
made in conjunction with policie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partner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o extend competent Korean businesses
globally, and to seek out opportunities to enhanc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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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pplication and Economic Analysis of Carbon
Pricing for Emissions Reduction
MOON Jin-Young, HAN Minsoo, SONG Jihei, and KIM Eunmi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기업 등 배출주체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규제하는 국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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