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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제사회는 2015년에 합의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을 토대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EU는 새로운 성장전략으
로서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의 혼란기
에 우리 경제도 수많은 불확실성과 저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
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
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을 제
시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국
제사회에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비하면서,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의 영향을 분
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의 저탄소 경제 전환 논의와 주요국의 정책적 노력을 분석하였습니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과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EU에서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세가 관세 형태로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을 부
과할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와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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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문진영 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오수현, 박영석 부연구위원, 이
성희, 김은미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
과 조언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가 향후 강화될 국제사회의 탄소감축 노력에 대비하고, 그린뉴딜
추진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비하여 정부가 추진
하는 주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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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
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
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
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
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
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
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
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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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
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
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
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
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
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
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
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
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
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
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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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
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
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
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
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
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
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
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
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
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
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
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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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
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
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
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
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
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
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
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
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
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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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
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
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
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
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
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
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
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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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
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
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
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
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
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
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
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
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
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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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은 2020년부터 신기후체제의 본
격적인 이행을 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
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합의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파리기후협
정을 뒷받침하는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의 강화
나 개도국 지원방안 등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그럼에도 각 당사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자국이 정한 기여(NDC1))를 통해 구체
화하고,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과정으로 그간의 진전사항을 되
돌아보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 등 기존의 합의와 차
이가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로서도 의미가 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 기후변
화대응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기존 NDC를 재제출 또는 갱신하고, 2025년 목
표를 제출한 국가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신규 NDC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기 때문이다.2)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급성과 이로 인한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바 있다.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만큼 이산화탄
소를 저감하는 흡수를 통해 배출을 완전히 상쇄하는 순배출 제로(Net-Zero)
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3) 또한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은 전 세계

1)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 UNFCCC(2015), decision 1/CP.21, para 23~24.
3) 문진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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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 세 가지로 기상 이변(extreme weather
event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자연재해를 지목하였고, 발생 시 파급력
이 가장 큰 위험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실패 및 기상이변, 환경 재해 등을 우선
적으로 지목한 바 있다.4)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2019년 12월 발표
된 EU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다. 2019년 12월 1일에 취임
한 폰데어라이엔5) 신임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을 표방하고 있다. EU는
그린딜 이행을 위한 세부 분야별 정책대응 계획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국경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6) 즉 EU는 탄소 집
약적인 상품의 수입에 더 많은 비용이 들도록 하는 메커니즘7)을 통해서 EU뿐
만 아니라 EU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탄소배출에 적정한 비용을 책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8)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증유의 총제적 위기에서 각국은 막대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고 있
는 가운데,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모색하고 있다.9) 코로나19도 인류의 무분별한 지구파괴에
4) WEF(2019), p. 5.
5)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6) European Commission. 20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ropean Green Deal. https://eur-lex.
europa.eu/resource.html?uri=cellar:b828d165-1c22-11ea-8c1f-01aa75ed71a1.0002.02/
DOC_1&format=PDF(검색일: 2020. 9. 4), 재인용: 문진영(2020),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 및 시
사점』, p. 23.
7) 유럽 그린딜에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으로 지칭되고 있음.
8) European Commission, EU Green Deal. Inception impact assessment, Ref.Ares(2020)1350
037-04/03/2020, p. 2.
9) OECD(2020), “Building Back Better: A Sustainable Resilient Recovery after Covid-19,”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3_133639-s08q2ridhf&title=Building-backbetter-_A-sustainable-resilient-recovery-after-Covid-19(검색일: 2020. 9. 4). 재인용: 문진
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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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이라는 각성이 제기되고 있고,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는 기
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더 주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0년 9월 중국은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발표하였고, 2020년 10월
일본도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였고, 대통령이 2020년 10
월 국회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대내외에 처음 천명한 것도 국제사
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탄소
국경세 도입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이든 당선인이 예정대로 2021년 취임을 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
력이 보다 강화될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언급된 탄소국경세의 도입 및 실
행 방안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EU에
서 탄소국경세 관련 매커니즘이 도입하게 된 배경을 파리기후협정 이후 국제사
회의 추세와 결부지어 분석하고,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이론적 모형을
검토한다. 또한 EU에서 고려하는 탄소국경세 관련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다양
한 시나리오에서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문헌에서도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이뤄진
바 있다.10) 서정민 외(2010)는 배출권 거래제의 다양한 국제적 연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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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연계 상대국을 도출한 바 있다. 전병목 외(2012), 김
용건 외(2014) 등도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이나 산업부문의 탄소
세 부과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문진영 외(2017)는 주요국에서 탄소세나 배출
권가격 증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고, 전 세계 탄소배출의 30%를 감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탄소세 증가분을 추정한 바 있다. 오경수(2015)는 탄소누출로
인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탄소조치를 시행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
석하였으며, 에너지집약산업의 배출규제를 면제하거나 환급, 관세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Markusen(1975)은 관세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모형을 통해 분
석한 바 있으며, Bohringer et al.(2014, 2015, 2017)은 온실가스 배출문제
에 대응해서 관세제도가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도 있다. 일반균형모형 이외에도 경제활동과 기후변화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후 정책
을 산출하는 모형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이 활용되고 있다.11) 채여
라 외(2006)는 적정탄소세 책정을 위한 온실가스 단위피해 비용을 PAGE 모형
을 통해 추정한 바 있으며, 황인창(2016)은 사회후생함수를 토대로 기후경제
통합-지역평가 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안영환, 김동구(2017)는
한국을 독립적인 지역으로 하여 한국형 RICE 모형인 KRICE 모형을 고안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대비하여 유럽 그린딜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국경세 매커니즘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EU의 탄소국경세에서 고려하고 있
는 방안을 토대로 최신 자료 및 논의 상황을 활용하였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
10) 문진영 외(2017),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p. 20~22.
11) 황인창(2016),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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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역통계 및 무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토대로 EU에서 고려할 수 있는 관
세율을 산정하고, 주요 부문에서의 관세율 부과가 파급할 경제적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주요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방향을 분석하였다. 3장은 EU와 우
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면서,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비용을 부과할 경우 주요 교역국 및 분야별로 부
과될 관세를 추정하였다. 4장은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탄소
세의 내생적인 결정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
였다. 5장은 최근 EU에서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 및 시행방안을
살펴보고, 탄소국경세 시행이 EU의 주요 교역국에 파급할 영향을 다양한 시나
리오를 통해 분석하였다. 6장은 이상의 종합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감
축 목표 강화와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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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
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소결

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
가. 파리협정과 감축 목표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이하 파리협정)은 국제사
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억제
하고 나아가 1.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과거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인 책
임(historical responsibility)이 있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
되었으며 각 당사국에 구체적인 감축량이 하향식(top-down)으로 배분되었
다.13) UNFCCC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12년) 동안 감축 의
무가 있는 선진당사국들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22.6% 감축
하였는데, 이는 당초 감축 목표였던 평균 5.2%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이다.14)
반면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자국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선
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까지 포함하는 모두의 감축 노력을 강조하였다. 모든 당
사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 적응, 재원, 기술 등에 관한 자발적 감축 목
표(NDC)15)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6) 교토의정서 제
1차 공약기간 동안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국가가 40여개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22%에 불과했던 반면, 2016년 기준 189개 당사국이 NDC를 제출하였으며 이
12) United Nations(2015), Paris Agreement, https://unfccc.int/files/essential_background/
convention/application/pdf/english_paris_agreement.pdf(검색일: 2020. 8. 18).
13) 환경부. 2016.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https://www.me.go.kr/home/
file/readDownloadFile.do?fileId=130470&fileSeq=1&openYn=Y(검색일: 2020. 8. 18).
14) UNFCCC(2015), The kyoto protocol – a critical step forward, https://unfccc.int/sites/def
ault/files/infographic-the-kyoto-protocol-a-critical-step-forward.pdf(검색일: 2020. 8.
31), 재인용: 환경부(2016).
1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단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는 INDC로 명칭.
16) 환경부. 2016.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https://www.me.go.kr/home/fi
le/readDownloadFile.do?fileId=130470&fileSeq=1&openYn=Y(검색일: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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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전 세계 배출량의 95.7% 비중(2010년 기준)을 차지한다.17)
파리협정에서 사용하는 상향식 방식은 국가들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감축 행동에 기반하기 때문에 파리협정에 명시된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는 5년마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NDC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실시할 예
정이다(파리협정 14조). 또한 당사국은 2023년 실시될 1차 글로벌 이행점검 이
후부터 제출하는 후속 NDC부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전(progression)
된 감축 목표와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파리협정 4조 3항, 9항). 공약기간이 정해
져 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제출하는 구조를 취한다.18)
그림 2-1. NDC 제출 및 글로벌 이행점검 주기

자료: Matthias Duwe(2019), “Mitigation in the EU, globally and in the sprit of the upcoming UN Climate
Conference in New York,” https://www.mzp.cz/C1257458002F0DC7/cz/news_20190916_konference
_zmena_klimatu_v_cr_mitigace_a_adaptace/$FILE/06_Duwe.pdf(검색일: 2020. 8. 31).

17) UNFCCC(2016),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update, https://unfccc.int/resource/docs/2016/cop22/eng/02.pdf(검색일: 2020. 8. 31),
재인용: 환경부(2016).
18) 환경부. 2016.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https://www.me.go.kr/home/
file/readDownloadFile.do?fileId=130470&fileSeq=1&openYn=Y(검색일: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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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 채택 전후 당사국이 제출한 NDC에는 감축 유형(상대량
감축, 절대량 감축), 감축 목표, 기준과 목표 연도, 감축수단, 시장 메커니즘 활
용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림 2-1]과 같이 당사국은 2020년까지
기존의 NDC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공식적인 NDC 주기의 시작
을 의미한다. 2023년 1차 글로벌 이행점검을 토대로 2025년까지 두 번째
NDC를 마련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때부터 제출하는 NDC는
이전 회차의 NDC보다 진전된 수준의 감축 목표와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
라서 2020년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NDC는 이전에 제출한 NDC보다 반드시
진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의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 및 탄소중립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
해 당사국에 감축 목표를 상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공통의 NDC 양식을
통해 국가별 감축 목표나 이행수단을 검토하고 비교할 수 있으므로, 정체되거
나 오히려 후퇴하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비판, 또
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주요국의 NDC에 명시된 감축 유형, 목표, 기준 및
목표연도, 시장 메커니즘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비교는 [표 2-1]과 같다.

표 2-1. 주요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NDC) 비교

국가 감축유형 감축목표 기준연도 목표연도
미국
중국

절대량
탄소
집약도

글로벌
배출비중

시장 메커니즘
현재 2025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 탄

26~28%

2005

2025

17.89%

60~65%

2005

2030

20.09%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촉진

소 메커니즘을 사용할 의도가 없음.

석탄과세, 보조금 삭감, 휘발유와 디젤 세
인도

탄소
집약도

금 인상과 같은 세제 개편과 에너지 절약
33~35%

2005

2030

4.10%

인증 크레딧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ㆍ구매의무 규제제도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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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국가 감축유형 감축목표 기준연도 목표연도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

배출비중

JCM은 일본의 감축목표를 상향식으로 계산하
는 근거로 포함되지는 않으나, JCM하에서 일
일본

절대량

26%

2013

2030

3.79%

본이 획득하는 감축량(emission reduction)
과 제거량(removals)은 일본의 감축분으로 적
절하게 계산될 것임.
관련 규칙과 기준에 따라 2030년 감축

한국

상대량

37%

BAU
방식

2030

1.8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시장 메커니즘
에서 구매한 탄소 크레딧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예정

주: 2015~16년 제출한 NDC를 토대로 구성.
자료: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NDC 현황, https://www.ctis.re.kr/ko/analysis/mitigation.do?key=1563(검색일:
2020. 8. 20) 참고.

나. 강화된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파리협정 채택 이후 각 당사국을 비롯하여 지역 및 다자 차원에서 자발적 감
축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행
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NDC의 감축 목
표를 모두 달성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이들이 제출한 NDC를 모두 달성한다
해도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
다.19)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20)가 COP21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글로
19) 2016년 UNFCCC는 189개국이 제출한 161개의 NDC를 분석하여 이를 전부 이행할 경우 2025년
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NDC 제출 전에 비해 배출량이 줄어
들긴 하나 2℃ 목표와 1.5℃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UNFCCC(2016),
“Aggregate effec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 update,” https:
//unfccc.int/resource/docs/2016/cop22/eng/02.pdf(검색일: 2020. 8. 20) 참고.
20)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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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차원에서 넷제로(net-zero)21)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에너지, 토지, 수송,
건물 등과 산업 시스템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광범위한 전환이 수반되어야 지
구온난화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2)
UNEP는 보고서(2019)를 통해 2018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
고치(553억 톤)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지구 기온은 금세기 말 3.2℃
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20∼30년 사이 매년 배출량을 7.6%씩 저감해야 하며, 2℃ 목표는 배출량을
연간 2.7%씩 줄여야 달성할 수 있다.23)24)
아울러 UNEP는 지난 10년간 일부 선진국은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감소 추
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다른 국가에서의 배출 증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 없이 증가해왔다고 분석했다. 즉
2008~17년 글로벌 배출량은 추가적인 기후정책이 없는 BAU 시나리오와 유
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결국 그간 많은 국가들이 추진한 기후변화
및 감축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5)

21) 넷제로 또는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
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으로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는 경우를 의미함.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국민 의견 입체적 반영 통해 수립. https://www.korea.kr/news/
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71(검색일: 2020. 8. 22).
22) IPCC(2018),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23) UNEP, Emission gap report 2019, Executive summary, pp. 4-15, https://wedocs.unep.org/
bitstream/handle/20.500.11822/30798/EGR19ESEN.pdf?sequence=13(검색일: 2020. 8.
22).
24)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 제출한 NDC에서 명시한 감축 목표 달성에 근접한 국가로는 인도, 러시아,
터키 등이 있으며, 미국, 브라질, 한국, 남아공, 캐나다 등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25) UNEP(2019), Lessons from a decade of emissions gap assessments, pp. 1-14.https://
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30022/EGR10.pdf?sequence=1&isAll
owed=y(검색일: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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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파리협정의 당사국은 물론이고 다자기구,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후행동 주체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또는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해 장기적이며 보다 획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2020년 들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 대선에서 2050
년 탄소중립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탄
소중립으로 표현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추세로 전개
되었다. 현재 EU와 캐나다를 포함하여 약 20개국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였
고 10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은 탄
소중립 목표를 이미 법제화하였고, EU, 스페인, 칠레 등은 관련 법안이 제안된
상태이며, 독일, 일본, 스위스, 남아공 등은 관련 정책에 탄소중립을 명시한 것
으로 파악된다.26) 한편 지방정부, 기업, 투자자 등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또
는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한 연대27)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는 [표 2-2]와 같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
어 고무적인 신호이다. 비록 목표로 하는 시기까지 넷제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탄소중립의 비전이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긍정적
인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 특히 온실가스 배출 상위 국가들
은 넷제로가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
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26) Net zero tracker, https://eciu.net/netzerotracker(검색일: 2020. 11. 9).
27) 2019년 칠레의 주도로 출범한 기후목표상향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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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비교
국제항공/운송

탄소중립

별도의 감축과

포함여부

목표연도

탄소중립 목표

법적 지위

전 분야

언급 없음

2040

없음

보수ㆍ녹색 연정 공약

All GHGs

전 분야

언급 없음

달성

없음

NDC

코스타리카 All GHGs

국가

범위

오스트리아 All GHGs
부탄

분야

탄소중립 목표의

전 분야

언급 없음

2050

없음

장기전략

덴마크

All GHGs

전 분야

미포함

2050

없음

기후법

EU

All GHGs

전 분야

언급 없음

2050

없음

장기전략, 그린딜

핀란드

All GHGs

전 분야

언급 없음

2035³

없음

정부 공약

프랑스

All GHGs

전 분야

미포함

2050

없음

에너지기후법

All GHGs

전 분야

언급 없음²

21세기 후반⁴

없음

장기전략

All GHGs¹ 전 분야

언급 없음

2050

없음

기후변화대응법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All GHGs

전 분야

미포함

21세기 후반

없음

장기전략

스웨덴

All GHGs

전 분야

미포함

2045⁵

있음⁶

기후법

영국

All GHGs

전 분야

포함

2050

없음

기후변화법

주: 1) 단 biogenic methane 제외.
2) 단 IMO에서 전 세계 차원에서 합의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기여하겠다고 명시.
3) 2035년 이후에는 net negative.
4) 2050년에 가능한 가까운 시기.
5) 2045년 이후에는 net negative.
6) 2045년 스웨덴 영토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5% 이하로 감축.
자료: World Resources Institute, Comparison of adopted net zero targets, https://files.wri.org/s3fs-public/co
mparison-adopted-net-zero-targets_0.pdf(검색일: 2020. 11. 12).

한편 파리협정의 당사국은 중장기적 에너지 및 기후정책인 「2050 장기 저탄
소 발전전략(LEDS)」28)을 2020년 안으로 제출해야 한다.29) [표 2-3]은 주요
국이 제출한 LEDS에 제시된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에너지, 건물, 수송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을 1990년 대비 55~56% 감축하여 2050년에는 1990년 대비 80~95%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배출
권거래제 강화, 지속가능한 건물/도시/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수단을 제시
28)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olopment strategies.
29) 2020년 11월 기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9개국이 LEDS를 제출함. 국가별 LEDS는 UNFCCC,
Communication of long-term strategies,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
long-term-strategies(검색일: 2020. 11.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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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에너지 효율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
지 정책과 수소활용, 탄소 재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캐나다는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
을 8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발전, 산림, 농업, 폐기물, 청정기술, 인프라 투
자 등에 관한 장기목표를 제시하였다.30)
표 2-3. 주요국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국가

2050년

미국¹

2005년 대비

(2016.11 제출)

80% 감축

독일

80~95%

2017.5 제출)

감축

프랑스
2017.4 제출)

(비전) 탈탄소경제를 향한 심층 순배출 경제 추구
(주요 내용) △정책강화 및 장애요소 제거 등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
△산림 부문에 의한 흡수원 증대 △Non-CO2 배출 저감

1990년 대비 (비전)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 달성

(2016.11, 2017.4,

(2016.12,

주요 내용

감축목표

1990년 대비
75% 감축

(주요 내용)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확대 △R&D 등을 강조한
부문별 이행전략 제시 △생태세제 개혁, 교육 및 정보 공유 확대
(비전)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주요내용) △부문별 이행전략 외 탄소발자국 저감, 공공인식 증대, 지속
적인 토지관리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이행 강조
(비전) 청정성장(Clean Growth)을 위한 도약

영국
(2018.4 제출)

1990년 대비 (주요 내용)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투자기금 활성화 △에너지 부문
80% 감축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자연자원 가치 증대 △공공부문 및 정부
의 주도적 참여

일본
(2019.6 제출)

2013년
대비(추정)
80% 감축

(비전) 2050년까지 야심찬 저탄소사회 추구, 가능한 한 금세기 내
탈탄소화
(주요 내용) △전력화 전환 및 연료 제조 전 과정에서 CO2 배출
감축 전략

2050년

(비전) 2050년 배출량(절대치) 달성, 21세기 말까지 탄소중립 추구

싱가포르

배출량

(주요 내용) △천연가스, 태양광, 역내 전력망, 탄소포집, 수소 등을

(2020.3 제출)

3,300만 톤

활용한 전력발전 △수송, 건물, 물관리, 산림 등 분야별 전략 △탄

목표²

소가격제, 탄소시장 활용 및 역내 에너지 그리드 협력

주: 1) 미국은 2017년 6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함.
2) 싱가포르는 LEDS 감축 목표를 절대치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싱가포르에 따르면 이는 2030년 최고 전망치 대비
절반 수준임.
자료: 문진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 7.
30) UNFCCC, Communication of long-term strategies, https://unfccc.int/process/the-parisagreement/long-term-strategies(검색일: 2020. 11. 20) 의 국가별 LEDS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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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
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중단하는 한편 기업의 기
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disclosure)를 요구하는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
자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잇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2020년 1월 마이크
로소프트는 탄소 처리기술 개발에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혁신기금’을 조성하
는 한편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창립 이래 배출한
탄소량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애플은 기업 운영 영역에서 전 세
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였고, 2030년까지 공급망 및 제품 생
애주기를 아우르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 구글은 이미 2007년 탄소중립 상태를 달성한 데 이어 2020년 9월에는 창
립 이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배출량을 모두 상쇄하였다고 밝혔다.31)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은 이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편으로 2020년
7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한 LG화학이 유일하다. LG화학은 국내
기업 최초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32)을 추진하고, 폐플라스틱 및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의 구축 등 핵심과제도 제시하였다.33)
한편 글로벌 투자사 금융기관은 중요한 투자 기준의 하나로 특정 사업이나

31) Microsoft Blog, “Microsoft will be carbon negative by 2030,” https://blogs.microsoft.com
/blog/2020/01/16/microsoft-will-be-carbon-negative-by-2030/; Apple(2020. 7. 21),
｢Apple, 2030년까지 공급망 및 제품의 100% 탄소 중립화 달성 약속｣, https://www.apple.com/
kr/newsroom/2020/07/apple-commits-to-be-100-percent-carbon-neutral-for-its-supply
-chain-and-products-by-2030/; Google. Our third decade of climate action: Realizing a
carbon-free future. https://blog.google/outreach-initiatives/sustainability/our-thirddecade-climate-action-realizing-carbon-free-futur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
32)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캠페인으로 2020년 11월 현재
IKEA, Barclays, Unilever, BMW, Vestas 등 전 세계 26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RE100, https:
//www.there100.org/re100-members(검색일: 2020. 11. 19) 참고.
33) LG, ｢LG화학, ‘2050 탄소중립 성장’ 선언｣, https://www.lg.co.kr/media/release/22098(검색
일: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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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투자 기
조를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
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에 참여하고 있다.34) 또한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
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35) 세계 최대 규
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 제외 블랙리스트에 올
린 것으로 나타났다.36)

다. 코로나19와 녹색회복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회복방안을 모색하는 의미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봉쇄나 경제활
동 위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같은 장기
적인 전략이 부재하다면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시스템 회복을 위해서는 환경과 인간의 보건을 위험에 처하
게 하는 기존의 성장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37)
34) Equator Principles, https://equator-principles.com/about/(검색일: 2020. 9. 4).
35) “BlackRock makes climate change central to its investment strategy”(2020. 1. 15), https:
//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0/01/14/blackrock-letter-climate-change/(검
색일: 2020. 9. 4).
36) “Norway wealth fund blacklists Glencore, other commodity giants over coal”(2020. 5. 13),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way-swf/norway-wealth-fund-blacklists-glencore
-other-commodity-giants-over-coal-idUSKBN22P05Y(검색일: 2020 9. 4).
37) OECD(2020), “Building Back Better: A Sustainable Resilient Recovery after Covid-19,”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33_133639-s08q2ridhf&title=Building-backbetter-_A-sustainable-resilient-recovery-after-Covid-19(검색일: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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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실패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팬데믹이 초래
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넘어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여
파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기회복에만 주목하여 장기적인 회복력 구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주요국과 다자기구가 내
놓는 경제회복 전략과 계획이 향후 10년, 나아가 50년까지의 배출량, 온난화,
인류보건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전 세계
GDP의 0.8~1.2% 수준의 추가적인 녹색투자가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
되었다.38)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녹색회복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UN 사무총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서 ‘청정한 녹
색 전환(a clean, green transition)’을 강조하였다.39) 2020년 4월 G20 재무
장관들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40) 또한 OECD와 IMF는 코로나19 시대의 녹색회복을
위한 부문별 기후 행동과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41)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조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경제회복 정책방향을 통해

38) Foster et al.(2020), “Current and future global climate impacts resulting from COVID-19.
Nature Climate Change,”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8-020-0883-0; Carbon
brief(2020), “Coronavirus: Green recovery ‘could prevent 0.3C’ of warming by 2050,” https:
//www.carbonbrief.org/coronavirus-green-recovery-could-prevent-0-3c-of-warming
-by-2050(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4).
39) United Nations(2020),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Secretary-General’s Message,” https:
//www.un.org/en/observances/earth-day/message(검색일: 2020. 9. 4).
40) G20(2020), “Communiqué.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https://g20.org/en/media/Documents/G20_FMCBG_Communiqu%C3%A9_EN%20(2).
pdf(검색일: 2020. 9. 4).
41) OECD, “Climate action can change our lives for the better,” https://www.oecd.org/stories
/climate-25-actions/; IMF(2020), “Special Series on Fiscal Policies to Respond to COVID-19:
Greening the Recovery, Fiscal Affairs,” https://www.un-page.org/files/public/en-special
-series-on-covid-19-greening-the-recovery.pdf(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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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최근 EU,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7개국에서 발표한 경제회복
예산은 총 11조 8,000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30%에 해당하는 3
조 5,000억 달러의 예산이 친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회
복은 주로 △ 기업 구제 시 친환경적 조건부여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에 대한 투자 △ 친환경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감면(또는 오염원에
대한 보조금 제거) △ 녹색 연구개발 보조금 △ 환경규제 강화 등의 형태로 이
루어진다.42)43)

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탄소
중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원 확대, 탄소
가격제의 도입, 친환경 수송 및 건물 확대 등 정책적 지원방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제시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경기회
복안도 이러한 노력에 포함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에 대해서는 3장에
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42) 한국, EU,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17개국의 경기부양책을 분석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Vivid
economics(2020), Green Stimulus Index, https://www.vivideconomics.com/wp-content
/uploads/2020/08/200820-GreenStimulusIndex_web.pdf(검색일: 2020. 9. 4) 참고.
43) 한편 Bloomberg는 50개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패키지의 단 0.2%만이 녹색 투자에 해당한
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Bloomberg(2020. 6. 9), “Green stimulus proposals
for a post-pandemic, clean energy future,” https://www.bloomberg.com/features/2020
-green-stimulus-clean-energy-future/(검색일: 2020. 9.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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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1) EU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주요 분야의 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44) 그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논의
와 정책을 선도해온 EU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정착시키고 1990년 이후 역
내 온실가스 배출을 23% 감축하면서도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은 61%에 달하
는 성과를 기록하였다.45) EU의 그린딜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력보다 향상된 추가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 전반의
구조적이며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유럽 그린딜의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정에너지 부문
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기후변화 목표
를 반영하여 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그
리드 등 혁신기술의 활용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업 부문에
서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순환경제, 저탄소 기술개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ETS에 건물 부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이며 2050년까지 수송 분야의 배출량을 90% 감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스
마트한 수송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46)
이어 발표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GDIP)에 따라 EU는 그린딜 세부사업

44) European Commission(20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ropean Green Deal, https://eur-lex.
europa.eu/resource.html?uri=cellar:b828d165-1c22-11ea-8c1f-01aa75ed71a1.0002.02
/DOC_1&format=PDF(검색일: 2020. 9. 4).
45) Ibid., p. 4.
46) Ibid., p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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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투자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투자은행(EIB)은 2025년까지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민간 및 공공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EU 내 프로
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InvestEU)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47)
아울러 EU는 탄소 집약적인 산업분야나 해당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통해 산업
구조 재편과 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48)
코로나19 확산 이후 EU는 그린딜과 기후변화 대응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
복 및 재건 패키지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세부 전략을 추진해나가고 있다.49)
2020년 7월 EU는 경제회복계획(NGEU, 7,500억 유로)과 다년간 지출예산
(MFF, 1조 740억 유로)의 30%를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할애하기로 발표하였
다.50) 또한 EU는 MFF의 재원확보를 위해 플라스틱세,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표명하였다.51)52) 아울러 EU는 해상운송 분야
를 포함하는 ETS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53)
47) European Commission(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0DC0021
&from=EN(검색일: 2020. 9. 4).
48) European Commission, Just Transition Platform, https://ec.europa.eu/info/strategy/
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actions-being-taken-eu/just-transitionmechanism/just-transition-platform_en(검색일: 2020. 11. 20).
49) 문진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 4.
50) European Council(2020),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 (17, 18, 19, 20 and 21
July 2020) – Conclusions,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5109/210720-euco
-final-conclusions-en.pdf(검색일: 2020. 8. 18).
51) Tax Foundation(2020), “The New EU Budget is Light on Details of Tax Proposals,” https:
//taxfoundation.org/new-eu-budget-is-light-on-details-of-tax-proposals/(검색일: 2020.
8. 18).
52) 1단계로 2021년 1월부터 플라스틱세 부과, 2단계로 2021년 상반기 탄소국경세와 디지털세 법안을
제출하여 2023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
53) European Commission(20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ropean Green Deal, https://eur-lex.
europa.eu/resource.html?uri=cellar:b828d165-1c22-11ea-8c1f-01aa75ed71a1.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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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U는 기후법(안), 순환경제 행동계획, 유럽산업전략,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전략, 해양 재생에너지 전략 등 그린딜의 세부 분야별 추진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0년 3월 제안된 기후법(Climate Law)
은 EU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54)
다만 유럽 그린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일부 회원국이나 산업 부문
과의 이견 조율이 필수적이며 탄소중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투자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
여 정부 자금 외에 민간 부문 등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한 EU가 계획대로 탄소국경세(또는 탄소국경조정)를 도입한다면 국제무역과
협력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탄소국경세와 관련
된 내용은 추후 4장과 5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 미국
2017년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자국기업과 국민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준
다는 이유로 파리협정을 탈퇴하였으며,55) 국내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중시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였다. 트럼프는 환경보호청(EPA)의
예산 삭감, 청정발전계획 철회56), 국가환경정책법(NEPA)57) 개정 등을 주장하

/DOC_1&format=PDF(검색일: 2020. 9. 4).
54)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strategy/
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검색일: 2020. 11. 27), 재인용: 문진영 외(20
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 4.
55) 미국은 2017년 6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2020년 11월 탈퇴가 공식 발효됨. “Climate
change: US formally withdraws from Paris agreement”.(2020. 11. 4). https://www.bbc.com
/news/science-environment-54797743(검색일: 2020. 11. 20).
56)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청정발전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적정청
정에너지(Affordable Clean Energy) 규정(rule) 추진.
57) NEPA는 청정대기법(CAA), 청정수질법(CWA)과 더불어 미국 환경법안의 기반으로 NEPA의 핵심 내
용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있음.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의 전쟁’, 트럼
프, 정책 뒤집기 성공률 60%｣(2020. 2.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
ml?art_id=202002081626001(검색일: 2020. 9.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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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환경 관련 기존 규제 및 정책을 뒤집거나 오히려 후퇴시키려 한 것으로 보
인다.58)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 역시 청정에
너지 부문보다 석유업계 구제에 다소 편향되어 있다.59)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에 대항하는 움직임도 일
어나기 시작했다. 2019년 제출된 ‘그린뉴딜 결의안(Resolution)’60)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해당 결의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
하고 탄소중립으로의 공정한 전환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며 취약계층을 지원
하기 위한 14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61) 비록 상원에서 부결되긴 하였으나,
그린뉴딜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과는 대조적
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
프라와 청정에너지 관련 2조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였다. 해당 계획
은 인프라, 자동차 산업, 수송, 전력, 주택,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기후변화 대
응뿐 아니라 관련 기술의 혁신과 양질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미국 내 노
후된 인프라 시설을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며, 청정에너지 활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62) 바이든은 당선 이후
파리협정 재가입을 약속하는 등 이전 트럼프 정부와는 환경과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8)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versing 100 environmental rules. Here’s the full list”(2020.
7. 15),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climate/trump-environment-rollbacks.
html(검색일: 2020. 9. 6).
59) World Resources Institute(2020), “Oil & Gas Win, Clean Energy Loses in U.S. COVID-19
Response,” https://www.wri.org/blog/2020/06/coronavirus-stimulus-packages-cleanenergy?utm_campaign=wridigest&utm_source=wridigest-2020-6-16&utm_medium=e
mail&utm_content=title(검색일: 2020. 9. 6).
60)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제출함.
61) H. RES, “109, Recognizing the duty of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es109/BILLS-116hres109ih.pdf(검색일: 2020. 8. 10).
62) Joe Biden.com,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검색일: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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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중국은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다.63) 따라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과 지구온난화 억제에 있어 중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은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지난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에서 녹색발전
을 위한 과제64)와 추진정책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20%로 높이고(2020년까지 15% 목표), 2020년
까지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680G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65) 이에 중앙정
부는 석탄발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재
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시장을 키웠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국의 풍
력 발전용량은 22배, 태양광 발전용량은 700배나 증가하였다.66) 최근에는 탄
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수송 부문에도 주목하는 모습이다.67)
다만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보이는 화석연료 관련 정책 방향
은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단기 경제회복을 우선시하는 모습도 보인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줄어들었다.68)69) 그러나 동 기간 중
국에서 총 40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신규 개발계획이 제안되었다. 중국정부

63)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 org(검색일: 2020. 7. 28)
64) 녹색발전을 위한 6대 과제는 △ 사람ㆍ자연의 화해공생 촉진 △ 주체 기능구 건설 가속화 △ 저탄소ㆍ
순환경제 발전 △ 자원절약과 고효율 이용 △ 환경 거버넌스 제도 강화 △ 생태안전 보호벽 구축임. 자
세한 정책내용은 양평섭, 박민숙(2015),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참고.
65) IEA(2018), “China 13th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Five Year Plan(2016-2020),” https:
//www.iea.org/policies/6277-china-13th-renewable-energy-development-five-yearplan-2016-2020?page=4&sector=Multi-sector(검색일: 2020. 9. 4).
66) IRENA, Query Tool. Renewable Electricity Capacity and Generation Statistics, July 2020,
https://www.irena.org/IRENADocuments/IRENA_RE_electricity_statistics_-_Query_too
l.xlsm(검색일: 2020. 9. 6).
67) [동향세미나]중국 신에너지자동차산업 발전규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20. https://csf.kiep.go.kr
/issueInfoView.es?article_id=40012&mid=a20200000000&board_id=2(검색일: 2020. 11. 20).
68) IEA. 2020. Global Energy Review 2020.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7e802f6
a-0b30-4714-abb1-46f21a7a9530/Global_Energy_Review_2020.pdf(검색일: 2020. 9. 3).
69)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전력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에 앞서 그
간 지속되어 온 국제사회의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기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42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가 승인한 석탄발전소 신설 용량은 총 17.0GW에 달하는데, 이는 2018~19년
승인 건을 모두 합친 용량(12.0GW)보다도 많다.70) 또한 정부(또는 지방정부)가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규제 문제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상충되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도 정책상의 문제로 지적된다.71)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중국정부는 2030년을 기점으로 탄
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72) 그간 중국은 기후변화협상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의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주장해왔으나,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서 감
축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압력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
서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것임은 분명하
다. 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추이와 그간의 정책 방향을 미루어 탄소중립의 현실
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일본
일본은 2020년 4월 기 제출했던 NDC와 동일한 수준의 감축 목표를 담은
신규 NDC를 제출하였다. 즉 2015년 제출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
지 2013년 대비 26% 감축)를 유지하면서 다만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추구
(further pursuing efforts beyond that target)’한다는 내용만 추가한 것이
다.73) 이에 보다 야심찬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감축 목표를 조정하는 구
70) Global energy monitor(2020), “A new coal boom in China,” https://globalenergymonitor.
org/wp-content/uploads/2020/06/A-New-Coal-Boom-in-China_English.pdf(검색일: 20
20. 9. 3).
71) “China still needs to curb King coal”(2020. 7. 6), https://www.ft.com/content/a8c082b45ac9-4446-bd4f-756bad11f765(검색일: 2020. 9. 3).
72) “Xi Focus: Xi announces China aim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efore 2060”(2020. 9.
22),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09/23/c_139388764.htm(검색일: 2020.
11. 20).
73) UNFCCC, Submission of Japan’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https://www
4.unfccc.int/sites/ndcstaging/PublishedDocuments/Japan%20First/SUBMISSION%20O
F%20JAPAN‘S%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20(NDC).PDF
(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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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시기와 절차를 제시하라는 국내외 비판이 적지 않았다.74) 같은 맥락에
서 일본이 제출한 LEDS의 내용, 즉 2013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80% 감축하고 금세기 후반까지 가능한 한 빨리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앞의 표 2-3 참고) 역시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에 있어 일본의 위치와 중요
성에 비해 목표 수준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외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잇따르자
일본은 석탄발전에 관련된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2020년 7월 석탄발전
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계획을 공개하였는데, 2030년까지 노후된 석탄발전
소 100기 가량을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하거나 폐쇄한다는 내용이다. 휴ㆍ폐지
대상은 1990년대 초반 이전에 건설돼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발
전소이다.75) 아울러 동남아 등 해외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바 있다.76)
2020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일본도 동참하였다. 10월 스가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석탄발전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갈 예정임을 시사했다.77)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도쿄, 교토 등을 포함한 175개 지방정부가 2050년까지
의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78)

74) ｢일본, 기존 ‘NDC’ 유지 결정...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2020. 4. 24), https://www.energydaily.
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72(검색일: 2020. 8. 30).
75) “Japan to shut or mothball 100 ageing coal-fired power plants: Yomiuri”(2020. 7. 2), https:
//www.reuters.com/article/us-japan-powerstation-coal/japan-to-shut-or-mothball-100
-ageing-coal-fired-power-plants-yomiuri-idUSKBN243074(검색일: 2020. 9. 5).
76) “Japan tightens rules on support for overseas coal-fired plants”. 2020. https://www.reuters.
com/article/us-coal-japan-finance-idUSKBN24A0CH(검색일: 2020. 10. 27).
77) “Japan pushes ammonia fuel as way to aim for net zero emissions”(2020. 10. 27), Kyodo
News,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0/10/1e866f2e6e7f-japan-pushesammonia-fuel-as-way-to-aim-for-net-zero-emissions.html(검색일: 2020. 11. 20).
78) Jap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50 Zero Carbon Cities in Japan,” http://www.env.
go.jp/en/earth/cc/2050_zero_carbon_cities_in_japan.html(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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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6)」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5년
11%까지 높이고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하며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7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2019)」은 2009년 감축 목표치 설정 이후 배출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는 반성을 토대로 배출 목표 이행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점검 체계가 제시되었
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80) 2018년 수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이행계획(로드맵)」에 따르면 감축 목표는 2030년 BAU 대비 37%로 이전 내용
과 동일하나 국내 감축량이 기존 25.7%에서 32.5%(2억 7,700만 톤)로 상향
조정되었다(그림 2-2 참고). 정부는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산림 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81)

그림 2-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이행계획」 감축 목표 비교
(단위: 백만 톤)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8. 7. 24),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79) 관계부처합동(201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80) 관계부처합동(201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81) 환경부 보도자료(2018. 7. 24),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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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은
디지털뉴딜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의 양축으로 제시되었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와 사회를 저탄소 구조
로 전환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경제회복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단
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즉시 착수 가능한 3대 분야 8
대 프로젝트82)를 선정하여 추진 및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미
래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83)
한편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
립 목표를 선언하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앞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및 사회 구조를 전환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우리 정부
의 탄소중립 선언은 최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기조
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84) 산업계, 관련부처, 일반국민과의 의견조율을 통
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단기 및 중기 감축 목표와 우리 사회구
조 전반에 걸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어 2020년 12월 우리 정부는 NDC 갱신안을 발표하였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을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상대량 방식)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라는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결국 목표하는 배출량(5억
3,600만 톤)은 기 제출한 NDC에서 제시했던 배출목표와 동일하다. 다만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 감축 목표를 “2025년 이전에 최대

82) ①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100개 추진 ③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④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⑤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⑥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⑦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⑧ 친환경 차량ㆍ선박으로 조기 전환.
83) 기획재정부(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
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
MOSF_000000000040637(검색일: 2020. 8. 17).
8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https://www.korea.kr/archive/speech
View.do?newsId=132032549(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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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임을 명시하였다.85)
정부는 NDC 갱신안 확정과 더불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LEDS의 내용도 공개하였다. 이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은 205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최대 75%에서 최저 40%
까지 줄이는 5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가 포함된 LEDS 검토안을 제
출한 바 있다.86) 포럼의 시나리오 검토, 온라인 설문,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된
우리나라 LEDS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산
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부문, 탄소 흡수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담
겨 있다. 대표적으로 청정 에너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저탄소 전환,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추후 단계
적으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87)

나. 탄소가격제의 도입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주
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비용효과적이며, 저탄
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88) 탄소가격제는 배
출권거래제(ETS), 탄소세(carbon tax), 상쇄 메커니즘(offset mechanism),
결과기반 기후재원(result-based climate finance) 등의 유형으로 시행된
85) 대한민국정부(2020),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https://me.go.kr/home/file/read
DownloadFile.do?fileId=207142&fileSeq=3(검색일: 2020. 12. 22).
86)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2020),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http://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88872&fileSeq=2(검색
일: 2020. 9. 7).
87) 대한민국정부(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http://
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207142&fileSeq=2(검색일: 2020. 12. 22).
88) OECD(2016), “Effective Carbon Rates. Pricing CO2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ing
Systems,” pp. 28-30, https://www.oecd.org/tax/effective-carbon-rates-9789264260115
-en.htm(검색일: 2020. 9. 7), 재인용: 문진영 외(201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
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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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9) 그간 탄소가격제는 대개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파리협정하에
서는 신흥국 또는 개도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는
2018년부터 액체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멕시코는 2020
년부터 시범적으로 ETS를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탄소가격제 도
입을 논의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25개국에서 국
가 단위의 탄소세, 캐나다 내 5개 지역단위의 탄소세가 도입되었고, 총 28건의
배출권거래제(국가 단위 7건, 국가간 지역단위 1건, 국가 내 지역단위 20건)가
실시되고 있다.90)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8%에 해당한다(그림
2-3 참고).
EU는 2005년 세계 최초로 ETS를 도입하여 현재는 3단계(2013~20년)를
시행 중이다. 역내 배출량의 45%가량이 ETS에 포함되며 해당 분야로는 발전,
제조, 항공(역내 운항편에 한함) 등이 있다. EU ETS 4단계(2021~30년)에는
탄소누출 목록의 도입, 무상할당 규칙, 혁신기금 도입, MRV 규정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91) EU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 일환으로 ETS 적용 대상 분야를 수송이나 건물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시범적으로 ETS를 추진할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베이징, 상
하이, 선전 등의 성시에서 ETS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중국정부는
ETS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며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배출량 데이터
의 정확성이나 투명성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전국 단위 ETS
는 우선 석탄화력 발전 부문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
89)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Map & Data,” https://carbonpricingdashboard.
worldbank.org/map_data(검색일: 2020. 11. 13), 재인용: 문진영 외(2020),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p. 11.
90)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Map & Data,” https://carbonpricingdashboard.
worldbank.org/map_data(검색일: 2020. 11. 13),
91) ICAP(2020),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https://icapcarbonaction.com/en/?
option=com_etsmap&task=export&format=pdf&layout=list&systems%5B%5D=43(검색
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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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92) 한편 일본은 국가 단위의 ETS 대신 지역 단위(도쿄, 사이타마
현 등)의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아시아 최초의 탄소세 성격인
온난화대책세93)를 도입하였다.94)
미국에서는 2009년 북동부 지역 온실가스감축협약인 RGGI를 기반으로 10
개 주가 참여하는 미국 최초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작되었다. RGGI는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까지 전력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95)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부터
발전, 수송, 산업 등 주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커버하는 ETS를 시작하였
으며 2014년 퀘백 ETS와 세계 최초의 연계 탄소시장을 형성하였다.96) 2017
년에는 ETS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97)
우리나라는 2012년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ETS 2차 계획기간
(2018~20년)을 운영 중이다. 1차와 2차 계획기간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2030년까지의 3차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실효적인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온실가
스 감축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무상할당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유

92) ETS in China. China’s ETS Pilots. https://ets-china.org/ets-in-china/; IEA. 2020. China’s
Emissions Trading Scheme. https://www.iea.org/reports/chinas-emissions-trading-scheme;
“China eyes launch of national emissions trade scheme within five years”(2020. 10. 28).
https://www.reuters.com/article/techange-china-carbontrading-idUSKBN27D0LX(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0. 11. 28).
93) 기존 석유석탄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화석연료의 배출량에 톤당 289엔 부여. Jap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Details on the Carbon Tax (Tax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https:
//www.env.go.jp/en/policy/tax/env-tax/20121001a_dct.pdf(검색일: 2020. 11. 20).
94) 문진영 외(2017), pp. 59~61.
95) ICAP(2020), USA -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https://icapcarbonaction.
com/en/?option=com_etsmap&task=export&format=pdf&layout=list&systems%5B%5D
=50(검색일: 2020. 11. 27).
96) ICAP(2020), USA - California Cap-and-Trade Program, https://icapcarbonaction.com/
en/?option=com_etsmap&task=export&format=pdf&layout=list&systems%5B%5D=45
(검색일: 2020. 8. 18).
97) “California Legislature extends state’s cap-and-trade program in rare bipartisan effort
to address climate change” (2017. 7. 17), https://www.latimes.com/politics/la-pol-cacalifornia-climate-change-vote-republicans-20170717-story.html(검색일: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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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당 비중을 높이며 배출효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벤치마크
(BM) 할당방식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
래 등)을 도입하는 등 시장기능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98)
[그림 2-4]는 주요 지역 또는 국가별로 도입한 탄소가격제의 톤당 탄소가격
을 나타낸다. 스웨덴 탄소세는 톤당 119.4달러, 우리나라의 ETS는 톤당 32.8
달러, EU ETS는 톤당 18.5달러 수준이다. 다만 각 탄소가격제도의 대상 범위
(분야), 할당 방식, 예외 분야, 보상 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IMF는 현재 글로벌 평균 탄소가격이 톤당 2달러에 불과하나, 지구온난화를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에 대해 톤당 75달러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9) 탄소세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
기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파리협정에 명시된 지
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톤당 탄소가격이
40~80달러, 2030년까지는 50~100달러까지 형성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
다.100)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개혁과 탄소가격제 도입을 통해 2030년경이
되면 연간 2조 8,000억 달러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
었다.101)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취약계층(예: 고배출 분야의 근로자 등) 지원 및 재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우선과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가격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제4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98) 기획재정부, 환경부(2019),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99) IMF(2019), “Fiscal Monitor: How to Mitigate Climate Change,” https://www.imf.org/~/
media/Files/Publications/fiscal-monitor/2019/October/English/text.ashx?la=en(검색일:
2020. 9. 4).
100)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4ff9c5ce4b0a53decccfb4c/t/59244ee
d17bffc0ac256cf16/1495551740633/CarbonPricing_Final_May29.pdf(검색일: 2020. 9. 4).
101) New Climate Economy(2018), “Unlocking the inclusive growth story of the 21st century:
accelerating climate action in urgent times,” http://newclimateeconomy.report/2018/wp
-content/uploads/sites/6/2019/04/NCE_2018Report_Full_FINAL.pdf(검색일: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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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탄소가격제에 포함되는 온실가스
비중

그림 2-4. 주요 탄소가격제의 탄소가격

(단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비중 %)

(단위: USD/tCO2e)

주: 2020년 4월 기준 전체 온실가스 대비 현재 운영 중인
탄소가격제에 포함되는 온실가스의 비중임.
자료: World Bank, https://carbonpricingdashboard.
worldbank.org/map_data(검색일: 2020. 9. 7).

주: 2020년 4월 기준.
자료: World Bank, https://carbonpricingdashboard.
worldbank.org/map_data(검색일: 2020. 9. 7).

3. 소결
본 장에서는 파리협정에 명시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과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는
온난화 억제를 위한 감축 목표와 실제 감축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
금까지의 감축 정책과 제도의 수준을 넘어선 보다 진전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도 이른바 녹색회복
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
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용창출, 산업육성, 기술혁신에도 기여
할 수 있다. 이에 각 당사국은 NDC, LEDS 및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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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자국의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기업 활동에서의 탄
소중립을 달성하거나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배출량이 많거나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점차 축소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하고 있다.
또한 EU, 미국, 중국,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살펴본
결과 EU는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중립과 그린딜을 통한 감축 및 경제성장을 추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친환경적 공약과 기조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
정부로 교체되면서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온실가스 감축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일본과 배출량 상위 국
가인 중국도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그린뉴딜과 탄소중
립을 발표하며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
다. 그러나 EU나 영국을 제외하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구체적인 감축경로나 실행방안까지는 제시하
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 비전과 정책을 실제적인 성과로 구현
하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하에서 분야별 상세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계, 학계, 시
민사회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이행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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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의 온실가스102) 배출 특징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6년 전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461억 4,095만 톤(CO2eq.)으로
분석기간(1990~2016년) 약 1.6%의 연평균 증가율103)을 기록하였다. [그림
3-1]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의 배출량이 전년 대비 1% 정도
감소하였으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음 해 5% 급증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
다.104)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위축되어 2020년 1월부터 4월 7일까지의 일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평
균 대비 17%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2 참고). 그러나 경제ㆍ사
회적 구조 변화 없이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05)
그림 3-1. 글로벌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1990~2016년)

그림 3-2. 일일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상반기)

(단위: MtCO2eq.)

주: 2019년 12월 기준 자료임.
자료: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
org(검색일: 2020. 7. 28) 토대로 저자 작성.

(단위: MtCO2)

주: 중국 등 6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Le Quéré et al.(2020), p. 650.

102)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는 총 6종으로 △ 이산화탄소(CO2) △ 메탄(CH4) △ 아산화질
소(N2O) 및 F-가스 △ 수소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 육불화황(SF6)를 지칭하며, 토
지이용변화 및 산림(LUCF: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부문을 제외한 총배출량을 분석함.
문진영 외(2017), p. 26 참고.
103) 본 절에서의 연평균 증가율은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의미함.
104)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org(검색일: 2020. 7. 28).
105) Le Quéré et al.(2020), pp. 648-649, p.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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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총배출량을 주요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3 참고).
분석대상은 중국, 미국, EU,106) 일본 및 우리나라로 2016년 전 세계 총배출량
의 각각 25.8%, 12.8%, 8.8%, 2.7%, 1.5%를 배출한 주요국이다. 특히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늘어난 에너지 소비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해왔다. 2005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최다 배출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주춤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2009년에
경기침체로 배출량이 급감한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U의 경우
분석대상 중 유일하게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1.0%)를 기록하였으며, 일
본도 같은 기간 0.3%의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같은 기간 약 3.5%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107)
그림 3-4. 온실가스별 배출 비중(1990년 vs
2016년)

그림 3-3. 주요국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1990~2016년)
(단위: MtCO2eq.)

(단위: %)

주: 2019년 12월 기준 자료임.
자료: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
org(검색일: 2020. 7. 28) 토대로 저자 작성.

주: 2019년 12월 기준 자료임.
자료: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
org(검색일: 2020. 7. 28) 토대로 저자 작성.

106) EU의 2020년 7월 28일자 기준 소속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
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
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본 파트의 분석기간(1990~2016년) 당시 회원국이었던 영국을 포함한 총
28개국의 배출 데이터를 합산하여 분석함. European Union 홈페이지, “About the EU: Countries,”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검색일: 2020. 7. 28).
107) 1990~2016년 기준.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org(검색일: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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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가 3/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배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뒤이어 메탄, 아산화질소, F-가스 등의 순으로 다량 배출되었다.
2016년 기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7%(340억 1,738만 톤)로 1990년 대비 4.9%p 증가하였으나, 메탄의 비중
이 유사하게 감소하며 이를 상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가스의 경우 배
출량 자체는 적으나 온실가스 중 가장 빠른 연평균 증가율(4.9%)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2016년의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보다 1.3%p 늘어난
2.3%를 차지하였다(그림 3-4 참고).108)
이처럼 온실가스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대부분이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다.109) 특히, 석탄은 배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
으로 2017년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약 44%가 석탄 사용으로 인해 배
출되었다. 각국의 에너지원별 활용 정도에 따라 배출 비중도 다르게 나타났다.
세계적인 석탄 소비국인 중국은 석탄으로 인한 배출량이 2017년 전체 배출량
의 80%에 육박하였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석탄 소비로 인한 배출 비중이 약
52%로 높았다. EU와 미국의 경우 석유의 비중이 최대치이며, 석탄과 가스는
유사한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다(그림 3-5 참고).110)111)

108)
109)
110)
111)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org(검색일: 2020. 7. 28).
이산화탄소의 90.4%가 ‘연료 연소’에 의해 배출됨(2015년 기준).
IEA(2019a), PartⅡ. 4-15, PartⅢ. 32-33.
참고로 분석국가 중 2019년 자국의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57%)
이며, 한국(28%), 일본(26%), 미국(12%), EU(11%) 등의 순임. BP(202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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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에너지원별 및 주요국별)
(단위: MtCO2(좌), %(우))

(1) 에너지원별 배출 추이(1990~2016년)

(2) 주요국별(2017년 기준)

주: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자료: IEA(2019a), PartⅡ. 4-15 및 IEA 홈페이지, “CO2 emissions statistics”(검색일: 2020. 7. 28) 토대로 저자
작성.

같은 해 전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37톤(CO2/인)을 기록하였다
(표 3-1 참고). 이는 1990년 대비 12.5%, 전년대비 0.2% 증가한 결과로,
2000년대 중반부터 4.0~4.5톤(CO2/인) 내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분석국
가 중 가장 많은 1인당 배출량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이다. 미국의
경우 14.61톤(CO2/인)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으나, 2007년 이후 감소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11.66톤(CO2/인)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과 EU의 경우 각각 6.67톤(CO2/인), 6.26톤(CO2/인)을 배출하였다. 두
지역의 1인당 배출량 자체는 유사하나 중국은 증가세인 반면 EU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9.0톤(CO2/인) 내외를 유지하고 있
다.112)

112) IEA(2019a), PartⅡ. 55-57; IEA 홈페이지, “CO2 emissions statistics”(검색일: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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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국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1990~2017년)
(단위: 톤 CO2/인, %)

구분

연도별
1990년

2000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2016년

2017년

(2007~17년)

중국

1.86

2.47

5.86

6.57

6.67

13.6%

미국

19.20

20.29

17.28

14.95

14.61

-2.7%

EU(28)

8.42

7.77

7.17

6.26

6.26

-2.9%

일본

8.43

8.95

8.80

9.04

8.94

0.6%

한국

5.41

9.19

11.12

11.50

11.66

8.0%

전 세계

3.88

3.80

4.41

4.36

4.37

1.2%

자료: IEA(2019a), PartⅡ. 55-57; IEA 홈페이지, “CO2 emissions statistics”(검색일: 2020. 7. 28).

나. 분야별 배출 특징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이다.
2016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8%인 360억 1,352만 톤(CO2eq.)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었다. 온실가스별로는 같은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이 에너지 분야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메탄(39.1%)과 아산화질소(9.4%)
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메탄과 아산화질
소는 에너지보다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배출량이 더 많았으며, F-가스는 대부
분 산업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었다.113)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배출 분야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력 및 열 생
산’ 분야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었다. 2017년 기준 연료 연소
에 의한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41.4%인 약 136억 330만 톤(CO2)이 전력 및
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었으며, 2000년 대비 배출 비중도 7.8%p 증가하였
다. BP(2020)는 같은 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력량이 2000년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렇게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량이 증가

113)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org(검색일: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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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배출량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
및 건설업’과 ‘수송’ 분야가 각각 19.0%, 24.5%(도로 수송 18.1% 포함)의 비
중을 차지하였고, ‘가정ㆍ상업ㆍ공공’ 분야는 5.9%를 기록하였다.114)
주요국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 참고). 분석국가 중 유일하게 개도국인 중국에서는 전력 및 열 생산
분야의 배출 비중이 최대치였으나,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도 30% 정도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 수송의 경우 배출량 자체는 많지 않으나, 2000년 대비
5배 정도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는 수송 분야의 배출
비중이 2000년보다 각각 5.8%p, 2.8%p 증가한 36.2%, 28.9%를 기록하였는
데, 이는 전력 및 열 생산 분야에 못지않게 높은 비중이다. 특히 미국은 도로 수
송(30.5%)으로 인한 배출량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및 건설 분야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외 분야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력 및 열 생산 분야의 증
가세가 이를 상쇄하였다.115)
국제 해운 및 항공 부문에서 벙커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 해당 부문의 배출량
합계는 약 12억 8,200만 톤(CO2)으로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199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결과로 개선 노력
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EU가 해당 부문 배출량의 각각
20.3%, 25.9%를 배출한 다배출국이었다.116)

114) IEA(2019a), PartⅡ. 22–24; IEA(2002), PartⅡ. 101, 127, 141, 269, 279, 395; BP(202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5).
115) Ibid.(단, BP(2020)의 온라인 자료 제외).
116) IEA(2019a), PartⅡ.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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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비교(2000년 vs 2017년)
(단위: %)

중국

미국

EU(28)

일본

한국

전 세계

주: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자료: IEA(2019a), PartⅡ. 22–24; IEA(2002), PartⅡ. 101, 127, 141, 269, 279, 395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저탄소 관련 지표 분석
앞서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특징을 살펴보았다면, 추가로
저탄소 관련 주요 지표를 분석ㆍ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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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비중과 에너지원단위를 분석하고, WEF의 에너지전환지수(ETI: Energy
Transition Index) 결과를 비교하였다. IEA(2019b)는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
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손꼽은 바 있다.117) 무엇보다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최다 배
출하는 분야인 만큼 해당 지표들을 통해 국가별 감축 노력의 현주소를 일부 가
늠해보고자 한다.
먼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 1차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
과 △ 전력 생산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림 3-7]과 같이 2019
년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1.4%로 미미하였다. 주
요국별로도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74~87%)이 재생에너지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반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6%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그림 3-7. 주요국별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2019년)
(단위: %)

(1) 1차 에너지 소비에서의 에너지원별 비중

(2) 전력 생산에서의 에너지원별 비중

자료: BP(202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5) 토대로 저자
작성.
117) IEA(2019b), p. 79, 재인용: 문진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p. 9~
10 및 IEA(2019b), pp. 102~1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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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대비 7.0%p, 전년대비 1.1%p 상승한 결과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려
는 각국의 노력이 주로 전력수급계획과 연계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선두주자인 EU와 중국의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
력 생산에서의 비중이 각각 34.1%, 26.7%를 기록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1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5.5%에 그쳤다.118)
두 번째로 각국의 에너지 효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원단위를 살펴
보면, [그림 3-8]과 같이 최근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전 세계 에너지원단위는 전년대비 1.6% 개선된 0.123(toe/천 달러)
이었다. 분석국가 중에서는 EU와 일본이 각각 0.087, 0.089(toe/천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뛰어난 효율 수준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기존보다 개선되고 있
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며, 분석국가 중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
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하였다.119) ACEEE120)의 Castro-Alvarez et

al.(2018)이 2018년 기준 에너지 소비가 많은 25개국의 에너지 효율을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인
1~5위를 유럽 국가들(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과 일본이 차지하였으며,
중국, 미국 및 우리나라가 각각 8위, 10위, 13위를 기록하였다.121)
마지막으로 WEF의 에너지전환지수(ETI)를 살펴보면 EU 회원국들의 성과
가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지수는 총 11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의 에너지시스템 성과(system performance)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준비성
(transition readiness)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이다.122) 2020년을 기준으로
118) BP(202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5),
재인용: 문진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p. 7~8.
119) IEA(2019c), p. 140, p. 165, 재인용: 문진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
점」, pp. 9~10.
120) 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t Economy.
121) Castro-Alvarez et al.(2018), p. 10, ACEEE.
122) ‘에너지시스템 성과’는 각국의 경제 발전 및 성장, 환경적 지속가능성, 에너지 접근성과 안보에 대해
평가하였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준비성’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자본 및 투자, 규제
및 정치적 공약, 제도 및 거버넌스, 인프라 혁신 및 비즈니스 환경, 인적자본 및 소비자 참여, 에너지
시스템 구조 등에 대해 평가함. WEF(2020),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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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위권 내에 6개의 EU 회원국과 영국이 포함되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22위, 32위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48위에 그쳤
다. 중국은 78위로 분석국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123)

그림 3-8. 에너지원단위 개선 추이

표 3-2. WEF 에너지전환지수(2020년)
(단위: %)

(단위: toe/천 달러)

국가

주: 에너지원단위는 1차 에너지 총공급량(TPES)을
GDP(2010년 PPP 기준)로 나눈 수치임.
자료: IEA(2019c), p. 140, p. 165, 재인용: 문진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
사점」, p. 10을 토대로 일부 수정하여 작성.

순위

(1)

(2)

총합

스웨덴

79%

69%

74.2%

1위

핀란드

71%

74%

72.4%

3위

덴마크

69%

76%

72.2%

4위

오스트리아

70%

71%

70.5%

6위

영국

72%

68%

69.9%

7위

프랑스

74%

64%

68.7%

8위

네덜란드

68%

68%

68.0%

9위

일본

64%

63%

63.2%

22위

미국

66%

56%

60.7%

32위

한국

59%

57%

57.7%

48위

중국

50%

52%

50.9%

78위

주 1) 표의 (1)은 에너지시스템 성과, (2)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준비성을 의미함.
2) EU는 10위권에 포함된 회원국 및 영국만 표기.
자료: WEF(2020), p. 13.

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현
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 연관 산
123) WEF(2020),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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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간 교역과 배출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분석 지역은 EU와 우리나라로 양측의 대세계 및 대주요국 교역 동향과 교
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에 주목하였다. EU의 경우 최근 탄소국경세
를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 구조와
수출 위주의 경제를 보유한 역외 파트너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출량이 증가 추세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표 3-3]은 2~3절의 분석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첫 번째로
OECD의 국가간 상품교역 데이터베이스(BTDIxE)124)를 활용하여 EU와 우리
나라의 교역 동향(2005~18년125))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OECD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데이터베이스(TECO2)126)를 통해 양측의 총수출과 총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2005~15년)127)를 검토한 후 배출량이 많은 분
야에서 어느 국가와 무역 흑자 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탄소국경세와 관련하여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주요 분야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EU가 전 분야 및 위에서 도출된 관심 분야
를 대상으로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일정 금액을 과세했을 경우 수출
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살펴보고, 국가별로 각각 몇 %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분석하였다.

124)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125)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2019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
석 지역인 EU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의 경우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여 2019년을 제외
하여 분석함.
126)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127) 참고로 해당 데이터베이스 가용 범위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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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제3장 2~3절의 분석 개요
구분
분석 지역
분석 자료

내용
⦁EU(영국 포함 28개국) 및 우리나라
⦁OECD 국가간 상품교역 데이터베이스(BTDIxE)
⦁OECD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데이터베이스(TECO2)
(1) EU 및 우리나라의 교역 동향(2005~18년) 분석
(2) EU 및 우리나라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2005~15년) 분석

분석 과정

(3) (1), (2)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분야 도출
(4) EU가 전 분야 또는 (3)번에서 도출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수입에 내재된 이산
화탄소 1톤당 일정 금액을 과세했을 경우의 추가 비용 산출

자료: 저자 작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총 2종이다. 먼저 OECD의 ‘국가간 상품
교역 데이터베이스(BTDIxE)’128)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2개의 국가
(reporting country 및 partner country) 사이에서 수출입 및 재수출입되는
상품의 미달러 가치를 산업별 및 최종 소비(end-use) 카테고리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OECD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주로 UNSD129)의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며, OECD ITCS130)의 시계열 자료를
포함하였다. 데이터는 OECD의 국가간 투입산출표(ICIO)131)와 국제표준산업
분류 4차 개정안(ISIC Rev. 4)132)을 기준으로 정리되었다.133) 사실 가용할 수
있는 교역 데이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뒤이은 파트에서 OECD가 교역에 내
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TECO2)를 사용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였다.134) 두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한 산업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128)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129)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130)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y Statistics.
131) Inter Country Input-Output table.
132)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ision 4.
133) OECD,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Category,” http://www.oecd.org
/sti/ind/bilateraltradeingoodsbyindustryandend-usecategory.htm(검색일: 2020. 9. 3).
134) 문진영 외(2020),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p. 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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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세부 산업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135)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데이터베이스(TECO2)’136)의 경우 OECD가 전 세
계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생산, 최종 수요 및 무역
에 내재화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위 데이터베이스는
OECD의 국가간 투입산출표(ICIO)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제공하는 연
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통계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생산 및 최종 수요에 내
재된 배출137) 이외에도 국가별 총수출 및 총수입에 내재된 배출138)을 분석하
여 ‘이산화탄소 순수출’을 도출하고 있어 이를 주로 활용하였다.139)
교역 분야는 OECD 데이터베이스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총 5개의 대분야
(△ 농림어업 △ 광산업 △ 제조업 △ 전력, 가스 및 냉난방 △ 기타)로 나누었으
며, 하위분야에는 선행연구를 통해 교역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
출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는 7개 세부 산업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
는 ①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② 섬유ㆍ의류ㆍ가죽류 ③ 화학 및 비금
속 ④ 금속 ⑤ 컴퓨터, 전자ㆍ광학제품 및 전기 장비 ⑥ 기계 장비 ⑦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 포함된다(표 3-4 참고).140)

135) 단, 해당 데이터베이스(BTDIxE)는 데이터 비대칭성(‘reporting asymmetries’)이 존재하므로 분
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OECD(2017)는 통계적 에러, 국가별로 상이한 통계 기준 등으로 인해 A
국이 B국으로 수출했다고 제출한 금액이 B국이 A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제출한 금액과 다를 수 있
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한 바 있으며, 본 연구 또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OECD(2017), “OECD Bilateral Trade Database by Industry and EndUse Category(BTDIxE),” p.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136)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137) ‘생산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해외에 수출되면서 국내에 배출된 이산화
탄소를 의미하며, ‘국내 최종 수요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해외에서 수
입되면서 국내와 해외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지칭함.
138) ‘총수출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은 △ 수출에 내재된 국내 배출량과 △ 수입된 중간재 및 서비스
에 내재된 이산화탄소가 재수출된 해외 배출량의 합계이며, ‘총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은 △
이미 수출되었던 이산화탄소가 수입을 통해 국내로 되돌아온 국내 배출량과 △ 수입에 내재된 해외
배출량의 합계임.
139) Yamano and Guilhoto(2020), p. 5, p.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4).
140) Ibid.,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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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본 절에서의 산업 분류 기준
구분

OECD 통계 코드

1. 농림어업

D01T03

2. 광산업

D05T08

-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3. 제조업

D05, D06

CO2 다배출 여부*

○

D10T32

(1) 식음료 및 담배

D10T12

(2) 섬유ㆍ의류ㆍ가죽류

D13T15

○

(3) 목재ㆍ종이ㆍ인쇄류

D16T18

(4) 화학 및 비금속**

D19T22, D23

○

(5) 금속

D24T25

○

(6) 기계 및 장비류

D26T28

컴퓨터, 전자ㆍ광학제품 및 전기 장비

D26T27

○

기타 기계 장비

D28

○

(7) 수송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D29T30
D29

○

D31T32

4. 전력, 가스 및 냉난방

D35

5. 기타

D36T99 외

주: 1) Yamano and Guilhoto(2020)가 도출한 국가간 교역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주요 산업에 표기.
2) 비금속의 경우 고무, 플라스틱, 연료 제품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등을 포함.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Yamano and Guilhoto(2020), pp. 32-3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4)를 토대로 저자 정리.

가. 교역 현황141)
1) EU
EU의 대세계 교역규모는 2018년 약 12조 5,863억 달러로 분석기간
(2005~18년) 연평균 약 4%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비중은 유사
하나 수출 증가세가 수입보다 빨라짐에 따라 2013년을 기점으로 무역수지가 흑
자로 전환되었다(그림 3-9 참고). 이를 EU 회원국간 및 역외 파트너 국가
141) 본 파트에서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정량 분석은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를 이용하여 작성함.

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 • 67

(non-EU)와의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역 비율은 6:4 정도를 유지하고 있
었다. 같은 해 EU와 역외 파트너 국가 간 교역규모는 약 4조 9,035억 달러로 상
위 8대 국가의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16.7%)을 선두로 중국
(15.4%), 스위스(6.4%), 러시아(5.8%), 터키(3.9%), 일본(3.7%), 노르웨이
(3.2%), 한국(2.5%), 인도(2.3%) 등의 순으로 교역 비중이 높았다(표 3-5 참고).

그림 3-9. EU(28)의 대세계 교역 현황(2005~18년)
(단위: 십억 달러)

교역액(수출입)

순수출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이를 주요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가장 중요한 수
출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스위스를
제외하면 주요 파트너국과는 순수입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교역액이 큰 국가이나, 중국에서의 수입이 수출보다 2
배 이상 많아 가장 큰 적자(약 –2,625억 달러, 2018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분석기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을 살펴보아도 중국이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약 8%를 기록하였고, 인도(약 6%)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은 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은 2005년 대비 각각 2.0%p, 0.1%p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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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EU(28)와 주요 역외 파트너국 간 교역 비중
(단위: %)

국가

2005년
수출

수입

2018년
교역

수출

수입

연평균(2014~18년)
교역

수출

수입

교역

미국

24.0

14.2

18.7

20.2

13.5

16.7

19.7

13.9

16.7

중국

4.8

14.0

9.8

10.6

19.9

15.4

9.9

20.0

15.1

스위스

7.6

5.1

6.2

7.9

5.0

6.4

8.1

5.6

6.8

러시아

5.3

8.2

6.9

4.3

7.2

5.8

4.6

7.2

5.9

터키

4.2

3.0

3.5

4.0

3.7

3.9

4.3

3.5

3.9

일본

4.1

7.0

5.7

3.2

4.0

3.7

3.2

4.0

3.6

노르웨이

3.2

4.8

4.1

2.7

3.7

3.2

2.7

3.6

3.2

한국

1.9

3.1

2.6

2.5

2.6

2.5

2.5

2.5

2.5

인도

2.0

1.6

1.8

2.3

2.3

2.3

2.1

2.3

2.2

그 외 국가

42.8

38.9

40.7

42.4

38.0

40.1

42.8

37.3

4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에 기재된 비중(%)은 EU의 역외 수출, 수입 및 교역 총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역외 파트너 국가와의 분야별 교역에서는 총 5개의 대분야 중 ‘광산업’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 중이었다.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러시아로부터의 수
입이 최대치로 2018년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관련 역외 수입액의
25.4%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2014~18년) EU는 러시아와의
위 분야 교역에서 평균적으로 약 87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두
번째로 수입액이 많은 노르웨이의 2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BP(2020)에 의하
면, 러시아가 2019년에 전 세계로 수출한 원유의 54%, 천연가스의 81.2%가
유럽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었다.142) 이러한 측면에서 EU가 화석연료 수입 건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러시아, 노르웨이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제조업’은 EU와 역외 파트너국 간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42) BP(202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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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이다. 2018년 제조업이 EU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과 유
사하였으나, 총수입에서의 비중은 같은 기간 4.2%p 증가하였다(표 3-6 참고).
제조업 내 교역 비중이 높았던 하위분야는 기계 및 장비류(컴퓨터 등, 25.2%),
화학 및 비금속(21.1%), 수송 장비(자동차 등, 13.7%) 등이었다. EU는 제조업
전체를 기준으로는 순수출국이나 하위분야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그림
3-10 참고). 대표적으로 수송 장비, 화학 및 비금속 등에서는 순수출국이었으
나, 섬유ㆍ의류ㆍ가죽류, 기계 및 장비류, 금속 등에서는 순수입국이었다. 최근
5년간(2014~18년)의 제조업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EU의 대미 수출은 수송
장비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EU의 최대 수입 대상
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적자를 경험하고 있었다. 일본과 우리
나라와는 공통적으로 3개의 하위분야(기계 및 장비류, 수송 장비, 금속 분야)를
대상으로 한 수입이 수출을 능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 EU(28)와 역외 파트너국
간 순수출 비교(제조업 하위분야별)

표 3-6. EU(28)와 역외 파트너국 간 교역 비중
비교(대분야별)

(단위: 십억 달러)

(단위: %)

대분야
1. 농림어업

2005년
수출
1.0

2018년

수입
2.9

수출
1.2

수입
2.8

2. 광산업

2.0

20.3

1.8

16.7

3. 제조업

93.2

73.2

92.4

77.4

4. 전력, 가스, 냉난방

0.2

0.3

0.1

0.2

5. 기타

3.6

3.3

4.4

2.9

100.0

100.0

100.0

100.0

합계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9. 3).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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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규모는 분석기간(2005~18년) 연평균 약 6%의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11 참고). 2018년 기준 교역액은 약 1조 1,400억 달
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출도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순수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위 8대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최대 교역국(23.6%)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뒤이어 미국(11.6%), EU(28개국, 10.5%), 일본(7.5%),
베트남(6.0%), 홍콩(4.2%), 대만(3.3%), 호주(2.7%)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1.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 현황(2005~18년)
(단위: 십억 달러)

교역액(수출입)

순수출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주요국과의 교역 동향을 상세히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중국은 우리나라
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2018년 수출총액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약 556억 달
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금액 기준으로 살
펴보아도 수출액의 25.6%, 수입액의 19.8%를 차지해왔다. 반면 미국, EU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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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교역 비중은 2005년 대비 1.7%p, 2.6%p, 5.8%p씩 감소하였다. 그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05년 대비 각각 3.4%p, 8.3%p 줄어들었으나 베트남과는
6.8%p, 3.4%p 증가하였다. 베트남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
며 동남아시아 지역 내 대표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표 3-7.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교역 비중
(단위: %)

국가

2005년
수출

수입

2018년
교역

수출

수입

연평균(2014~18년)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중국

21.8

14.8

18.4

26.8

19.9

23.6

25.6

19.8

22.9

미국

14.6

11.8

13.2

12.1

11.0

11.6

17.0

10.2

13.9

EU(28)

15.6

10.5

13.2

9.6

11.6

10.5

9.4

12.2

10.7

일본

8.4

18.5

13.3

5.0

10.2

7.5

5.0

10.8

7.7

베트남

1.2

0.3

0.8

8.0

3.7

6.0

6.5

2.8

4.8

홍콩

5.5

0.8

3.2

7.6

0.4

4.2

6.3

0.4

3.6

대만

3.8

3.1

3.5

3.4

3.1

3.3

2.7

3.5

3.1

호주

1.3

3.8

2.5

1.6

3.9

2.7

2.1

3.9

2.9

그 외 국가

27.7

36.5

31.9

25.9

36.2

30.7

25.4

36.5

3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에 기재된 비중(%)은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및 교역 총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같은 해 분야별 교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EU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총 5
개의 대분야 중 ‘광산업’에서 약 1,353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에너지원의 수입 의존도(93.7%, 2018년)143)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143) 에너지경제연구원(2019), 「2019 에너지통계연보」, pp. 4~5. 원자력을 국내 생산에 미포함했을 경
우의 수입 의존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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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미국 등과의 교역
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2018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원유 수입량의 경
우 중동 의존도가 73.5%에 달하며, 그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29%에 육
박하였다. 호주 또한 같은 해 천연가스(LNG) 수입량의 약 18%를 공급하였
다.144) 최근 5년간(2014~18년)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연관 교역에서 평균 약 2,0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
는데 이는 호주의 2배 이상, 미국의 9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였다.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
야이다. 2018년 기준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99.3%, 71.0%에 육박하였으며, 2005년 대비 비중도 거의 유사하여 대분
야별 구조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3-8 참고). 같은 해 제조업 내 교
역 비중이 높았던 하위분야는 기계 및 장비류(44.9%), 화학 및 비금속(24.6%),
수송 장비(11.8%), 금속(9.6%) 등의 순이었다. EU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제조업 전체 기준으로는 순수출국이나 하위분야 중 일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
었다. 대표적으로 기계 및 장비류, 수송 장비, 화학 및 비금속 등에서는 순수출
국이지만, 식음료 및 담배, 섬유ㆍ의류ㆍ가죽류 등의 분야에서는 순수입국이었
다(그림 3-12 참고).

144) 위의 책, pp. 90~91,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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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 비중 비교
(대분야별)

그림 3-12. 우리나라의 대세계 순수출
비교(제조업 하위분야별)
(단위: 십억 달러)

(단위: %)

대분야
1. 농림어업

2005년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2

2.2

0.2

1.9

2. 광산업

0.0

23.9

0.1

25.4

3. 제조업

99.3

72.0

99.3

71.0

0.0

0.0

0.0

0.0

4. 전력, 가스,
냉난방
5. 기타
합계

0.4

1.9

0.4

1.6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145)
앞서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OECD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데이터베
이스(TECO2)를 이용하여 실제 교역에서 이산화탄소를 순수출 또는 순수입하
는 국가가 누구인지, 어떤 분야에 다량으로 내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
계 65개국, 아세안 및 기타 지역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
면, 연료 연소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7.2%가 교역과 연관되어 있었
다.146) 국가별로는 42개국ㆍ지역(62.7%)에서 약 26억 9,822만 톤의 이산화
탄소를 순수입하였으며, 주로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이었다. 역으로 이산
화탄소를 순수출하고 있는 25개국·지역(37.3%)에는 중국, 인도, 아세안, 한국
145) 본 파트에서 별도의 출처 표기가 없는 정량 분석은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를 이용하여 작
성하였으며, 일부 교역 관련 서술은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146) Yamano and Guilhoto(2020), p. 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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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표 3-9 및 부록 참고). 이처럼 교역
에 내재되어 이동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전 세계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2005~15년)
(단위: CO2 백만 톤)

순수출국(1~10위)

순수입국(1~10위)

연도별

연번

국가

1

중국

2

러시아

396.9

316.8

3

인도

59.3

77.8

4

남아공

74.5

97.7

5

아세안

121.8

6

대만

34.5

7

싱가포르

22.9

8

한국

-36.8

9

카자흐스탄

10 말레이시아

연번

국가

1

320.7
124.2

2005년 2010년 2015년

연도별
2005년

2010년

2015년

미국

-969.6

-693.6

-785.3

2

EU(28)

-669.3

-655.4

-501.8

3

기타

153.8

-221.7

-312.8

100.6

4

일본

-279.4

-217.1

-158.2

80.0

97.4

5

영국

-165.3

-129.5

-142.5

53.1

57.2

6

프랑스

-149.4

-149.6

-131.6

50.0

52.5

7

독일

-122.8

-126.6

-84.6

34.2

48.2

8

이탈리아

-117.2

-110.6

-75.8

56.8

74.3

46.3

9

사우디

20.6

-27.1

-55.0

45.7

37.2

28.6

10

스위스

-38.5

-43.2

-48.8

1,217.5 1,431.8 1,308.8

주: 국별 순위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1) EU
분석기간(2005~15년) EU는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한 주요 지
역 중 하나였다. 2015년 EU의 대세계 수출 및 수입에 내재된 배출량은 각각 7
억 2,212만 톤(CO2), 12억 2,391만 톤(CO2)으로 약 5억 179만 톤(CO2)을 전
세계로부터 순수입하였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그림
3-13]과 같이 지난 10여 년간 EU로 순수입된 이산화탄소는 연평균 약 2.8%
줄어들며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EU는 미국, 스위스 및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순수출하고 있었으나,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한
국 등으로부터는 순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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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EU(28)의 대세계 교역에
내재된 탄소 순수출 현황(2005~15년)

표 3-10. EU(28)와 주요 파트너국 간
교역에 내재된 탄소 순수출 현황(2015년)
(단위: CO2 백만 톤)

(단위: CO2 백만 톤)

2015년

교역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국가

수출

미국

130.09

98.37

31.73

수입

순수출

중국

74.88

330.93

-256.05

스위스

42.95

19.29

23.65

러시아

26.81

178.72

-151.92

터키

32.04

44.29

-12.26

일본

23.69

21.73

1.96

노르웨이

16.46

20.27

-3.81

한국

19.69

29.46

-9.77

인도

21.38

67.07

-45.70

기타

334.15

413.77

-79.62

합계

722.12

1,223.91

-501.79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분야별로는 [그림 3-14]와 같이 제조업(61.4%), 광산업(31.5%), 기타(서비
스업, 5.8%), 농림어업(1.1%), 전력, 가스 및 냉난방 및 물 처리(0.2%) 등의 순
으로 이산화탄소 순수입 규모가 컸다. 특히 광산업의 경우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147)가 제조업보다 높았다. 같은 해 해당 부문에서만 약 1억 5,793만 톤
(CO2)이 순수입되었는데 그중 약 1/3인 5,483만 톤(CO2)이 러시아로부터 유
입된 바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중단을 촉구한 이유
또한 이러한 양국간 교역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148)
EU는 제조업 부문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톤(CO2) 이상의 이산화탄소
를 순수입하였는데 이는 2005년 대비 약 17% 감소한 결과이다(그림 3-14 참

147) 수입액 100만 달러당 수입에 내재된 CO2 배출량.
148)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 논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2020. 10. 3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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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U가 역외 파트너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였던 하위분야 중 기계 및 장
비류(9,408만 톤)와 섬유ㆍ의류ㆍ가죽류(5,532만 톤) 분야에 내재된 이산화탄
소 순수입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분야 중
에서는 화학 및 비금속 관련 교역에 내재된 7,646만 톤(CO2)이 순수입되었다.
실제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를 살펴보면, 금속, 기타 제조업, 화학 및 비금
속 등의 순으로 높았다. 그중 금속 분야는 2015년 총수입액에서의 비중(8%)보
다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11.1%)이 높은 대표 분
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4. EU(28)와 역외 파트너국 간 교역에 내재된 탄소 순수출 비교
(대분야 및 제조업 하위분야별)
(단위: CO2 백만 톤)

대분야별

제조업 하위분야별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0. 30).

역외 파트너국과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선행연구에서 이
산화탄소 다배출 분야로 분석된 총 7개의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림 3-15]와 같다. 특히 EU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는 에너지 연관 분야인 ①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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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출되고 있었다.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세부 분야 중 일부149)에서만 이산화
탄소를 순수출하고 있었다. 한편 제2의 교역국인 중국으로부터 최대 규모의 이
산화탄소가 순수입되었다. 분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 중 ⑦ 자동
차 및 트레일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수입에 내재된 배출량이 수출보다 많
았다. EU가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① 석탄 채굴, 원
유ㆍ천연가스 추출 분야에서도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순수입되고 있었다. 우리
나라와는 EU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⑥ 기타 기계 장비를 제외한 모
든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150)

그림 3-15. EU(28)와 역외 파트너국 간 교역에 내재된 탄소 순수출(2015년, 다배출 분야별)
(단위: CO2 백만 톤)

전 분야

①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② 섬유ㆍ의류ㆍ가죽류

③ 화학 및 비금속

149) ① 석탄 채굴, 원유·천연가스 추출, ② 섬유ㆍ의류ㆍ가죽류, ③ 화학 및 비금속, ④ 금속.
150) 참고로 EU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던 제조업 하위분야(2014~18년 연평균 기
준 화학 및 비금속, 금속, 기계 및 장비류, 수송 장비)에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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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계속
(단위: CO2 백만 톤)

④ 금속

⑤ 컴퓨터, 전자제품 및 전기 장비

⑥ 기타 기계 장비

⑦ 자동차 및 트레일러

주 1) Yamano and Guilhoto(2020)가 도출한 국가간 교역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주요 산업에 표기.
2) 비금속의 경우 고무, 플라스틱, 연료 제품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등을 포함.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20. 10. 30); Yamano and Guilhoto(2020), pp. 32-3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4)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우리나라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과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각각 3억 4,794만 톤(CO2), 2억 9,973만 톤(CO2)으로 약 4,821만 톤(CO2)
을 순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분석국가(순수출국) 중 세계 8위에 해당
하는 규모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산화탄소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수출이 수입만큼 위축되지 않
았고, 이후에도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
국과 EU를 대상으로 순수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2,569만 톤(CO2),
977만 톤(CO2)으로 주요국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베트남(528만
톤), 홍콩(120만 톤), 일본(110만 톤) 등의 순으로 순수출된 배출량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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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외).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2,173만 톤(CO2) 상당
의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으며, 대만과 호주에서도 각각 18만 톤
(CO2), 70만 톤(CO2)의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다(표 3-11 참고).

그림 3-16.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에
내재된 탄소 순수출 현황(2005~15년)

표 3-11.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교역에
내재된 탄소 순수출 현황(2015년)
(단위: CO2 백만 톤)

(단위: CO2 백만 톤)

2015년

교역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국가

수출

수입

중국

103.13

124.85

-21.73

미국

43.90

18.21

25.69

EU(28)

29.46

19.69

9.77

일본

21.01

19.91

1.10

베트남

13.09

7.81

5.28

순수출

홍콩

3.30

2.10

1.20

대만

7.04

7.22

-0.18

호주

6.47

7.17

-0.70

기타

120.55

92.77

27.78

합계

347.94

299.73

48.21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분야별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기타 부문에서는 순수출국이었던 반면 그 외 부
문151)에서는 순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7 참고). 그중 광산업
은 가장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교역에 내재되어 유입되는 분야였다. 2015년
기준 해당 부문에서만 3,481만 톤(CO2)이 순수입되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의 순수입 비중이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무역수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로부터 다량의 화석연료가 수입되고 있기 때
151) 광산업, 농림어업 및 전력, 가스 및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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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2015년 전 세계를 대상
으로 약 7,931만 톤(CO2)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순수출하였다. 이는 2005년
대비 약 8,000만 톤(CO2)이 늘어나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된 결과
로 대분야 중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이었다. 같은 해 주요국과의 교역
에서 흑자를 보였던 하위분야 중 수송 장비와 기계 및 장비류 분야에서 각각
4,258만 톤(CO2), 3,492만 톤(CO2)의 이산화탄소를 순수출하고 있었다. 금속
분야의 경우 2011년 이전까지는 이산화탄소가 순수입되는 분야였으나, 이후
수입보다 수출에 내재된 배출량이 늘어나 1,141만 톤(CO2) 상당을 순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입을 막론하고 교역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았던
분야는 금속, 화학 및 비금속, 기타 제조업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속 분
야가 2015년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9.5%, 8.6%)보다 각각에 내
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의 비중(21.5%, 21.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17.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에 내재된 탄소 순수출(대분야 및 제조업 하위분야별)
(단위: CO2 백만 톤)

대분야별

제조업 하위분야별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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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총 7개의 다배출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3-18]과 같다. 우리
나라는 제1의 교역 시장인 중국으로부터 2,173만 톤(CO2) 상당의 이산화탄소
를 순수입하고 있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는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를 순수출하고 있었는데 ⑦ 자동차 및 트레일러(1,189만 톤)와 ④ 금속 분야
(718만 톤)가 대표적이었다. EU와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 ⑥ 기타
기계 장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순수출하고 있었다. 그중 순
수출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⑤ 컴퓨터, 전자제품 및 전기 장비(249만
톤)와 ⑦ 자동차 및 트레일러(189만 톤)였다. 일본과의 교역 전체에서는 110만
톤(CO2) 상당의 이산화탄소가 순수출되고 있으나, 7개의 분야 중 ② 섬유ㆍ의
류ㆍ가죽류와 ④ 금속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순수입되고 있다. 러시아와 호주
의 경우 ①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순수입한 이
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교역국이었다.

그림 3-18.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교역에 내재된 탄소 순수출(2015년, 다배출 분야별)
(단위: CO2 백만 톤)

전 분야

①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② 섬유ㆍ의류ㆍ가죽류

③ 화학 및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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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계속
(단위: CO2 백만 톤)

④ 금속

⑤ 컴퓨터, 전자제품 및 전기 장비

⑥ 기타 기계 장비

⑦ 자동차 및 트레일러

주: 1) Yamano and Guilhoto(2020)가 도출한 국가간 교역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7개 산업 기준임.
2)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8대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①번 산업만 교역규모가 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를 추가하여 분석함.
3) 비금속의 경우 고무, 플라스틱, 연료 제품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등을 포함함.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0. 30); Yamano and Guilhoto(2020), pp. 32-3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4)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주요 분야 도출
앞서 도출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EU가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
소에 대한 수입 규제를 도입할 경우 △ 기계 및 장비류 △ 화학 및 비금속, △ 금
속 및 △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등의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로서는 EU가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나(2020년 11월 기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하였음을 밝힌다. 기본적으로 EU와 역외 파
트너국 간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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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화학 및 비금속, 기계 및 장비류, 금속 등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52)
두 번째 기준은 EU의 역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이자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가 순수입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 경우 해당 교역으로
인해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규제 도입의 근거로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회원국 내 기업의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수입으
로 인해 침체된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석탄 채굴, 원유ㆍ천
연가스 추출(-3,612억 달러, -1억 4,506만 톤), 기계 및 장비류(–309억 달러,
-9,408만 톤), 섬유ㆍ의류ㆍ가죽류(–1,388억 달러, -5,532만 톤) 등이 해당 기
준에 부합하였다.153)
세 번째로 수입액 대비 수입에 내재된 배출량이 많아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
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양국간 교역규모에 비해
자국 내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는 많아지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으
면서도 규제 도입 시 파트너국의 반발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세부 분야에는 금속, 기타 제조업, 화학 및 비금속 등이 있다.
다만, 광산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아 러시아와
같이 에너지 부문에 치중된 교역 구조를 가진 일부 파트너국으로부터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154)
마지막으로 EU가 탄소누출 위험이 우려되는 분야로 선정한 바 있는 총 63개
분야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해당 목록에는 에너지 연관 분야(원유 추출 등)와
제조업에 속하는 금속(철강 등), 화학 및 비금속(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52)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10. 30). 2015년 EU와 역외 파트너국 간 수출 및 수입 각각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하위분야 순임.
153) Ibid.;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
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2018년 분야별 순수출액 및 2015년 분야별 교역에 내
재된 이산화탄소 순수출 기준임.
154) Ibid. 2015년 분야별 수입액 100만 달러당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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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시멘트 등), 섬유ㆍ의류ㆍ가죽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155) EU가 탄소
국경세가 필요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탄소누출 방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156)
해당 분야들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3절에서는
EU가 해당 분야를 대상으로 수입액 대비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
해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
가. 과세 추정치 설정
특정 국가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한정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파트너국이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자국기업의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정부 또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가 WTO 원칙
등 국제사회의 규범에 합치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157) 그러나 아직 EU가 탄소국경세의 세부 이행방안
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앞서 2절에서 도출한 분석결과를 토대
로 EU가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 도입 시나리오 중 ‘탄소 관세 또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 및 현재 EU 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 수준 등을 검토하여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에 대해 수출국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30유로/톤
155) European Commission(2019),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19/708 of 15
February 2019 supplementing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sectors and subsectors deemed at risk of
carbon leakage for the period 2021 to 2030, Ann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2).
156)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 논의｣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2020. 10. 30, 서울).
157)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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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약 36달러/톤CO2)’로 설정하였다. 이를 부과했을 경우 국가별로 각각 몇
%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OECD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2년, 2015년
및 2018년의 유효탄소가격(ECR)158)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왔다. 유
효탄소가격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시장
기반의 정책 수단으로서 적용한 가격의 합계’를 의미하며, OECD는 각국의 탄
소가격이 기준 가격(benchmark rates)을 얼마나 초과 또는 미달하는지 그 격
차(gap)를 측정하고 있다. 기준 가격은 총 2종으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
및 60유로로 설정되었는데 각각은 현재 및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발
하는 피해에 대한 최저(low-end) 추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30유로/톤CO2를 단기에 도입할 수 있는 추정치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159)
추가로 EU 회원국 및 영국이 도입ㆍ시행(implemented) 및 계획(scheduled)
중인 탄소가격제 수준을 고려하였다. 앞서 제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세계
주요국 및 지역은 1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에 부과하는 탄소가격제를 시행 중이
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64개의 탄소가격제가 도입ㆍ시행 및
계획되고 있었으며, 그중 33개는 탄소세 부과 방식을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스웨
덴, 핀란드 등 11개의 EU 회원국과 영국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해당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도입ㆍ시행 및 계획한 탄소가격제는 139.11달러(스웨덴)부터
0.08달러(폴란드)까지 광범위하나, 연도별 평균치를 산출하면 대략 30~40달러
정도였다(2018~20년 기준).160)
158) Effective Carbon Rate. 참고로 유효탄소가격(ECR)은 △ 탄소세(carbon tax) △ 에너지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세(Specific taxes on energy use) 및 △ 할당방식에 상관없이 이산화탄소 1단
위를 추가로 배출할 경우의 기회비용(Emission permit price)을 합산한 결과임. OECD(2018),
“Effective Carbon Rates 2018: Pricing Carbon Emissions Through Taxes and Emissions Trad
ing,” p.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3).
159) Ibid., pp. 14-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1. 13). 문진영 외(2017) 제3장 2절 및 문진영 외
(2020),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pp. 20~21 참고.
160)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Map & Data,” https://carbonpricing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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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161)
1) 전 분야에 부과할 경우
EU가 역외 주요 파트너국162)으로부터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모든 분야에 부과할 경우 인도, 중국, 러시아, 터키, 우리나
라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는 최근 5년간
(2014~18년) EU와 역외 국가 간 연평균 수입액과 2015년 수입에 내재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과세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세율
추정치는 연평균 수입액 대비 탄소배출 비용 부과를 통해 살펴본 간접적인 관
세율을 의미한다.163) 이를 기준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분석된 국
가는 인도였다. EU가 인도로부터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과세하는 경
우 약 24억 1,463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약 4.6%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분석국가 중 추정치가 가장 높았다. 실
제 인도로부터의 수입액에 비해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배출
집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12. EU(28)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세율 추정치(전 분야)
(단위: 십억 달러, CO2 백만 톤, %)

국가

연평균 수입액
(십억 달러)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백만 톤)

과세금액

관세율

(십억 달러)

추정치(%)

중국

455.18

330.93

11.913

2.6

러시아

164.09

178.72

6.434

3.9

worldbank.org/map_data(검색일: 2020. 11. 13).
161) 본 절에서 다루는 교역액 및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2절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한 결과임.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
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162) 제2장 2절에서 살펴본 역외 주요 교역 파트너국(미국, 중국, 스위스, 러시아, 터키, 일본, 노르웨이,
한국 및 인도).
163) 관세율 추정치(%) = 과세 금액 ÷ 과세 도입 이전의 연평균 수입액(2014~18년)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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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계속
(단위: 십억 달러, CO2 백만 톤, %)

국가

연평균 수입액
(십억 달러)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백만 톤)

과세금액

관세율

(십억 달러)

추정치(%)

미국

317.88

98.37

3.541

1.1

인도

52.59

67.07

2.415

4.6

터키

80.80

44.29

1.595

2.0

한국

57.31

29.46

1.061

1.9

일본

92.25

21.73

0.782

0.8

노르웨이

82.74

20.27

0.730

0.9

스위스

127.09

19.29

0.695

0.5

주: 1) 연평균 수입액은 2014~18년 기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함.
2) 과세금액은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부과했을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임.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중국의 경우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국가
로 분석되었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연평균 수입액은 EU의 역외 총수입
액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
소에 대해 과세한다면 기존보다 약 119억 1,344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약 2.6%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과 동일한 결과로 실제 도입
이 되는 경우 중국과 상당한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관세율
추정치는 러시아(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터키(2.0%)보다는
높았다. 반면 EU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우 수입액 대비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약 1.1%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EU의 역외 총수입액의 2.5% 비중을 차지하는 8위권
의 교역 대상국이다. 마찬가지로 EU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
화탄소에 과세할 경우 약 10억 6,056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이는 약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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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EU
의 역외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1.5%p 높았으나, 수입
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는 약 773만 톤(CO2)이 더 적게 배출되었다. 따라서 지불
해야 하는 비용 또한 우리나라보다 약 3억 달러 적은 7억 8,242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0.8%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같은 규모로 스위
스(0.5%)보다는 다소 높고, 노르웨이(0.9%)와는 유사하였다.

그림 3-19. EU(28)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관세율 추정치(전 분야)
(단위: CO2 백만 톤(X축), %(Y축))

주: X축은 2015년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Y축은 주요 역외 파트너국별 관세율 추정치임.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주요 분야에 부과할 경우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앞서 도출한 4개의 주요 분야(△ 기계 및 장비류 △ 화
학 및 비금속 △ 금속 및 △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에 대해 분석하면
[표 3-13] 및 [그림 3-20]과 같다. 앞서 전 분야를 대상으로 과세했을 경우에는
수입에 내재된 배출량 규모가 크고 배출 집약도가 높을수록 관세율 추정치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금속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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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관세율 추정치가 타 분야에 비해 높았다는 점에서 관세 도입 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로 판단된다. 기계 및 장비류 분야는 수입에 내재
된 배출 집약도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배출 집약도가 높을수록 관세율
추정치가 높았다.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분야의 경우 수입액이 큰 러
시아와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에 내재된 배출량과 배출 집약도가 높았으나, 관
세율 추정치는 금속 분야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가별 관세율 추정치는 수입규모가 큰 기계 및 장비류나 화학 및 비금속 분
야보다는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금속 분야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
났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앞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관세율 추정치가 가장 높
았던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도로부터의 연평균
수입액은 화학 및 비금속, 기계 및 장비류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EU가 수
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과세하는 경우 위의 두 분야에 내재된 배출량에 대
해 각각 4억 4,168억 달러, 2억 5,22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
는데 이는 약 3.3%, 4.2%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았던 금속 분야(8.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13. EU(28)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세율 추정치(주요 분야별)
(단위: 십억 달러, CO2 백만 톤, %)

국가
중국

기계 및 장비류
(a)

(b)

232.39

131.89

(c)

화학 및 비금속
(d)

(a)

(b)

(c)

(d)

4.748

2.0

44.19

51.94

1.870

4.2

러시아

1.16

1.13

0.041

3.5

42.77

52.54

1.891

4.4

미국

74.42

6.23

0.224

0.3

95.50

22.77

0.820

0.9

인도

6.02

7.01

0.252

4.2

13.52

12.27

0.442

3.3

터키

11.14

4.54

0.163

1.5

8.90

4.92

0.177

2.0

한국

22.35

5.17

0.186

0.8

11.37

4.24

0.153

1.3

일본

41.59

5.32

0.191

0.5

14.83

3.73

0.134

0.9

노르웨이

3.31

0.31

0.011

0.3

9.17

1.14

0.041

0.4

스위스

31.65

4.64

0.167

0.5

49.62

4.36

0.15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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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계속
(단위: 십억 달러, CO2 백만 톤, %)

국가

금속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a)

(b)

(c)

중국

29.94

42.03

1.513

(d)
5.1

(a)
0.03

(b)
0.03

0.001

(c)

(d)
2.6

러시아

15.27

22.97

0.827

5.4

87.46

52.91

1.905

2.2

미국

16.45

5.96

0.215

1.3

7.12

1.43

0.052

0.7

인도

5.21

12.22

0.440

8.4

0.00

0.00

0.000

0.0

터키

9.45

10.25

0.369

3.9

0.42

0.48

0.017

4.1

한국

4.94

3.76

0.135

2.7

0.00

0.00

0.000

0.0

일본

4.38

1.47

0.053

1.2

0.01

0.00

0.000

0.0

노르웨이

6.82

1.75

0.063

0.9

44.12

9.11

0.328

0.7

스위스

19.77

0.90

0.032

0.2

0.07

0.00

0.000

0.0

주: 표에 기재된 (a)~(d)는 각각 (a) 2014~18년 연평균 수입액(십억 달러), (b) 2015년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백만
톤), (c) 과세금액(십억 달러), (d) 관세율 추정치(%)임.
자료: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중국의 경우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 관련 관세율은 금속
(5.1%), 화학 및 비금속(4.2%), 기계 및 장비류(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위 기간 연평균 수입액이 많은 순서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우리나라 또한
수입액 자체는 기계 및 장비류가 가장 많았으나, 관세율 추정치가 높은 분야는
금속(2.7%), 화학 및 비금속(1.3%), 기계 및 장비류(0.8%) 등의 순이었다. 분야
별 관세율 추정치는 대체로 중국, 인도보다는 낮고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
스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경우 석탄 채굴, 원유
ㆍ천연가스 추출 분야에서 대EU 교역이 활발한 국가들이다. EU가 해당 분야
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각각 약 2.2%, 0.7%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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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EU(28)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및 탄소 관세율 추정치(주요 분야별)
(단위: CO2 백만 톤(X축), %(Y축))

기계 및 장비류

화학 및 비금속

금속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

주: X축은 2015년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Y축은 주요 역외 파트너국별 관세율 추정치임.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20. 10. 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소결
분석기간(1990~2016년) 전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
다.164) 특히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 분야로 2017년을 기준으로
전력 및 열 생산(41.4%), 수송(24.5%), 제조업 및 건설업(19.0%), 가정ㆍ상업
ㆍ공공(5.9%) 등의 순으로 배출 비중이 높았다.165) 국제사회가 이러한 배출량
164) WRI, CAIT Climate Data Explorer, http://cait.wri.org(검색일: 2020. 7. 28).
165) IEA(2019a), PartⅡ.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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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고자 추진 중인 저탄소 전환 노력을 살펴보면,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11.4%)보다 전력 생산에서의 활용 비중(26%)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각국의 노력이 주로 전력수급계획과 연계되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효과적인 감축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은 EU와 일본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166) 비록 코로
나19로 인해 각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경
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 없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어167)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최근 유럽 그린딜을 통해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발표한 E
U168)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추세이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환
경 변화에 취약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EU는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인 약 5억 179만 톤(CO2)의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다. 특히 제조업에
서 3억 톤(CO2) 이상을 순수입하였는데, 역외 파트너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였던 기계 및 장비류(9,408만 톤)와 섬유ㆍ의류ㆍ가죽류(5,532만 톤) 분야
에 내재된 순수입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흑자를 기록했던 분야 중에서는
화학 및 비금속 관련 교역에 내재된 7,646만 톤(CO2)이 다량으로 순수입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해 약 4,821만 톤(CO2)을
전 세계로 순수출하였고, 그중 제조업에서만 약 7,931만 톤(CO2) 이상을 순수
출하였다.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였던 분야 중에서는 수송 장비와 기
계 및 장비류에서의 순수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169)

166) BP(202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5);
IEA(2019c), p. 140, p. 165.
167) Le Quéré et al.(2020), pp. 648-649, p. 652.
168) 영국 포함 28개국.
169) OECD. Stat, “BTDIxE Bilateral Trade in Goods by Industry and End-use, ISIC Rev.4,”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3);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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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
달러)를 전 분야와 특정 분야(△ 기계 및 장비류 △ 화학 및 비금속 △ 금속 △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스 추출)에만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
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EU의 역외 주
요 파트너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부과받을 것으로 분석된 국가는 인
도였다. 중국의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규모 자체가 가장 커서 과세금액
(약 119억 1,344만 달러)도 가장 많은 국가로 손꼽혔다.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
도입 시 약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수
입에 내재된 배출량이 많고 배출 집약도가 높을수록 관세율 추정치가 다소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170)
앞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도출된 4개 분야에 과세하는 경우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화학 및 비금속 분야는 전 분야에 부과했을 때와 동일한 패턴
을 보였으나, 금속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세율 추정치가 높았다는 점에서
관세 도입 시 수입액 대비 감당해야 할 비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
계 및 장비류 분야의 배출 집약도는 타 분야보다 높지 않은 편이나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관세율 추정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석탄 채굴, 원유ㆍ천연가
스 추출 분야의 경우 러시아와 노르웨이로부터의 배출량과 배출 집약도가 높은
편이었다. 국가별 관세율 추정치는 대체로 수입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
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금속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보였다.171)
EU가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탄소국경세를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
았으나 이에 따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U
차원에서도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집계ㆍ적용할지에 대
한 방법론과 이러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교역국과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
170) Ibid.
17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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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고, 늘어난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만약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EU가 역외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한다면, 아시아에서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중국, 인도 등)과 화석연료 연관 교역이 활발한
러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는 EU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순수입하는 분야(기계 및 장
비류 등)와 수입액 대비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배출 집약도
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탄소 관세 또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탄소세의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은 다
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차
금속과 같이 타 산업의 재료로도 사용되는 금속 분야와 중간재 교역이 활발한
분야(기계 및 장비류, 수송 장비 등)에 대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분야별 교역 규모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도 좌우될 수 있으며, 각국이
보유한 기술수준 등에 따라 같은 분야 내에서도 배출 집약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비단 EU뿐 아니라 그 외 선진국이 이러한 수입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을 검토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연관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기관
이 주축이 되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국가별ㆍ분야
별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하고, 정부나 기업이 이러한 객관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ㆍ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탄소 관세와 같은 과세 제도는 상당한 논란과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그
러나 수출국의 감축 노력을 독려하고 수입으로 인해 위축된 역내 기업을 보호
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수입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
는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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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EU가 수
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해 교역 대상국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 추정치
를 간접적으로 도출해보았다. 뒤이은 제4장에서 탄소국경세에 관한 이론적 논
의 내용을 살펴본 후 제5장 2절에서 본 장에서 도출한 관세율 추정치를 활용하
여 EU의 탄소국경세가 주요 교역국 및 우리나라에 끼치는 경제적 효과를 자세
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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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

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
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
4. 소결

기후변화정책(climate change policy)은 과학계가 주문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은 기후변화
를 일으키는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축(mitigation)이다.172) 본 장은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이 되는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을 논의한다. 기후변화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킨다는 면에서 경제에 정의 외부효과를
주는 것은 분명하나, 그 후생 효과는 경제 부문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
의 모형은 기후변화정책의 내생적 결정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어서 5장의 주요 분석대상인 탄소국경세에 대한 이
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본 장을 마무리한다.

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주
장한 Arthur Pigou의 The Economics of Welfare(1920)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숲길을 지나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한 화재 문제를 생각
해보자. 철도 운영자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숲을 파괴하는 피해를 일으킨다
면, 정부가 개입하여 세금 부과 등의 수단으로 철도 운영자가 피해에 대한 책임
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Pigou의 주장이다.
그로부터 40년 뒤 1960년대 Ronald Coase는 Pigou의 주장과 상반된 주
장을 한다. 예를 들어 소떼를 키우는 목축업자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가 사
는 작은 마을을 생각해보자. 목축업자의 소떼가 농부의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
는 경우 Pigou식 해법(Pigouvian remedy)은 목축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목축업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
172) 기후변화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이 있으나, 본 장에서 다루는 기
후변화정책은 저감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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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Coase는 외부효과(externality)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
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만약 농부가 소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담을 설치
하는 비용이 소떼로부터의 피해액보다 충분히 작다면 농부는 자발적으로 담을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Pigou식 해법과 Coase식 해법(Coasian solution)을 가르는 암묵
적인 가정이 있다. Pigou식 해법의 암묵적 가정은 외부효과로 인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산권(property right)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며, Coase식 해법의 암묵적 가정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아무런
방해나 개입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재산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바꾸어 말하면, Coase 이론(Coase theorem)의 핵심은 경제주체들에게
명확한 재산권이 분배되어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
적인 협상에 의해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주체들 간의 자
발적 협상만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과학계는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곧 도래할 수도 있는 시급한 문제라고 경
고한다. 따라서 탄소세 등의 기후변화정책을 포함한 많은 환경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Pigou식 해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전통적인 정책 수단은 처방적
규제(prescriptive regulation)로서,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특정한 오
염 저감 기술의 채택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은 불허하
는 등의 정책이다. 전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데 특정 기
술의 사용을 지정한 미국의 ｢1977 Clean Air Act Amendment｣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시행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해 근래
(1990년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방식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주로 채택되는 정책 수단은 시장 기반의 정책(market-based
policy)이다.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은 정책의 목표(온실가스 저감)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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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의 유인(incentive)을 활용한다. 중앙 집
권적 통제 방식인 처방적 규제와 달리 시장 기반의 정책은 시장의 원칙(market
principles)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분권화된(decentralized)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별 경제주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이다.
탄소세(carbon tax)는 시장 기반의 기후변화정책의 가장 대표적 예다. 탄소
세는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함으
로써 배출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탄소세 정책의 핵심은 시장을 최적 탄소배출량으로 유도하는 최적 탄소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적 탄소세율 결정을 탄소 가격 책정(carbon pricing)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 4-1. 시장 기반 탄소세 정책의 기본적 개념(피구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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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탄소세율 결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적 개념을 보여준다. 시장
의 공급 곡선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비용을 내
부화하지 않은 사적인 한계 비용(PMC: private marginal cost) 곡선이다. 경
제주체들의 생산 활동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며 기후변화를
야기하므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계 피해(MD: marginal damage)를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한계 비용(SMC: social marginal cost) 곡선을 계상한
다. 사회 후생은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의 접점에서 극대화되므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 수준의 생산량에 결부된 온실가스 배출이 곧 최적 배출
량이며, 이렇게 도출된 최적 배출량에서의 단위당 한계 피해액이 곧 최적 탄소
세율이다.
[그림 4-2]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세 정책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기후변화
로 인한 한계 피해는 곧 탄소 저감(abatement)으로 인한 한계 편익과 같다. 시
장의 최적화 원칙에 의해 탄소 저감의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은 같아야 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최적의 탄소세율이 결정된다. 만약 개별 경제주체의 온실가
스 저감 한계 비용이 정부가 부과한 탄소세율보다 더 작다면 해당 경제주체는
스스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것이며, 만약 탄소세율이 온실가스 저감 한계 비용
보다 작다면 해당 경제주체는 정부에 탄소세를 지불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탄소세는 정부가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설정한 것이
라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설정한 것으로 탄소 배출
권 거래제도와 탄소세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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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탄소 저감의 한계 비용/편익 분석

자료: 저자 작성.

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가. 선행연구 분석
기후변화는 엄밀한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주제이지만 정치계에서는 가장
당파적인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과학계는 인류가 발생시킨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배출을 지목한다. 기후변화는 그 자연적 속성상 세계적 공공악재(global
bad)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세계 경제에서 단순히 한 종류의 에너지원 이상의 의미
를 갖는다. 화석연료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대까지 세계 경제를 성장시킨 근
원이며, 여전히 세계의 경제성장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인류는 탄
소세와 같은 피구식 해법(Pigouvian remedy)에 의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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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책은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깊은 경제주체
들의 후생 감소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세 정책으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없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후생은 개선될 것이다. 만약
탄소세로 인한 그들의 경제적 후생 개선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그들은 정부에
게 적극적인 탄소세 정책의 도입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내에는 탄소세
정책을 반대하는 이해집단 뿐만이 아닌 탄소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이해집단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최근의 실증분석 연구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Brulle(2018)이 2000
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의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입법과 연관되어 있는 로비
활동 지출을 분석한 결과, 그 액수는 약 20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미국 의회 로
비활동 지출액의 약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mas et al.(2016)
은 미국 기업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 지출
의 U자형 관계를 밝혀냈다. 즉 대량의 탄소 배출 기업들뿐만 아니라 탄소를 거
의 배출하지 않는 기업들도 미국 의회의 기후변화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림 4-3. 기후과학,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정책의 순환도

자료: Nordhaus(2013)의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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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이론적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경제주체들의 후생에 미친 영향과
기후변화정책과의 내생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본 장의 모형은 Nordhaus
(1977, 1994)의 integrated assessment model(IAM)에 기초한다. IAM은 탄
소배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그리고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하지만 IAM과 이와 관련된 최근 기후변화 거시경제모형(Hassler and
Krusell 2012, 2018; Golosov et al. 2014; Hassler et al. 2018)은 탄소세와
같은 기후변화정책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 정책간의 내생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그림 4-3 참고). 경제 내의 모든 경제주체가 이득을 보는 경제적 변화는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모든 정책(혹은 정책의 변화)은 현 상태(status quo)와 비교했을
때 이득을 보는 주체(승자, winner)와 손해를 보는 주체(패자, loser)를 만든다
(Acemoglu 2009). 기후변화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본 장에서 다루는 모형은
기후변화 요소를 포함한 거시경제모형의 일종이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제공한다.
본 모형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사회 갈등(social
conflict)에 주목한다. 어떤 경제주체가 탄소세 정책에 반대할 것이며, 어떤 경
제주체가 탄소세 정책에 찬성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
을 정의하기 위해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생산기술
(production technology)의 종류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균형 탄소세 정책의
주된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탄소세 정책을 둘러싼 경제 내 이해집단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가 경제주체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탄소세 정책 간의 내생적 관계를 밝힌다.
기후변화에 관한 IAM은 1970년대부터 발전되어 많게는 4,000여 개의 변
수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모형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대형 IAM은 중요한
기후변화 연구에 쓰이고 있지만, 모형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쉽게 다른 사용
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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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Nordhaus는 신고전적 경제성장 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기반의 소형 IAM을 개발했다(Nordhaus 1977, 1994, 2013; Nordhaus
and Boyer 2000). 그리고 Hassler and Krusell(2012), Golosov et al.(2014),
Hassler et al.(2018)은 Nordhaus의 소형 IAM 기반의 기후변화 경제성장 모형
을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으로 연장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후변화 요소를 포함한 DSGE 경제성장 모형 내에서 경제주체
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통한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 과정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의 공동대리인(common agency) 모형 문헌
(Grossman and Helpman 1994; Lapham and Ware 2001)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무역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동태적 게임(dynamic
game)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의 모형이 이 문헌에 기여한 점은 경쟁 성공 함수
(contest success function)를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경제주체 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경쟁을 보다 명시적으로 모형에서 분석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는 두 이해집단이 존재하며, 각 이해집단은 정부의 탄소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혹은 노력)을 한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
은 서로 다른 생산기술을 가진 두 대표적 경제주체(representative agent)를
상정한다. 즉 한 경제주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 기반의 생산
기술을 갖고 있으며(이하 화석연료 경제주체), 다른 경제주체는 온실가스를 배
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음(이하 신재생에너지
경제주체)을 가정한다.
각 경제주체는 각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면서, 화석연료 경제주체는 낮은 탄
소세 정책을 추구하며 재생에너지 경제주체는 높은 탄소세 정책을 추구한다.
따라서 경제의 균형 탄소세 정책이 정치계에서 두 경제주체의 활동에 의해 내
생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내재적인 확률적 속성(stochastic)에 의해 점진적으
로 변해가는 기후의 상태(state of the climate)도 경제 내 경제주체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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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혹은 그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 탄소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본 모형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의 보호
(protection)-화석연료 경제주체는 낮은 탄소세 정책을, 재생에너지 경제주체
는 높은 탄소세 정책을 의미-에 대한 기댓값(expected value)이 더 높은 경제
주체가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정치적 기여를 하는 활동을 펼침을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경제주체가 선호하는 정부가 선거에서 이길 확
률을 더 높게 유지한다. 따라서 기후의 상태(state of the climate)도 경제 내
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균형 정치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본 연구는 두 경제주체 간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민감도
(sensitivity)가 이질적인(heterogenous) 경우에, 재생에너지 경제주체의 기
후변화 피해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면 두 경제주체 모두 지출을 증가시킴을
보인다. 직관적으로 재생에너지 경제주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 정
부로부터 더 높은 탄소세로 그들 스스로를 보호받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할 것
이다. 따라서 화석연료 경제주체도 정부로부터의 보호(더 낮은 탄소세)를 위해
더 많은 액수를 지출하게 된다.

나. 모형 분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DSGE 모형을 상정한다. 경제는 두 그룹의 경제주체
로 구성되어 있다. 각 그룹  ∈  는 경제주체의 연속체(continuum)로
구성되며, 메저(measure)는 1로 표준화된다. 본 모형은 각 그룹 안의 경제주
체들이 동질적인 선호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므로 각 그룹의 대표적 경제주체
(representative agent)에 집중할 수 있다.
각 그룹은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즉
group  는 화석연료(fossil fuels) 사용 기반의 생산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group  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사용 기반의 생산기술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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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화석연료는 석탄과 석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로 정
의된다. 재생에너지도 태양열과 풍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된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분석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형에서 잠재적으로 무작위
적인(potentially random) 에너지 가격은 각 그룹의 대표적 경제주체에게 외
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본 모형이 가정하는 시장 불완전성은 전적
으로 현실적인 가정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주목적인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적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1) Group  (화석연료 그룹)
Group  의 대표적 경제주체(agent  )의 생애 효용 극대화(lifetime
utility maximization problem) 문제는 다음과 같다.

∞

max    

  log




 

  
                ≡ 

[수식 4-1]

 는 agent  의 소비이다.  는 화석연료의 가격,   는 화석연료 사용량
을 의미한다.   는 agent  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다.   는 상태 변수(state variable)인 기후의 상태(state of the climate,   )
에 영향을 받는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자본 감가상각률은 100%로 가정한
다.173) 화석연료 비용을 제한 순생산(net output)은 
  로 표시한다.
[수식 4-1]의 극대화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과 생산량을
얻는다.

173) Hassler and Krusell(2012), p. 980은 자본의 100% 감가상각률 가정이 10년 이상의 동태모형에
서는 나쁘지 않은 가정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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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2]
[수식 4-3]

[수식 4-1]의 생애 효용 극대화 문제를 다음과 같은 Bellman form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max   log              
                

[수식 4-4]

[수식 4-4]의 Bellman form에서 다음과 같은 오일러 방정식(Euler
equation)이 도출된다.

 


                 


    


[수식 4-5]

[수식 4-5]의 오일러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저축률(saving rate)을
도출한다.

       



 





  
  
 


 

[수식 4-6]

따라서 화석연료 에너지 지출을 제한 순소비는        이다.

2) Group  (재생에너지 그룹)
Group  의 대표적 경제주체(agent  )의 생애 효용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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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log




  

                ≡ 
  

[수식 4-7]

 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비용을 제한 순생산(net output)은 
  로 표시한다.
[수식 4-7]의 극대화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량, 생산량
과 저축이 도출된다.

  



 





  
  
 


  






  

                        
       



 





  
  
 


 

[수식 4-8]
[수식 4-9]
[수식 4-10]

따라서 재생에너지 지출을 제외한 순소비는        이다.

3) 기후와 탄소세
본 모형의 탄소배출과 선형 탄소 주기(carbon cycle)는 Hassler and
Krusell(2012)의 형태를 따른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일으키지만,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그러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는 대기의 탄소 농도(carbon
concentration)이며, 는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climate
change)이다. 따라서   는 대기의 탄소 농도로 인한 피해를 나타낸다. 본 모
형에서 대기의 탄소 농도로 인한 피해는 경제주체의 생산성에 다음과 같은 형
태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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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11]

  는 일시적 기후 충격(temporary climate shock)과 같은 외생적인 생산
성 결정 요인이다. 본 모형의 기후 주기는 다음과 같다.


 

   





  

[수식 4-12]

탄소 농도(   ) 증가로 인한 기간당 한계 피해를 소비의 단위로 표시하면
 
 
 
  로 표현된다.




본 모형에서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하는 단위당 종량세(per-unit
tax)로 가정한다. 정부는 화석연료 소비자인 agent  에게 탄소세를 부과한다.
화석연료 가격은 매기마다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
가격(world price)과 국내가격(domestic price)의 차이가 곧 탄소세를 의미
한다. 따라서 agent  의 예산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4-13]

[수식 4-13]에서    ≡ 
 는 탄소세( )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국내가
격을 의미한다.
화석연료 사용의 한 단위 감소로 인한 피해 감소액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수식 4-14]

[수식 4-14]로부터 다음과 같이 agent ∈  의 한계 피해(marginal
damage)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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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4-15]

이론적으로 탄소세율( )은 두 그룹의 경제주체들의 탄소배출로 인한 한계
피해액의 합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두 경제주체의 한계피해액을 어떤 가중치
로 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사회후생을 결정하는 주관적 판단의 영역에 있
다. 수식으로 탄소세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수식 4-16]

 ∈    는 agent  에 주어진 상대적 가중치를 나타낸다. 본 모형의 주
목적은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정치경제 균형 도출이므로 본 모형에
서는 최적 탄소세를 논하지 않는다. 만약 모형에서 두 그룹이 서로 교역을 할
수 있고, 시장 배분이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 완전성을 가정한 모형이라면, 최적
탄소세는 두 그룹의 한계피해액의 단순 합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두 그룹 간 교
역을 고려하지 않는 자급자족 경제에서는 최적의 탄소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모형의 설정에서는 탄소세 결정이 본질적으로 주관적
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본 모형의 주목적인 탄소세 결정에 관한 정치경제학
적 접근을 더욱 정당화한다.

4) Dynamic game of common agency
본 모형의 게임은 탄소세율을 결정하는 두 잠재적 정부(government
∈  )를 고려한다. 탄소세에 관한 government  의 입지(position)는
agent 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즉 government ∈   집권 시 탄소
세율을 결정할 때 agent  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탄소세율을 선택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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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는   로 설정하며, government  은   로 설정하
므로, government  와  집권 시 탄소세율은 각각 [수식 4-17], [수식
4-18]과 같다.

 

    

  
 






 




 

∈   

∞





    




[수식 4-17]




[수식 4-18]

매기의 시작에 치러지는 선거에 의해 해당 기의 정부가 결정된다. 민주주의 사
회에서 각 agent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모형은 공동대리인에 관한 동태적 게임(dynamic game
of common agency)으로 볼 수 있다.
각 agent는 선호하는 정부가 들어설 확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의 일부를 정
치적 활동(lobbying activity) 지출에 할애한다. 각 agent의 활동은 각자의 경
제활동 보호를 위해 각자가 선호하는 정당의 선거활동에 대한 금전적 기여로
해석된다(Grossman and Helpman 1994).174) 즉 agent  에 대한 경제활
동 보호는 높은 탄소세율을, agent  에 대한 경제활동 보호는 낮은 탄소세율
을 의미한다.
        는 agent  와  의 로비활동 지출 벡터(vector)이다. 선거에
서 government  가 이길 확률은 다음과 같은 경쟁 성공 함수(contest
success function)로 표현된다.

174) 로비활동(lobbying activity)은 경제학 용어로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제
행위를 총칭한다. 로비활동의 범위에 대한 적법성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
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어느 민주주의 정치체제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매우 일반적인 경제행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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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19]

if     , and 1/2 if     , for ∈  .

따라서 government  이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이
다. 매 기 게임의 순서(timing of the game)는 다음과 같다.

• Stage 1: 선거가 치러진다. Government ∈  는 [수식 4-19]와
같은 선거 승리 확률을 갖는다. 각 agent의 활동은   기에 지출된다.
선출된 정부는 탄소세율을 결정한다.
• Stage 2: 각 agent는 동시에 활동 지출액을 선택한다.

  기에 각 정부가 선출될 확률은 기에 지출된 활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의 기후 상태도 기의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
자면, 기후 상태의 확률적 운동의 법칙(law of motion of the state of the
climate)은 다음과 같다.

         



                      
    
         

[수식 4-20]

   과    는 각각 탄소세율    과    하에서의 기후의 상태를 나타
낸다.   기의 대기 중 탄소 농도(carbon concentration)는 탄소세율이 더
높을 때 더 낮다고 가정한다:        .
총요소생산성은   에 대한 단조함수이기 때문에, 소비도   에 대한 단조함수
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태 변수(state variable)는 각
agent의 소비( )를 유일하게 정의하며, agent ∈  의 Markov strategy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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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21]

본 모형은 균형에서 각 agent가 소비의 일정 부분을 로비활동으로 지출하는
Markov perfect equilibrium(MPE)을 도출한다. Stage 2에서 agent
∈  는 생애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로비활동 지출을 선택한다.



      max log     





           

∈   

[수식 4-22]

[수식 4-22]의 극대화 문제에 대한 해는 상대방의 로비활동 지출에 대한 최
적 반응 함수(best response function)이다. Agent ∈  의 MPE
strategy는        로 표현된다.
  에 대한 일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수식 4-23]

for ∈   and  ≠ . 수식 4-23의 첫 항은 agent  활동의 한계 효용
(marginal benefit)이며, 두 번째 항은 활동의 한계 비용(marginal cost)이
다. 선호하는 정부하에서의 기댓값과 상대편 정부하에서의 기댓값의 차이는 항
상 양(positive)이므로(                  ≡   
       ), 로비
활동의 한계 효용은 항상 양이다. 바로 이 기댓값의 차(    
      )를 agent
∈  의 선호하는 정부로부터의 경제활동 보호에 대한 기댓값으로 정의
한다.
[수식 4-2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응 함수(reaction function)를 도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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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반응 함수를   와    로 풀면 MPE의 닫힌 꼴의 해(closed-form
solution)가 도출된다. MPE를 더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균형분석

자료: 저자 작성.

만약 각 agent의 현재 소비로 평가한 선호하는 정부로부터의 경제활동 보호에
대한 기댓값(expected value from protection evaluated in the current
consumption units)이 서로 같다면(    
          
     ), MPE에서
각 agent의 로비활동 지출도 같다(그림 4-4의 (a) 참고).
만약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agent 의 소비가 agent 보다 더 클 때
agent 의 지출이 더 클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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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로부터 경제활동 보호에 대한 기댓값이 agent  의 기댓값보다 더 큰 경
우에 agent 의 지출이 더 클 것이다. 명제 1이 이러한 결과를 요약한다.

명제 1.     
          
     일 경우, MPE에서 각 agent의 균형 지
출은 대칭적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 경우에
agent 의 지출이 agent  의 지출보다 크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
다면,   
        
     일 경우에 agent 의 지출이 agent 의
지출보다 크다.

5) 기후에 대한 시사점
본 모형의 결과는 미래의 기후의 상태(future state of the climate)가 (i)
두 agent의 소비의 상대적 크기와 (ii) 정부로부터의 경제활동 보호에 대한 기
댓값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명제 2. 화석연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보호에 대한 기댓값이 재생에너지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보호에 대한 기댓값보다 더 클 경우, 미래의 대기 중
탄소 농도는 더 높아진다.

본 모형의 결과는 기후 상태의 동력(dynamics)이 본 모형의 MPE에서 내생
적으로 결정되는 경제활동 보호의 구조(structure of protection)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선호하는 정부로부터의 탄소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활
동을 보호받는 것에 대한 기댓값이 더 큰 경제주체가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선
호하는 정부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만약 화석연료 경제주체가 낮은 탄소세율로 자신의 경제활동을 보호받는 것
에 대한 기댓값이 더 큰 경우에, 화석연료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경제주체보
다 더 많은 로비활동 지출을 함으로써 화석연료 경제주체가 선호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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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가 다음 선거에서 더 유리한 상태로 만든다. 그 결과 다음 기
의 대기 중 탄소 농도는 높아지게 된다.

6)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이질적인 경우
경제주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만, 경제주체의 생산기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모형은 생
산기술이 각기 다른 두 경제주체(agent ∈  )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 )가 이질적(heterogenous)인 경우를 상정한다.175) 대기 중 탄소 농도가 각
agent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수식 4-24]

 
 
  for
기의 탄소 농도(   ) 증가에 의한 해당 기의 한계 피해는   
 
agent ∈  이며, 탄소세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수식 4-25]

명제 3. 경제주체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이질적인 경우, MPE에서 두
경제주체의 균형 지출은 재생에너지 경제주체의 민감도( )가 높을수
록 더 커진다. MPE에서 균형 지출은 화석연료 경제주체의 민감도( )
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75) RICE(Regional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Economy)는 지역별 경제주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경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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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이질적인 경우의 균형분석

자료: 저자 작성.

직관적으로 agent  은 government  의 낮은 탄소세율로부터의 피해가
더 클 경우(government  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댓값이 더 클 경우) 더 많
은 지출을 통해 government  이 다음 기의 선거에서 더 유리하도록 유지한
다. Agent  의 지출 증가는 agent  도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만든다(그림 4-5
참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생에너지 경제주체의 기후변화 민감도( )
변화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선호하는 정부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댓값의 변화
는 대칭적이다(∆   
      ∆   
      ). 화석연료 경제주체의 기후변화
에 대한 민감도( )의 변화는 MPE 지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 변
화가 agent  에게 지출을 바꿀 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agent  도 지출
을 바꾸지 않게 된다.
본 모형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경제주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함
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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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화석연료 경제주체도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모형
의 결과는 경제 내에서 대량의 탄소 배출을 하는 경제주체(brown firms)가 기
후변화에 관한 정책을 이끈다는 일각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는 본질적 속성상 글로벌 공공악재(global public
bad)다. 한 국가가 부과한 탄소세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탄소세가 없는
(혹은 약한) 국가로 이전한다면, 탄소세 정책이 의도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얻지 못하면서 탄소세를 부과한 국가의 산업과 일자리가 타국으로 유출되는 효
과만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한다.
이를 거꾸로 표현하자면, 탄소세 정책은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이다. 한 국가가 시행한 탄소세 정책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누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각 국가는 서로의 탄소세 정책에 무
임승차 하려는 유인(free-riding incentive)이 존재한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
실패(global market failure)는 국내의 시장실패 문제와는 달리 개별 정부의
국내적 개입만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1648년 베스트팔
렌 조약(the 1648 Treaty of Westphalia)에 의해 각국은 탄소세 정책에 대한
국제합의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실패 문제인 탄소누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근 유럽의 정치계와 서구권의 학계에서는 탄소누출 현상을 막기 위한 탄소국
경세 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이 도입하려는 탄소국경세 제도의 목적은 유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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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만이 아닌, 유럽이 소비하며 배출하
는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 제도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국가 A, B를 상정하자.
국가 A는 B보다 더 높은 탄소세율을 부과한다(   ). 탄소국경세 제도의
수단은 관세의 개념과 동일하다. 즉 국가 A가 국가 B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입
할 때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B는 국가 A에 수출할 때
  만큼의 실질적 탄소세율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일 경우에는
완전히 조정된 수입 관세(fully adjusted import tariff),      일 경우
에는 부분적으로 조정된 수입관세(partially adjusted import tariff), 그리고
     일 경우에는 WTO 규정(the principles of equal treatment)에
어긋난다. 완전히 조정된 수입 관세를 따를 경우, 국가 A 시장에서 두 국가의
기업들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되지만, 국가 B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국가 A 정부는 국가 B에 수출하는 자국기업에 만큼의 환급(rebate)을
해줄 수 있다. 만약      일 경우는 완전히 조정된 환급(fully adjusted
rebate)이며,      의 경우에는 WTO 규정에 위반된다.
탄소국경세 제도의 관세와 환급은 국가 A의 높은 탄소세율이 국가 A에 위치
한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두 국가의 시장에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수단 모두 탄소누출 현상은 감소시
키지만, 환급이 없이 관세만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더 크다. 또한
WTO 규정상 수출 환급제도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탄소국경세 제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무역수단의 구체적 설계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
제이다. 탄소국경세 제도는 실질적 시행에 있어서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
만, 일반적으로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쟁점에서의 중요한
결론이다(Khourdajie and Finus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국경세 제도
의 국제법적 검토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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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한다.
둘째, 환경 문제에 대한 무역수단의 사용에 대한 경제학적 정당성이다. 통상적
으로 무역이론은 무역장벽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글로벌 환경 오염문제
의 경우에는 시장 개입을 통한 왜곡의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Markusen
(1975)은 한 국가가 관세라는 무역수단으로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생
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모형을 통
해 보였다. 관세로 인한 수요 감소가 해당 제품에 대한 세계 가격을 하락시키는
논리로 최적의 피구세에 준하는 최적의 관세를 도출한다. Hoel(1996)은
Markusen(1975)의 이론적 논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은 모형을 통해 (1) 관세 부
과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감소로 교역조건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2) 그
로 인한 외국의 재화 생산(공급) 감소로 외국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
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Hoel(1996)은 탄소배출 비규제 지역에서 생산
된 제품에 대한 최적 관세는 관세로 인한 재화 수요 감소로 인한 한계 탄소 배출
감소를 반영한 국내의 탄소가격(탄소세)임을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보였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수단 정책에 대한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이다. 이 논의에는 CGE(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모형이 사용되며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Böhringer et

al. 2014, 2015, 2017). 이 부분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수출 환급제도가 탄
소누출 현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저
감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히면서 오직 관세제도만이 실질적으로 탄소배
출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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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시장 기반의 정책
이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
용(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을 개별 경제주체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에 내재화하
는 정책이다. 하지만 탄소세 정책은 각 개별 경제주체의 소득수준, 소비 구성,
생산기술,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접근성, 에너지 소비 구성 등에 따라 조세의 귀
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세 시행에 대한 경제 구성원들의 선호
는 극명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탄소세 정책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후변화정책에 대
한 논의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정치 및 사회적 갈등의
깊이가 상당히 깊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서구사회보다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의 역사가 깊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도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 등의 기후변화정
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기후변화정책은 여러 경제적 기
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부문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기후변화정책에 대
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의 큰 방향성은 주로 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서로 선
호가 다른 경제주체(유권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얻기 위해 선거를 통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유권자 그룹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
된다. 그리고 당선된 정치인은 그를 지지한 유권자 그룹이 선호하는 정책을 집
행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의 이론 모형은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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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
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음을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
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
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한다.
모든 정책(혹은 정책의 변화)은 현 상태(status quo)와 비교했을 때 이득을 보
는 주체(승자)와 손해를 보는 주체(패자)를 만든다(Acemoglu 2009). 기후변화
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본 모형의 주요 결과는 높은 탄소세를 선호하는 재생에너
지 경제주체 그룹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탄소세
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경제주체도
탄소세율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정치적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정책은 어느 한 그룹의 선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적 절차에 의해 강한 기후변화정책이 채택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
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저탄소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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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

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
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
3. 소결

이 장에서는 EU 그린딜에서 도입하려 검토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의 구체
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이러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
라와 EU 및 EU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해 본다. 앞서 3장에서는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
소 배출 추이를 분석하고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추정치를 계산
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탄소국경조정이 세계 무역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CGE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EU는 탄소배출량이 많
은 시멘트, 철강 등의 산업분야에 탄소국경조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장에서도 EU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금속, 화학 및 비금속 분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분
석에서는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이들 상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
하여 산업별 무역과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
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있어 왔다. 2008년 EU 집행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재검토하면서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EU 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
치로 ‘탄소관세(carbon tariff)’ 또는 ‘국경세(border tax)’를 고려한 바 있
다176). 금융위기로 경기가 하락하면서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은 경기회복 이후

176) 최현정(2014),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녹색외교: 한국 기후변화 정책의 패러독스」,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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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루어졌으나, EU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이러한
탄소국경세와 WTO 합치성에 대해서도 많은 학문적 논의가 있어 왔다. 그 후
비교적 최근인 2019년 12월 EU 신정부 출범과 함께,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목표를 발표하였다. 2019년 12월 11일 EU 집행위
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
립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규정하였다.177) 유럽 그린딜에서는 EU 회원
국들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치로,
선별된 일부 산업부문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수
입품 가격에 탄소 배출량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EU ETS 제
도 하에서 탄소누출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언
급하였다.178)
2020년 7월에도 EU이사회의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이 경제 및 통상
분야의 정책과제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역내 환경규제로 인한 EU 철강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
한 조치임을 언급하였다.179) 또한 2020년 7월 EU의 차기 장기예산계획에서
세수확보의 수단으로 플라스틱세, 탄소국경조정세, 디지털세를 도입계획을 발
177) European Commission(20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ropean Green Deal, https://eur-lex.
europa.eu/resource.html?uri=cellar:b828d165-1c22-11ea-8c1f-01aa75ed71a1.0002.
02/DOC_1&format=PDF(검색일: 2020. 9. 4).
178) European Commission(20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ropean Green Deal, p. 5, https://
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b828d165-1c22-11ea-8c1f-01aa75ed71a
1.0002.02/DOC_1&format=PDF(검색일: 2020. 9. 4).
179) 「독 경제부, EU순회의장국 우선 정책과제 발표」 (2020. 7. 2), https://www.kita.net/cmmrcInfo
/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
1&nIndex=1&no=1799796&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Cat
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
earchKeyword=(검색일: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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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였고, 특히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제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임
을 언급하였다.180) 동 발표에 따르면, EU는 2023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2021년 상반기까지 탄소국경조정세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EU 탄소국경세는 유럽에서 생산하면서 배출하
는 탄소를 감축하는 것 외에, 유럽에서 소비하며 배출하는 탄소 또한 줄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EU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탄소국경세는 EU에서 상품을 수
입할 때 수출국과 EU 간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세금을
부과181)하는 방식일 것이며,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아닌 수출국 내의 규제 비
용을 고려한 조정(adjustment)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탄소국경조정세’라고도
한다. EU는 이를 유럽 그린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182)로 지칭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public consultation)를 2020년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
지 진행하였다.183) 청취 절차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설
180) KITA 통상뉴스, 2020-07-13, 「EU 2021년부터 플라스틱세, 국경탄소조정세 등 단계적 도입」,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
mercInfoDetail.do?pageIndex=1&nIndex=1&no=1800112&classification=130001&sea
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
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검색일: 2020. 7. 14).
181) KITA Market Report(2020), 「포스트 코로나, EU의 그린경제 가속화와 시사점」, p. 5, https://
www.kita.net/cmmrcInfo/rsrchReprt/ovseaMrktReprt/FileDown.do?nIndex=1&nPost
idx=8575&type=1(검색일: 2020. 8. 27).
182) European Commission(20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European Green Deal, https://eur-lex.
europa.eu/resource.html?uri=cellar:b828d165-1c22-11ea-8c1f-01aa75ed71a1.0002.0
2/DOC_1&format=PDF(검색일: 2020. 9. 4).
183) 주벨기에대사관(2020), 「[환경정책] EU집행위원회,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public consultation) 개시」,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7565/view.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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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실행방안, 제도의 잠재적인 효과,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분야 등을 포함하였다(설문조사 내용은 글상자 5-1 참고).184)
EU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견 청취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1년도 상반
기에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185)

글상자 5-1. CBAM 도입에 대한 의견 청취 설문조사 내용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범위
- 탄소의 직접배출뿐 아니라 간접배출에도 적용
- 최종 생산되어 수입되는 상품뿐 아니라 상품의 가치사슬 전체에 적용
- 완제품, 중간재, 원재료에 대해 각각 차별적으로 적용
- 상품의 국제운송에 따른 탄소배출량 고려
▣ 수입품의 탄소함량 계산 근거
- ETS상의 무상할당에 대한 EU 상품 벤치마크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 직접 배출 산정을 위한 원산지 기준 상품 벤치마크
- 직접 배출 산정을 위한 글로벌 상품 벤치마크
- EU 간접배출 계수
- 원산지 기준 간접배출 계수 (country of origin-specific emission factors to be
defined for indirect emissions)
- 글로벌 간접배출 계수 (global emission factors to be defined for indirect emissions)
- 생산시설에서 활용된 생산 방식을 고려한 직접 및 간접 탄소배출 측정

eq=1300300&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
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page=1(검색일: 2020. 10. 20).
184)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228-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public-consultation_
en(검색일: 2020. 10. 20). 설문지는 주벨기에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https://oversea
s.mofa.go.kr/be-ko/brd/m_7565/view.do?seq=1300300&srchFr=&amp;srchTo=&am
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
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검색일: 2020. 10. 20).
185) 주벨기에대사관(2020), 「[환경정책] EU집행위원회,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public consultation) 개시」,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7565/view.do?s
eq=1300300&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
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
=&page=1(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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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5-1. 계속

- 상품의 공급망을 거쳐 배출된 온실가스의 집적을 추적하는 방법
- 수입업자에게 상품 제조과정 입증 기회 제공
- EU의 “상품 환경발자국 측정 방법”
- EU의 “상품 환경발자국 산정지침”
▣ 수입상품의 탄소함량을 검증하는 방법
-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검증
- 비정기적 감사를 전제로 한 자율검증 허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통상지원센터 실장,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EU의 환경이슈 부각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p.5 참고 2에서 발췌(2020. 10. 30).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자 의견 청취(public consultation) 설문조사에 제시된 방식이 주요한 옵션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탄소 함량이 높은 특정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a border tax or customs duty on selected

carbon intensive products), 둘째 EU ETS를 EU로 수입되는 상품에도 적용
하는 방안(an extension of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to

imports), 셋째 탄소 함량이 높은 특정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EU로 수입되는
제품 및 국내제품 모두에 대해 물품세 또는 부가가치세 형태로 탄소세 부과
(carbon tax (e.g. excise or VAT type) at consumption level on a

selection of products whose production is in sectors that are at risk
of carbon leakage. Under this option, the tax would apply to EU
production, as well as to imports)와 같다.186) 세 가지 방안 모두 특정한
186) 현재는 EU 집행위원회 사이트를 통한 설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나 주벨기에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함(주벨기에대사관(2020), 「[환경정책] EU집행위원회,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public consultation) 개시」, https://overseas.mofa.go.kr/be
-ko/brd/m_7565/view.do?seq=1300300&srchFr=&amp;srchTo=&amp;srchWord=&am
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
ny_cd=&amp;company_nm=&page=1(검색일: 2020. 10. 20)). CBAM의 옵션에 대한 설명은
주벨기에대사관의 온라인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영문 설명은 EU 집행위원회의 설문지(pp.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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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해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전력
등 분야에 우선 적용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7)

표 5-1. CBAM 시행안
구분
탄소관세(carbon tariff)
또는 EU로의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탄소세(carbon tax)

장점

단점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EU 기업의 탄소누출
방지에 기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상

거래제(ETS)를

ETS를 수입품에 적용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적용

근거 규정이 있어 도입 용이

모두에 적용되는
탄소세(carbon tax)

수입품에만 부과할 경우 GATT
제3조에 위반될 수 있음

EU 온실가스배출권

수입품 및 국내제품

탄소누출 분야의 EU 기업에
무상할당을 제공하면서 탄소국경세를

탄소누출 분야의 EU 기업에
무상할당을 제공하면서 수입품에
ETS를 적용할 경우, GATT 제3조에
위반될 수 있음

수입품과 국내제품을 차별하지 않아

세금을 신설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GATT 제3조(내국민대우)에 부합

동의 필요

자료: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정명규 환경관, 전문가 간담회(2020. 11) 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동향
및 대응방향」 발췌 및 저자 수정.

이러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은 탄소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인
한편, 무역상대국에는 보호무역주의 및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은 EU의 탄소국경조
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CBAM 도입 시 러시아의
에너지, 화학 산업을 비롯하여 연료와 석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EU 측에 해당 이슈에 대한 협상을 촉구하였다.188)
에서 발췌함. 설문지에서 또 다른 옵션으로 수입품에 한정하여 ETS 가격을 반영하여 별도 ETS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The obligation to purchase allowances from a specific pool outside
the ETS dedicated to imports, which would mirror the ETS price)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
나 본문에 제시한 3가지 방식이 EU의 정책옵션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어 설명에서 제외하였음.
187) 이천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미 바이든 행정부 기후정책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pp.
3~4,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2020. 11. 19).
188) ｢러시아, EU의 탄소세 도입에 우려 표명｣(2020. 8. 27),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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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인 중국 또한 EU의 CBAM 도입 계획에 대해
일방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로 인식하여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더 부유한 국가가 배출량 감축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 파리협
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189)
EU 산업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나 반대를 표시
하지 않았으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혜택이 없어
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따라서는 원재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190)

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
가.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이 많이 사
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오경수(2015)는 Babiker and Rutherford(2005)에서
개발한 CGE 모형을 사용하여 탄소국경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CGE 분석에 앞서 이 보고서는 2015년 당시 기후체제 아래 우리나라는 의무
제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27).
189) ｢EU, 국경탄소세 도입 추진…중국과 무역갈등 불씨｣(2020. 11. 28), https://www.mk.co.kr/news
/world/view/2019/11/995876/(검색일: 2020. 11.28); “China says CO2 border tax will da
mage global climate change fight”(2019. 11. 2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
limate-change-accord-china-idUSKBN1Y105T(검색일: 2020. 11. 28).
190)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정명규 환경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동향 및 대응방향」,
p. 4, 전문가 간담회(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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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국가들의 탄소누출로 인해 탄소유입국이지만 동시에 탄소를 누출하는 국
가로 전향하는 시점이라고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집약도가 30%가
넘는 업종의 탄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탄소누출 위험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CGE 분석파트에서는 당시 기후변화 국제협상 타결 전이므로 감
축의무 국가군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고(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하에
의무감축 중인 교토의정서 부속서B 국가만 감축, OECD 국가만 감축, OECD
국가와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 감축),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가 탄
소국경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시나리오로
는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배출규제 면제, 환급, 관세 시나리오를 감축목표 달
성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후생 및 수출입 효과를 살펴보았다. 오경수(2015)에
서는 탄소국경조치 정책 옵션 가운데 자국 내 에너지 집약산업의 배출규제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후생손실 및 탄소누출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CGE 모형의 경우 탄소국경세를 관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
우 생산 및 후생 변화의 분석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 영향 분석에 대한 다른 모형으로는 DICE(Dynamic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및 RICE(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와 같은 기
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이 있다. 이러한 통합평가모형은 경제적 분석 모형과 기
후 변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모형이다.191) DICE 모형은 전
지구적 optimization을 푸는 데 비해, RICE 모형은 온실가스의 외부성 존재
하에 각 지역별 optimization을 게임이론의 해(공리주의, Negishi, Nash)를
이용하여 모형화한다. RICE 모형에서 지역구분은 한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타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안영환, 김동구(2017)는 한국을 독립적
인 지역으로 하여 한국형 RICE 모형인 KRICE 모형을 고안한 바 있다. 이 보고
서에서는 위의 세 가지 게임 이론의 해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평균 기온 증
191) 안영환, 김동구(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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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을 검토하고 주요 지역별 탄소배출 제어율을 도출하였다. RICE 모형을 통
해 총산출(GDP) 및 순산출(피해비용과 탄소감축비용을 고려한 산출)을 도출해
내는 등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 모형은 다국간 무역관계를 모형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본 보고서에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나. 자료 및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자료를
통해 3장에서 산출한 관세율 자료를 가지고 EU가 관세 형태로 EU 역내국이 아닌
주요 교역국에 탄소국경조정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제 무역 및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은 GTAP 자료192)를 이용한 연산가능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였다. 국가는 3장에
서와 같이 EU(28) 및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노르웨이, 터키, 러시아, 기타
국가로 분류하였다. 산업은 농축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제조업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나누고 EU가 우선 적용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시
멘트, 철강은 세분하는 반면,193)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통합하였다(표 5-2 참고).
특히 철강 제조업의 경우 제철, 제강 및 합금철의 1차 철강제품(basic iron)과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관 등 금속제품(fabricated metal products)
을 세분하였다.

192) GTAP 데이터베이스 Version 10(기준연도 2014년).
193) EU가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철강, 시멘트, 전력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을 통해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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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산업 분류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산업
농림수산업, 식품제조
석탄 채굴, 원유 및 천연가스 추출
기타 광업
섬유 및 의복
석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포함)
제철, 제강 및 합금철 (1차 철강)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관 (금속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 포함)
비철금속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전기, 전자
기타 기계류
기타 제조업 (가죽, 목공, 종이류 제품 포함)

서비스업

서비스

자료: GTAP 산업분류(https://www.gtap.agecon.purdue.edu/databases/contribute/detailedsector.asp, 검색일:
2020. 11. 19); OECD 산업분류(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by Industry and End-use category(BTDIxE),
https://stats.oecd.org/OECDStat_Metadata/ShowMetadata.ashx?Dataset=BTDIXE_I4&Lang=en(검색
일: 2020. 11. 19); KOSIS 국가통계포털 산업분류표(http://kosis.kr/upsHtml/online/downSrvcFile.do?PUBCO
DE=FE&SEQ=350&FILE_NAME=15020103.pdf, 검색일: 2020. 11. 19).

1차 철강제품은 우선적으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품목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에 대해서는 상품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
출량을 계산하고 검증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
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시나리오로는 EU로 수
입되는 시멘트(비금속 광물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EU로
수입되는 1차 철강(철강 및 합금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시나리오 2)를 주
로 분석하되, 철강 및 이를 가공한 제품인 금속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시나리오 3)를 고려하였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수입되는 시멘트와 1차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조정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시나리오 4)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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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EU 탄소국경세 도입 시 경제적 효과 분석 시나리오
구분

관세 부과 제품

설명

시나리오 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 포함 비금속 광물제품 관세 부과

시나리오 2

1차 철강 제조업

1차 철강 제품에만 관세 부과
철강을 비롯하여 이를 가공한

시나리오 3

1차 철강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제품(fabricated metal product)에 관세

시나리오 4

비금속 광물제품, 1차 철강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1차 철강 제품에 관세 부과

부과

자료: 저자 작성.

시멘트 제품을 포함한 비금속 광물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시나
리오 분석 결과, EU와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교역상대국에서 비금속 광물제품
의 대EU 수출이 0.17~19.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생산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인도, 중국, 러시아는 수출의 감소가 각각 15.16%,
18.48%, 19.84%로 가장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 5.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산업별 생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금속 광물제품 분야에서 0.041% 감소
하게 되는데, 이는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한 대신 다른 제3국으로의 수출이 증
가하는 효과가 포함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을 적용받는 산
업의 경우 생산이 감소하는 대신, 자동차, 비철금속, 기계, 전기 전자 등 다른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4. 주요국의 대EU 산업별 수출 변화(시나리오 1)
(단위: %)

산업
섬유, 의복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노르
웨이

스위스

터키

러시아

0.01

0.05

0.03

0.01

0.00

-0.03

-0.01

-0.02

0.09

0.01

0.01

0.02

0.01

0.01

0.01

0.00

0.00

0.01

0.02

0.01

화학제품

0.03

0.06

0.05

0.03

0.02

-0.01

0.01

0.01

0.08

0.03

1차 철강

0.02

0.05

0.04

0.02

0.02

-0.02

0.01

0.01

0.07

0.02

석탄석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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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단위: %)

산업

한국

금속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0.03

중국

일본

미국

EU

웨이

스위스

터키

0.05

0.03

0.02

-0.02

0.02

0.01

-5.15 -18.48 -15.16

-2.83

-2.82

2.05

-0.17

0.43

비철금속
자동차,
운송장비

0.07

인도

노르

0.10

러시아
0.03

-8.81 -19.84

0.01

0.06

0.02

0.01

0.00

-0.04

-0.01

-0.01

0.07

0.01

0.03

0.06

0.05

0.03

0.02

-0.02

0.01

0.01

0.07

0.03

전기, 전자

0.02

0.06

0.04

0.01

0.01

-0.04

-0.01

-0.01

0.08

0.02

기타 기계류

0.03

0.08

0.05

0.03

0.02

-0.02

0.01

0.01

0.09

0.03

기타 제조업

0.03

0.07

0.05

0.03

0.02

-0.02

0.02

0.01

0.11

0.03

자료: 저자 작성.

표 5-5. 주요국의 산업별 생산 변화(시나리오 1)
(단위: %)

산업
농축수산업

한국
0.000

중국
0.004

인도

일본

0.002

0.000

미국

EU

러시아

0.000

-0.006

0.001

석탄원유가스

0.001

0.004

0.003

0.000

0.000

-0.007

0.001

기타 광업

-0.019

-0.019

-0.004

-0.002

-0.005

0.052

0.002

섬유, 의복

-0.007

0.017

0.005

-0.009

-0.005

-0.028

-0.004

석탄석유제품

-0.001

-0.003

-0.008

-0.001

0.000

0.005

0.002

화학제품

0.001

0.009

0.009

0.001

0.002

-0.014

0.006

1차 철강

0.000

0.006

0.007

0.000

0.000

-0.018

0.002

금속 제품

0.001

0.006

0.004

-0.001

0.000

-0.015

0.003

비금속 광물제품

-0.041

-0.162

-0.188

-0.046

-0.047

0.622

-0.099

비철금속

0.002

0.024

0.015

0.001

0.001

-0.032

0.009

자동차, 운송장비

0.009

0.008

0.01

0.007

0.003

-0.019

0.006

전기, 전자

0.001

0.028

0.006

-0.002

-0.004

-0.038

0.003

기타 기계류

0.001

0.012

0.007

0.001

0.001

-0.018

0.005

기타 제조업

0.000

0.015

0.008

-0.001

-0.001

-0.013

0.002

서비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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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철강 제품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역시 EU 자
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며, 생산당 CO2 배출량이 EU 수준으로 작은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EU로의 수출이 모두 크게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나리오 2
에서 1차 철강의 대EU 수출이 11.71% 감소하게 된다. 생산 단위당 탄소배출
이 적은 일본과 미국은 대EU 철강 수출이 3~4%로 적은 폭으로 감소하여 상대
적으로 조치의 피해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철
강의 수출이 감소하나 철강을 원자재로 한 가공제품인 금속제품의 대 EU 수출
은 0.32%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면서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 다른 산업 분야의 생산이 증가하여 소비자 후생은
소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표 5-6. 주요국의 대EU 산업별 수출 변화(시나리오 2)
(단위: %)

산업

한국

섬유, 의복

인도

일본

미국

EU

노르
웨이

스위스

터키

러시아

0.00

0.02

0.27

-0.04

-0.04

-0.05

0.01

-0.03

0.24

0.45

0.00

0.01

0.04

0.00

0.00

0.00

0.01

0.00

0.03

0.08

0.03

0.04

0.21

-0.01

0.00

-0.02

0.04

-0.01

0.18

0.26

-11.71 -22.80 -35.68

석탄석유
제품
화학제품
1차 철강

중국

-3.73

-4.25

2.66

-2.07

0.32

0.35

0.53

0.28

0.29

-0.07

0.31

0.25

0.48

0.79

0.06

0.08

0.22

0.03

0.03

0.00

0.07

0.03

0.24

0.38

0.07

0.11

0.28

0.03

0.04

-0.04

0.08

0.03

0.26

0.62

0.08

0.10

0.28

0.04

0.06

-0.05

0.07

0.03

0.18

0.43

전기, 전자

0.05

0.07

0.29

0.00

0.02

-0.08

0.05

0.00

0.22

0.61

기타 기계류

0.19

0.21

0.44

0.14

0.15

-0.08

0.18

0.11

0.32

0.73

기타 제조업

0.04

0.06

0.27

-0.01

0.01

-0.03

0.06

-0.01

0.25

0.51

금속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비철금속
자동차,
운송장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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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7.46 -23.91

표 5-7. 주요국의 산업별 생산 변화(시나리오 2)
(단위: %)

산업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러시아

농축수산업

0.00

0.003

0.018

-0.003

-0.003

-0.006

0.051

석탄원유가스

-0.02

-0.009

0.019

-0.032

-0.01

-0.028

0.039

기타 광업

-0.019

-0.047

-0.145

-0.016

0.00

0.056

0.155

섬유, 의복

-0.005

0.005

0.084

-0.025

-0.012

-0.039

0.148

석탄석유제품

-0.006

-0.017

-0.013

0.00

0.00

0.012

0.014

화학제품

0.015

0.013

0.092

-0.008

-0.005

-0.021

0.108

1차 철강

-0.253

-0.136

-0.861

-0.015

-0.018

1.209

-1.843

금속 제품

0.025

0.025

0.018

0.005

0.008

-0.054

0.105

비금속 광물제품

-0.003

0.00

0.012

-0.007

-0.002

0.001

0.032

비철금속

0.007

0.022

0.063

-0.018

-0.003

-0.063

0.301

자동차, 운송장비

0.032

0.016

0.067

0.005

0.009

-0.056

0.154

전기, 전자

0.022

0.031

0.094

-0.016

-0.002

-0.073

0.204

기타 기계류

0.04

0.027

0.075

0.015

0.017

-0.09

0.148

기타 제조업

0.004

0.012

0.081

-0.008

-0.004

-0.024

0.133

서비스

-0.001

0.00

-0.003

0.001

0.00

0.002

-0.003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 3에서는 1차 철강 및 금속제품 제조업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을 적
용하였고 시나리오 4에서는 1차 철강과 비금속 광물제품에 적용하였으며, 역
시 위의 시나리오와 같이 관세를 부과한 섹터에 대해 스위스를 제외한 EU 교역
국의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부표 참고).
시나리오 4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변화를 살펴보면,
EU로의 철강 수출이 감소한 대신 중국, 일본, 미국, 스위스로 수출이 증가할 것
으로 나타난다. 비금속 광물제품 수출 또한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일본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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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우리나라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 변화(시나리오 4)
(단위: %)

산업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농축수산업

-0.01

-0.07

0.02

0.02

0.05

-0.05

-0.07

-0.03

0.01

기타 광업

-0.08

0.02

-0.01

섬유, 의복

-0.02

-0.14

-0.02
0.01

석탄원유
가스

석탄석유
제품
화학제품

노르

스위스

터키

러시아

0.02

0.04

-0.09

-0.11

0.01

-0.04

0.02

-0.06

-0.07

0.00

0.29

0.02

0.19

-0.32

0.11

-0.03

-0.01

0.00

0.01

0.05

-0.03

-0.11

-0.06

0.00

0.00

0.01

-0.02

0.01

-0.06

-0.05

0.00

0.03

0.04

0.06

0.06

0.06

0.04

-0.06

웨이

1차 철강

0.02

-0.07

0.03

0.08 -11.69

0.24

0.67

-0.06

-0.44

금속 제품

0.06

-0.09

0.04

0.06

0.35

0.28

0.30

0.06

-0.02

-0.03

-0.11

0.02

0.03

-5.09

0.12

0.15

-0.15

-0.10

0.01

-0.11

0.00

0.03

0.08

0.02

0.05

0.07

-0.16

0.04

-0.05

0.07

0.06

0.11

0.09

0.13

0.09

-0.02

전기, 전자

0.04

-0.06

0.01

0.01

0.07

0.12

0.09

0.04

-0.11

기타 기계류

0.03

-0.06

0.05

0.07

0.22

0.19

0.24

0.11

-0.05

기타 제조업

-0.02

-0.09

0.02

0.01

0.07

0.06

0.08

-0.07

-0.15

비금속
광물제품
비철금속
자동차,
운송장비

자료: 저자 작성.

시나리오별 각국의 소비자 후생 변화 결과는 탄소국경조정 관세 부과시 EU
역내 거래 및 생산이 증가하면서 EU 국가의 소비자 후생이 크게 증가하고, 단
위생산당 탄소배출량이 작은 일본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
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나리오 1, 3, 4에서 전체적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후생이 감소하나, 1차 철강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2에서 소비자 후생
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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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시나리오별 각국의 소비자 후생 변화
(단위: 억 달러)

국가

시멘트

철강

철강, 금속제품

시멘트, 철강

한국

-0.796

0.663

-19.703

-0.126

중국

-268.770

-227.633

-1169.510

-496.610

인도

-36.353

-233.648

-481.410

-270.110

일본

-0.975

75.149

107.494

74.201

미국

5.907

56.847

140.240

62.810

EU

179.933

639.908

1252.275

820.323

노르웨이

-3.910

-28.173

-50.112

-32.089

스위스

-7.008

-11.488

-34.156

-18.497

터키

-38.818

-140.510

-271.350

-179.434

러시아

-8.184

-158.420

-199.975

-166.638

자료: 저자 작성.

3. 소결
이 장에서는 EU 그린딜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살펴보았
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
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
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
세 번째 안은 EU ETS를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안이다. 세
가지 안 모두 WTO 통상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시행 상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설하고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EU의 권한이 아닌 점, 두 번째 안은 보호무역적 조치로 받아들
여져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세 번째 안 또한 상대국이 EU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할 경우 기업에 이중부담이 되는 점 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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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의 주요 무
역국의 무역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았다. 분석모형
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
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본 분석에서는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
물제품 제조업과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
았다. 철강 제품의 경우 이를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
로 나누어 각각에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생산이 크게 증
가하고, 생산당 탄소 배출량이 낮은 스위스를 제외한 무역 상대국의 대EU 수출
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다만 일반균형 모형에
서는 해당 산업의 대EU 수출이 감소하는 대신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
른 산업의 대EU 수출이 증가하고 다른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의
감소는 이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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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1. 주요국의 대EU 산업별 수출 변화(시나리오 3)
(단위: %)

산업

한국

섬유, 의복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노르
웨이

스위스

터키

러시아

0.04

0.20

0.50

-0.03

-0.06

-0.18

-0.01

-0.10

0.54

0.47

0.01

0.04

0.08

0.00

-0.01

-0.01

0.01

0.00

0.06

0.08

0.13

0.26

0.44

0.05

0.05

-0.07

0.09

0.01

0.44

0.34

1차 철강 -11.36 -22.42 -35.35

-3.39

-3.91

2.90

-1.74

2.34 -17.01 -23.62

금속 제품 -14.45 -27.23 -42.62

-4.36

-5.01

3.63

-2.41

2.72 -21.31 -28.74

석탄석유
제품
화학제품

비금속

0.17

0.30

0.43

0.10

0.10

-0.03

0.14

0.08

0.56

0.48

0.31

0.51

0.67

0.23

0.23

0.03

0.26

0.18

0.70

0.85

0.23

0.36

0.57

0.15

0.15

-0.13

0.15

0.09

0.43

0.54

전기, 전자

0.15

0.30

0.54

0.05

0.05

-0.25

0.06

-0.02

0.51

0.68

기타
기계류

0.41

0.58

0.84

0.30

0.31

-0.17

0.32

0.22

0.72

0.92

기타
제조업

0.17

0.32

0.57

0.06

0.07

-0.11

0.12

0.03

0.62

0.61

광물제품
비철금속
자동차,
운송장비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2. 주요국의 산업별 생산 변화(시나리오 3)
(단위: %)

산업

한국

중국
0.018

인도

일본

미국

EU

러시아

0.034

-0.003

-0.005

-0.027

0.053

농축수산업

0.004

석탄원유가스

-0.014

0.015

0.06

-0.039

-0.013

-0.052

0.039

기타 광업

-0.022

-0.077

-0.222

-0.032

-0.006

0.039

0.165

섬유, 의복

-0.019

0.071

0.14

-0.068

-0.037

-0.152

0.127

석탄석유제품

-0.004

-0.024

-0.007

-0.002

0.001

0.005

0.018

화학제품

0.029

0.058

0.163

-0.009

-0.005

-0.073

0.132

1차 철강

-0.287

-0.227

-0.938

-0.035

-0.032

1.361

-1.848

금속 제품

-0.242

-0.64

-0.905

-0.063

-0.039

1.071

-0.325

비금속 광물제품

-0.001

0.008

0.022

-0.015

-0.006

-0.015

0.033

비철금속

-0.01

0.026

0.028

-0.035

-0.009

-0.064

0.324

자동차, 운송장비

0.092

0.052

0.13

0.031

0.024

-0.145

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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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2. 계속
(단위: %)

산업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러시아

전기, 전자

0.047

0.132

0.149

-0.036

-0.023

-0.221

0.212

기타 기계류

0.075

0.068

0.113

0.025

0.028

-0.189

0.177

기타 제조업

0.008

0.074

0.15

-0.013

-0.008

-0.08

0.138

0

-0.002

-0.002

0.002

0.001

-0.003

-0.002

서비스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3. 주요국의 대EU 산업별 수출 변화(시나리오 4)
(단위: %)

산업

한국

섬유,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노르
웨이

스위스

터키

러시아

0.00

0.07

0.30

-0.03

-0.04

-0.08

0.01

-0.05

0.33

0.46

0.01

0.03

0.06

0.01

0.00

0.01

0.01

0.01

0.05

0.09

0.06

0.11

0.26

0.02

0.02

-0.03

0.05

0.01

0.26

0.29

1차 철강 -11.69 -22.76 -35.66

-3.71

-4.23

2.65

-2.06

0.58

0.30

0.31

-0.09

0.33

0.27

-5.09 -18.41 -14.97

-2.80

-2.78

2.05

-0.10

0.47

의복
석탄석유
제품
화학제품

금속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0.35

비철금속
자동차,
운송장비
전기,
전자
기타
기계류
기타
제조업

0.42

2.01 -17.40 -23.89
0.57

0.83

-8.59 -19.54

0.08

0.16

0.31

0.04

0.04

-0.08

0.08

0.02

0.34

0.63

0.11

0.16

0.32

0.07

0.08

-0.07

0.09

0.05

0.24

0.45

0.07

0.13

0.32

0.02

0.03

-0.12

0.05

-0.01

0.30

0.63

0.22

0.29

0.49

0.16

0.18

-0.10

0.19

0.13

0.41

0.76

0.07

0.13

0.32

0.02

0.03

-0.05

0.07

0.01

0.36

0.54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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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4. 주요국의 산업별 생산 변화(시나리오 4)
(단위: %)

산업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러시아

농축수산업

0.00

0.00

0.02

0.00

0.00

-0.01

0.05

석탄원유가스

-0.02

-0.01

0.02

-0.03

-0.01

-0.03

0.04

기타 광업

-0.02

-0.05

-0.15

-0.02

0.00

0.06

0.16

섬유, 의복

-0.01

0.01

0.08

-0.03

-0.01

-0.04

0.15

석탄석유제품

-0.01

-0.02

-0.01

0.00

0.00

0.01

0.01

화학제품

0.02

0.01

0.09

-0.01

-0.01

-0.02

0.11

1차 철강

-0.25

-0.14

-0.86

-0.02

-0.02

1.21

-1.84

금속 제품

0.03

0.03

0.02

0.01

0.01

-0.05

0.11

비금속 광물제품

0.00

0.00

0.01

-0.01

0.00

0.00

0.03

비철금속

0.01

0.02

0.06

-0.02

0.00

-0.06

0.30

자동차, 운송장비

0.03

0.02

0.07

0.01

0.01

-0.06

0.15

전기, 전자

0.02

0.03

0.09

-0.02

0.00

-0.07

0.20

기타 기계류

0.04

0.03

0.08

0.02

0.02

-0.09

0.15

기타 제조업

0.00

0.01

0.08

-0.01

0.00

-0.02

0.13

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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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을 분석하고, 향후 탄소국경세를
통해 EU가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강화할 경우를 감안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온
실가스 감축 노력은 사실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
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장
에서는 앞서 분석한 주요 연구 내용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
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기존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국
경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1. 요약 및 시사점
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온실가
스 감축 정책을 살펴보았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 및 탄소
중립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 파리협정의 당사국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또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과 미국 대선
에서도 탄소중립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며 온
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관한 논의가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주요국은 코
로나19 극복을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마련
함으로써 자원활용과 경제개발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
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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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국은 석탄발전 규제에 대해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경기회복
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
으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EU를 제외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실제 감축 경로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
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향후 국제사회가 보다 강화된 수준의 감축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과 정책의 일관성,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체계
적인 모니터링, 국제협력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본 후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2015년 EU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억 톤(CO2)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로
부터 순수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4,821만 톤(CO2)을 전 세계로 순
수출하였다. 만약 EU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한다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역외 파트너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최대 규모의 과세액(약 119억
1,344만 달러)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
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적으로 주요국의 관세율 추정치는 대체로 수입규모가 큰 분야(기계 및
장비류 등)보다 수입액 대비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배출 집
약도가 높은 금속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직 EU가 어떻게 탄소국경세를 운
영할지 결정된 바는 없으나, 탄소 관세 또는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
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 분야별 교역규모, 이산화탄소 배출
량, 배출 집약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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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기업이 대응방안을 마련ㆍ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로 선진국들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는 만큼 EU 외 국가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시장 기반의 정책
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기후변
화로 인한 피해)을 개별 경제주체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에 내재화하는 정책이
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시행에 대한 경제구성원들의 선호는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다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정치 및 사회적 갈등의 깊이가 상당히 깊다. 이러
한 맥락에서 제4장의 이론 모형은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
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
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음을 가정했
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
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
시경제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
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먼저 EU 그린딜에서 제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살펴보았다.
최근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고,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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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 세
번째 안은 EU ETS를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안이다.
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의 주요 교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
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
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
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
아의 경우 대EU 수출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단기 및
중기 차원의 목표를 토대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왔다. 2015년 파기기후협정
이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과 2019년에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2018년 7월에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
한 기본로드맵 수정안」 등을 통해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으나,194) 장기 목표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1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실가스 감축,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
do?newsId=148867400(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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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
임을 선언하였다. 특히 2020년은 우리나라 정부가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위의 장기 목표 및 전략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역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취약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 지원
국제사회는 탄소가격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
이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최근 EU,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
다는 점은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EU가
최근 탄소국경세(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원국뿐 아
니라 교역대상국의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수입으로 인해 위축된 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
탄소를 순수입하는 국가는 주로 선진국이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EU뿐 아
니라 그 외 선진국도 이러한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 추세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동향에 주목하며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를 시정함으로써 경제 구성원
전반에 이득이 되는 정책 수단이나, 생산기술 수준,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탄력
성 등에 따라 후생의 변화(조세의 귀착)가 분야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이러한 조세 부담을 크게 느
끼게 될 것이다. 일례로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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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및 항공 운송 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날 것이다.195) 국가간 교역에서도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일부 산업이 어
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가 가정한 바와 같이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한다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산화
탄소를 다량으로 순수입하는 분야(기계 및 장비류 등)와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
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실제 EU가 탄소국경세를 우선 적용할 품목으로 예상되는 1차 철강제품에
만 부과하거나(시나리오 2) 시멘트를 포함한 비금속 광물제품에만 부과하는 경
우(시나리오 1) 해당 제품의 대EU 수출이 각각 11.71%, 5.1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산업이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을 산업계 및 연관 부문과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해야 하
며, 이를 토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
기 쉬운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원
방안은 취약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전환하는 선
택을 더욱 쉽게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세제 혜택 제공, 수소 충전 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럽의 사례처럼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고 있
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196)
195) 본고의 4장에서 분석한 이론 모형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소세 정책에 대한 선호가 다른 두 경제주체
의 그룹을 상정했다. 본 모형은 한국 사회처럼 선거를 통해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를 가정했으며, 정치경제 모형 내에서 두 경제주체 그룹 간의 선거를 통한 경쟁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탄소세 정책에 관한 정치경제균형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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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탄소 기술혁신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가격제 정책과 더불어 필요한 정부의 시장 개입
은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다.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등의 저탄
소 기술 개발은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미래에 이용 가능
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 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며,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늦을수록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늦어지며 미래에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주도(private
initiative)의 기술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실행 가능

그림 6-1. 최적의 제도설계

자료: Aghion, Hemous, Veugelers(2009), p. 4.

196) 문진영 외(2020),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p. 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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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profit tax) 부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탄소가격제 정책과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기후변화정책 설계
의 핵심이다. 탄소가격제 정책과 기술 혁신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으로 민간 부문의 새로운 저탄소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그림 6-1 참고).197)
저탄소 기술이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기술보다 더 나은 생산성을 갖추기 시
작한다면, 민간 부문의 저탄소 기술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고, 더욱 발전된
저탄소 기술 개발은 경제성장을 그대로 유지, 혹은 더욱 촉진하며 기후변화 현
상 자체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모니터링 및 대응
EU 등 주요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수입
규제를 도입한다면, 그 영향은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러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교역에 내재된 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미 탄소국경세 도입을 선언한 EU에
대해서는 EU 차원 및 개별 회원국 차원으로도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사전에 효과
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EU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외
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도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

197) Aghion, Hemous, and Veugeler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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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편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EU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 통계 구축, 영향력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국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EU의 탄소국경제도 논의는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 목표가 있기는 하나, 자국 기업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우리가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 및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EU의 탄소국경조정에 대응하여 우리도 유사하게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포지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을 기
본적으로 자국과 수입국의 탄소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조치라고 할때, 일
국이 탄소국경조정을 도입한다면, 상대국도 탄소국경조정을 도입하고 같은 수
준으로 국내 탄소세를 상향하거나 ETS 유상할당을 증가시키는 등 규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대응방법일 수 있다. Hong et al.(2019)에서는 양국간 게
임 이론 모형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오염이 있을 때, 모든 국가가 탄소국경조
정(BCA)을 채택하는 것이 약우월전략(weakly dominant strategy)임을 보
였다. Hong et al.(2019)는 한 국가만 탄소국경조정을 채택할 경우 이는 차선
(second best)의 결과를 달성하며, 다른 국가의 탄소세를 높여 환경 규제를 강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를 제시하였으며198)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
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 환경 규범
198) Joe Biden.com,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검색일: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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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미국 내 연방차원의 탄소세
또는 ETS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서둘러 탄소조정세 계획을 공표한 것은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 안보와 연관시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199)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
가 있으므로 탄소조정세 부과에 232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처럼 상호 관세보복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
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무역상대국들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라. 민간의 자발적 감축과 지속가능한 투자 강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의 기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같은 행위자의
기후행동이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계, 특히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탄소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에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
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
하는 데에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199) 이천기, 전문가 간담회(2020. 11. 19) 논의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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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
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선도적으로 기술혁신
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
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현 상태를 유지할 때
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우의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
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
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기업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ㆍ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선택이 아닌 필수적
인 사항으로 권고하는 추세이다. EU는 2021년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
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200) EU는
2018년부터 500인 이상의 역내 기업에 ESG 관련 정보와 ESG 리스크 대응방
안 공시를 의무화하였고, 최근엔 ESG를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금융분류체계’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201)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까지 적용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환경ㆍ사회정보 공개 지침을 2020년 안에 제시
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를 촉진하고, 단계적으로 공개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2) 따라서 우리 기업 및 금융사들도 단순히 비재

200)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
-finance/sustainability-related-disclosure-financial-services-sector_en(검색일: 2020. 11. 20).
201) “EU, 내년부터 금융사 ESG 공시 의무화…조건 미달땐 영업 못해”. 2020. https://www.hankyung.
com/economy/article/2020101201121(검색일: 2020. 11. 20).
202) 금융위원회(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p. 12, https://www.fsc.go.kr/do
wnManager?bbsid=BBS0030&no=156970(검색일: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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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정보에 대한 연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ESG 기준, 특
히 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마.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의 문제는 개별 사업체나 국가 단위에서 관여하고 있
으나, 온실가스는 결과적으로 대기권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경을 초월
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서의 관련 규제가 심해지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나 지역으로 고배출 시설이 이전하게 되는 탄소
누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
해서는 배출량이 많거나 감축 속도가 더딘 국가가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
록 초국가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정책과
제로서의 국제협력은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이며
정부와 민간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또한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
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
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
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취약산업에 대한 대응 및 지원 제도, 에너지 믹스 전환
에 대한 정책, 탄소가격제에 대한 벤치마킹, 국민 공감대 조성과 여론 수렴절차
등에 대한 정보나 사례를 교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이나 배출
량이 많은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기술, 인력, 역량배양 차원의 지
원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
야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UNFCCC, GCF 등 기후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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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G20이나 보다 포괄적인 다자 협의체계에서 온실가
스 감축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사용이
나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인 연대를 조직
하여 필요한 정보, 기술, 인력의 교류를 진행하고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
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 투자, 비재무적 정보 공시,
녹색채권 등의 분야에서도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제 표준이나 기준
에 준하는 투자활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제는 다양한
학제간 분석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하는바, 우리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감축
주체들에게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과 폭넓은 연
구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국제 시민단체 네트워크와의 교류
와 협력을 토대로 우리 기업, 지자체,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 목표와 이행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설계와 실행과정에 보다 적극 참여
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
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 탄소국경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는 제약이 있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가장 최신 자료가 2015년이고, 산업 구분이 품목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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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각국의 변화되는 경제산업 구조를 엄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 탄소국경세가 민주당의 공약대로 2025년에 이행된다
면, EU 외 주요 경제권에서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추후 탄소국경세(안)가 제시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
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는 각 경제주체의 활동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에 대해 가격(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책이다.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학계는 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 연구로서 탄소 배
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험적 형태의 정책 시행을 통한 데
이터 수집 및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
용(social cost of carbon)에 대한 엄밀하고 과학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미국
은 민간 및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소속 과학자와 전문
가들이 연구 협력하는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를 통해 4년 주기로 기후변화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
로 연구하여 행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탄소배출의 사회
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적 형태의 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의 효과와 조세의 귀착에 대한 데
이터를 수집하여 본격적인 탄소가격제 정책 시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탄소
가격제는 조세의 귀착 효과로 인해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탄
소가격제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생산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조세의 귀착에 의
해 탄소가격제 부담의 일정 부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정책적 실험을 통해 탄소가격제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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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고, 탄소가격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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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주요국의 대세계 교역에서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Tim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NONOECD:
Non-OECD
economies and

2134.643 2275.187 2200.622 2066.551 1603.789 1750.938 1860.645 1713.908 1645.697 1660.115

1581.05

aggregates
CHN: China
(People’s Republic

1217.46 1492.567 1670.678 1599.072

1217.29 1431.766 1536.473 1564.816

1539.16 1483.987 1308.842

396.901

371.023

306.847

309.999

235.286

207.402

IND: India

59.288

54.833

33.994

68.515

91.496

77.753

48.718

82.684

169.499

171.529

124.153

ZAF: South Africa

74.481

71.517

83.489

103.049

75.533

97.749

95.302

89.103

94.51

110.062

100.552

TWN: Chinese Taipei

34.535

36.877

53.65

45.755

49.538

53.071

50.367

52.791

52.355

51.633

57.159

SGP: Singapore

22.875

33.94

37.432

33.793

46.336

49.988

53.813

46.58

51.351

53.984

52.496

-36.763

-52.324

-53.693

-21.092

35.203

34.23

15.72

42.302

41.806

40.219

48.207

of)
RUS: Russian
Federation

KOR: Korea
KAZ: Kazakhstan

301.508

316.777

313.695

232.785

320.738

56.755

61.597

64.818

88.57

60.178

74.308

84.994

71.367

68.814

67.117

46.252

MYS: Malaysia

45.66

48.805

51.242

57.118

41.026

37.192

35.356

25.597

21.927

25.574

28.571

THA: Thailand

14.587

20.061

25.554

15.261

22.775

9.837

0.336

0.089

4.232

16.68

28.351

3.98

2.876

-3.243

-2.727

2.151

5.42

9.252

11.295

10.345

15.751

20.783

CAN: Canada

16.25

-6.091

-0.926

-13.198

-1.949

-14.659

-14.138

-10.245

-5.099

-4.811

9.848

POL: Poland

22.07

20.996

11.039

-7.276

3.995

-0.297

-1.227

4.358

9.615

3.152

9.558
8.718

VNM: Viet Nam

BGR: Bulgaria

7.706

5.657

4.737

2.63

3.173

7.964

10.698

8.388

7.363

7.435

CZE: Czech Republic

13.321

11.619

10.323

5.203

7.285

2.89

2.037

6.942

5.392

5.254

7.282

IRL: Ireland

-2.022

-3.827

-6.527

-5.697

-2.534

0.056

3.613

3.965

4.035

2.866

6.217

DNK: Denmark
GRC: Greece
NLD: Netherlands
HUN: Hungary

7.091

15.722

15.662

15.62

2.728

10.545

13.338

13.141

7.929

4.342

5.603

-9.853

-18.549

-25.07

-19.497

-17.202

-13.082

-6.691

-1.63

0.408

1.114

3.581

-4.92

-8.241

-14.705

-9.052

-5.846

-3.048

-1.703

5.382

4.822

6.853

2.573

-5.966

-3.661

-3.809

-3.905

-1.011

-0.558

1.127

2.027

1.634

1.409

2.493
2.32

EST: Estonia

1.275

0.116

2.197

1.53

2.459

4.281

3.443

2.598

3.546

2.9

ISL: Iceland

-0.354

-0.969

-0.642

0.121

1.267

1.168

0.959

1.043

1.233

1.171

1.3

MLT: Malta

0.618

0.526

0.709

0.954

0.616

0.651

0.418

0.828

0.684

0.75

0.513
0.312

BRN: Brunei

1.067

1.833

1.222

2.206

1.884

2.131

2.027

1.509

0.808

1.844

WLD: World

0

0

0

0

0

0

0

0

0

0

0

CYP: Cyprus

-0.478

-0.58

-0.606

-3.639

-2.417

-1.338

-0.837

-0.375

-0.404

-0.574

-0.567

LUX: Luxembourg

-0.792

Darussalam

-0.319

0.074

-0.063

0.148

0.315

0.475

-0.005

0.232

-0.182

-0.219

SVN: Slovenia

-2.05

-2.158

-3.037

-3.664

-2.147

-2.026

-1.56

-0.886

-0.795

-1.525

-1.105

SVK: Slovak Republic

3.568

2.231

-1.626

-2.735

-3.679

-1.988

-4.059

-1.305

0.862

-0.589

-1.518
-1.522

ROU: Romania

5.46

0.959

-7.88

-14.065

-6.451

-4.996

-2.626

-0.226

0.168

-0.388

TUN: Tunisia

-0.047

0.324

-0.003

-0.92

-0.754

-0.126

-1.185

-1.319

-1.344

-1.691

-1.616

HRV: Croatia

-5.565

-6.468

-6.405

-6.753

-5.284

-4.082

-3.717

-2.779

-3.345

-1.85

-1.911

PRT: Portugal

-13.47

-13.449

-13.72

-15.107

-9.199

-11.547

-8.301

-5.048

-2.39

-3.783

-1.919

LVA: Latvia

-3.132

-4.135

-4.836

-4.459

-2.131

-2.314

-3.075

-2.364

-2.461

-2.234

-2.074

CHL: Chile

0.084

-1.46

0.128

-3.535

1.882

-4.517

-6.889

-10.613

-9.892

-7.628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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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KHM: Cambodia

-3.127

-3.259

-3.242

-2.972

-2.829

-2.824

-3.295

-3.379

-3.672

-3.996

-3.769

LTU: Lithuania

-4.257

-5.192

-5.717

-5.957

-3.029

-3.414

-4.402

-3.44

-3.574

-4.116

-3.926

IDN: Indonesia

39.336

30.533

21.535

-1.61

12.332

-10.722

-19.587

-33.339

-35.171

-19.337

-5.297

CRI: Costa Rica

-2.784

-3.261

-3.769

-4.559

-2.952

-3.689

-4.727

-4.674

-4.622

-4.914

-5.533

FIN: Finland

-6.939

-2.475

-3.554

-7.166

-7.596

-2.65

-4.636

-6.552

-5.527

-7.56

-6.964

NOR: Norway

-6.127

-7.188

-12.26

-10.785

-6.968

-11.262

-14.78

-10.811

-12.076

-10.832

-7.266

MAR: Morocco

-3.869

-2.784

-5.406

-7.752

-7.229

-5.993

-5.201

-5.788

-6.584

-5.935

-7.325

NZL: New Zealand

-9.88

-8.16

-9.753

-8.114

-4.809

-6.97

-8.52

-8.135

-9.883

-10.027

-9.161

BRA: Brazil

8.772

-5.876

-22.494

-50.004

-44.954

-76.655

-84.902

-77.646

-80.71

-70.035

-13.256

PER: Peru

-2.617

-2.751

-4.631

-9.996

-5.057

-9.069

-9.924

-13.085

-15.187

-13.43

-14.552

COL: Colombia

-7.253

-9.857

-14.198

-16.846

-9.883

-14.621

-19.78

-22.569

-20.527

-21.028

-14.587

BEL: Belgium

-12.419

-11.542

-14.555

-19.221

-19.831

-12.738

-18.875

-15.366

-15.638

-16.785

-15.943

ISR: Israel

-16.023

-10.582

-15.733

-16.668

-12.867

-16.302

-20.836

-19.213

-18.766

-19.452

-17.146

AUT: Austria

-20.028

-22.207

-22.833

-21.137

-22.504

-20.089

-22.151

-20.693

-20.156

-20.407

-19.48

11.042

7.987

1.533

-0.045

4.839

-5.804

-13.368

-13.542

-20.488

-14.589

-20.948

ARG: Argentina
PHL: Philippines
SWE: Sweden
ESP: Spain

-2.583

-4.721

-5.009

-8.764

-8.213

-11.01

-14.353

-14.228

-17.983

-18.606

-24.079

-24.803

-29.568

-32.355

-30.637

-22.811

-28.785

-32.707

-31.196

-30.988

-28.77

-26.234

-59.54

-76.456

-86.223

-80.073

-49.531

-52.983

-44.331

-23.221

-27.05

-32.256

-32.117

MEX: Mexico

-26.313

-31.986

-36.287

-37.846

-10.131

-22.932

-26.181

-28.022

-32.891

-42.33

-32.626

AUS: Australia

-36.095

-33.178

-43.916

-40.098

-25.63

-45.762

-51.464

-71.068

-52.214

-36.771

-33.331

-11.998

-16.87

-16.53

-9.997

-8.647

-13.952

-17.653

-28.856

-35.506

-39.814

-33.578

TUR: Turkey

-54.989

-57.024

-61.302

-60.334

-26.277

-56.47

-68.689

-47.602

-71.372

-48.573

-38.925

CHE: Switzerland

-38.507

-40.587

-40.84

-40.992

-44.658

-43.158

-50.671

-47.772

-47.592

-44.671

-48.831

SAU: Saudi Arabia

20.591

9.482

-11.792

-32.329

-27.366

-27.082

-20.333

-31.251

-26.506

-54.139

-55.027

ITA: Italy

-117.241 -130.921 -135.614 -130.773 -105.669 -110.571

-106.47

-74.692

-75.072

-77.784

-75.838

DEU: Germany

-122.754 -128.008 -125.786 -132.137

-120.85 -126.643 -138.704

-96.101

-96.888 -105.476

-84.608

FRA: France

-149.359

HKG: Hong Kong,
China

GBR: United
Kingdom
JPN: Japan
ROW: Rest of the
World
EU28: European
Union (28 countries)
USA: United States
OECD: OECD
member countries

-155.05

-171.03 -172.096 -149.049 -149.646 -159.151 -135.733 -135.664 -140.386 -131.613

-165.251 -177.593 -185.261 -148.154 -118.367 -129.468 -126.165 -125.498 -128.682 -143.583 -142.519
-279.38 -262.039 -211.994 -250.714 -201.097 -217.146 -266.427 -280.998 -226.249 -212.979 -158.236
153.847

80.219

-51.61

-78.902 -203.345 -221.708 -159.316 -223.368 -310.874 -308.691 -312.822

-669.253 -742.179 -826.543 -817.114 -656.565 -655.401 -656.715 -499.243

-502.36

-552.21 -501.794

-969.55 -1021.33 -896.305 -767.054 -661.553 -693.556 -688.077 -717.694 -695.874 -705.847 -785.334
-2134.64 -2275.19 -2200.62 -2066.55 -1603.79 -1750.94 -1860.65 -1713.91

-1645.7 -1660.12 -1581.05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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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주요국의 대EU 교역에서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Time
CHN: China (People’s
Republic of)
RUS: Russian
Federation
IND: India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57.185 304.208 385.095 367.082 283.845 322.594 325.355 286.434 281.308 294.106 256.052

176.368 178.803 167.348 148.651 139.513 149.303 152.489 116.019 116.974 124.006 151.918
25.19

28.848

34.715

42.825

41.495

42.195

39.148

37.122

51.003

57.008

45.697

KAZ: Kazakhstan

40.534

49.55

44.085

47.672

39.017

45.876

48.826

41.918

41.052

39.5

38.824

POL: Poland

35.164

37.767

35.416

21.804

23.812

22.4

25.836

23.744

27.444

28.634

32.333

NLD: Netherlands

24.342

23.26

23.5

23.946

21.304

22.48

24.066

22.837

23.39

24.505

24.063

CZE: Czech Republic

21.826

21.627

21.888

20.11

20.124

18.623

19.509

17.824

15.869

16.657

18.381

ZAF: South Africa

23.438

25.383

26.491

28.866

18.724

20.447

17.943

14.986

14.536

19.156

17.45

0.432

8.863

11.637

9.604

13.845

3.238

1.479

1.182

-1.069

7.114

12.255

TUR: Turkey
VNM: Viet Nam

6.573

7.359

9.302

10.262

8.483

8.399

10.055

8.635

8.735

11.125

11.896

11.312

10.724

13.679

12.95

11.048

8.751

8.537

7.68

8.943

10.831

10.438

KOR: Korea

16.07

21.891

21.148

28.294

25.552

23.718

19.513

13.1

10.452

11.72

9.774

SGP: Singapore

6.341

7.769

10.468

10.713

11.181

10.296

8.567

8.877

9.293

11.147

9.24

10.736

12.103

14.812

12.295

11.009

13.595

13.649

13.002

10.545

9.254

8.273
7.975

THA: Thailand

SVK: Slovak Republic
ESP: Spain

7.14

1.568

-0.206

3.543

2.847

3.749

8.963

14.071

12.286

10.955

BGR: Bulgaria

6.433

7.359

8.41

7.522

6.206

7.123

7.84

5.739

5.483

6.452

7.457

TWN: Chinese Taipei

9.761

12.691

15.401

13.625

9.382

10.99

10.489

8.482

8.126

8.986

6.574

11.557

10.899

13.643

12.166

9.066

8.446

7.058

5.662

5.098

6.099

6.378

4.403

3.203

3.559

-0.141

2.078

4.138

3.506

4.105

4.937

5.21

5.379

IDN: Indonesia

12.305

9.714

9.667

8.904

7.418

5.345

5.631

4.343

3.32

5.386

4.332

HUN: Hungary

5.687

6.169

6.552

6.025

7.004

8.159

8.326

5.879

5.692

4.93

4.31

BEL: Belgium

11.323

12.728

11.049

8.252

3.56

5.174

3.133

1.203

3.307

3.066

4.3

NOR: Norway

2.241

2.741

0.643

2.482

4.374

2.989

1.751

0.512

0.19

1.506

3.811

GRC: Greece

-0.057

-2.493

-2.205

-1.165

-1.008

-1.046

1.105

2.116

2.67

2.914

3.389

EST: Estonia

2.776

2.073

3.7

3.129

3.117

4.426

4.267

3.045

3.75

3.23

2.857

TUN: Tunisia

1.965

2.068

2.308

2.717

1.789

2.525

2.077

1.934

1.426

1.703

1.285

122.721 115.878

84.403

98.804

59.992

44.541

64.36

28.867

7.753

2.595

1.22

MYS: Malaysia
IRL: Ireland

ROW: Rest of the
World
ROU: Romania

6.285

5.105

-0.765

-2.878

-0.172

-0.279

1.207

0.92

1.512

2.322

1.149

SVN: Slovenia

0.279

0.613

0.477

0.389

0.688

0.836

1.137

1.531

1.448

1.137

0.928

LUX: Luxembourg

0.079

0.276

0.395

1.658

1.203

1.277

0.816

0.935

0.745

1.136

0.695

ISL: Iceland

0.006

-0.287

-0.304

0.24

0.746

0.614

0.634

0.663

0.655

0.668

0.635

CHL: Chile

4.065

5.097

6.512

4.924

3.164

2.559

2.471

1.191

0.357

1.157

0.602
0.47

LTU: Lithuania

0.61

-0.413

-1.003

0.387

1.03

1.39

1.41

1.059

0.644

0.108

PHL: Philippines

0.982

1.138

0.758

0.863

1.023

0.948

1.063

0.741

0.117

0.204

0.41

MLT: Malta

0.493

0.439

0.471

0.574

0.496

0.309

0.4

0.508

0.461

0.604

0.396

KHM: Cambodia

0.061

0.109

0.18

0.244

0.258

0.201

0.256

0.224

0.23

0.27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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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OL: Colombia
OECD: OECD
member countries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02

-0.274

-0.207

-0.606

-0.537

-0.848

-0.731

-0.75

-0.59

-0.11

20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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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96

-0.118

-0.04

-0.179

-0.271

-0.317

-0.389

-0.086

-0.279

-0.104

-0.111
-0.145

NONOECD:
Non-OECD
economies and
aggregates
EU28: European
Union (28 countries)
BRN: Brunei
Darussalam
CRI: Costa Rica

-0.122

-0.246

-0.147

-0.094

-0.028

-0.165

-0.164

-0.114

-0.042

-0.006

FIN: Finland

6.258

10.303

8.56

5.204

2.79

4.004

1.854

1.452

1.359

0.168

-0.287

CYP: Cyprus

0.259

0.434

0.328

-1.172

-0.879

-0.479

-0.539

-0.552

-0.571

-0.649

-0.508

PER: Peru

0.568

0.824

0.965

0.062

0.457

0.51

0.834

-0.126

-0.507

-0.218

-0.539

BRA: Brazil

7.071

7.147

5.979

2.342

-0.917

-3.633

-3.481

-5.764

-5.981

-4.052

-0.719

LVA: Latvia

-0.711

-1.312

-2.278

-1.763

-0.903

-0.941

-1.255

-1.154

-1.492

-1.283

-0.923

-0.39

-0.197

-0.34

-0.139

0.254

-0.357

-0.611

-0.563

-1.14

-1.023

-0.972

-5.305

-4.724

-5.293

-5.453

-5.197

-6.123

-4.27

-1.585

-1.078

-2.146

-1.09

-1.093

0.677

1.064

1.204

2.276

0.34

-0.182

-0.355

0.439

0.772

-1.124

HRV: Croatia

-1.91

-2.512

-2.024

-2.31

-1.083

-0.791

-1.185

-1.162

-1.298

-0.936

-1.143

MAR: Morocco

1.183

1.596

0.86

-0.465

0.164

0.354

0.857

-0.549

-0.992

-0.614

-1.265

CAN: Canada

2.282

-1.454

3.632

3.991

2.023

0.977

-0.052

-0.613

2.354

1.492

-1.279

ARG: Argentina

3.071

2.719

2.506

2.947

2.552

0.803

0.481

-0.761

-1.619

-0.504

-1.468

-1.207

1.798

8.626

4.899

0.156

-2.065

-5.581 -10.086

-3.898

-0.996

-1.958

0.34

1.972

1.318

4.351

3.014

0.337

-1.204

-1.295

-2.057

NZL: New Zealand
PRT: Portugal
HKG: Hong Kong,
China

JPN: Japan
DNK: Denmark

0.83

-1.518

ISR: Israel

-1.346

0.372

-0.873

-1.093

-0.993

-1.384

-2.225

-2.183

-1.628

-1.568

-2.78

MEX: Mexico

-5.736

-6.491

-5.941

-5.316

-2.489

-4.49

-4.526

-5.752

-5.177

-5.57

-4.273

AUS: Australia

-2.886

-2.06

-2.579

-4.422

-4.291

-6.958

-7.782

-8.937

-7.886

-6.712

-5.802

AUT: Austria

-5.871

-7.765

-7.409

-6.173

-6.278

-4.647

-6.32

-5.691

-5.288

-5.588

-6.858

DEU: Germany

-22.004 -11.909

4.466

7.174 -14.344

-9.281 -16.009 -10.113 -14.939 -13.285

-7.653

-7.43

-7.796

-9.513

SAU: Saudi Arabia

0.237

-5.563

ITA: Italy

-18.809 -18.687

2.28

-17.19

-7.681

SWE: Sweden

-15.189 -18.013 -20.155 -18.365 -12.028

-5.013

-7.952 -15.595 -13.108 -12.079

-5.385

-4.044

-8.651 -11.493

-15.43 -18.954 -18.518 -17.637 -14.928 -13.756

CHE: Switzerland

-21.049 -21.401 -19.649 -24.615 -22.595 -26.913 -31.204 -27.331 -24.925

USA: United States

-42.262 -44.393

GBR: United
Kingdom
FRA: France

-18.93

-5.86

-1.433

-8.318

-10.46 -11.832

-21.43 -23.651

-6.634 -11.218 -19.974 -10.223 -13.121 -31.727

-37.83 -37.758 -40.884 -29.663 -15.009 -23.706 -21.913 -25.678 -26.198 -31.388 -37.096
-36.744 -41.414 -45.489 -49.327 -37.787 -42.187 -45.329 -45.349 -40.345 -39.324

-39.15

자료: OECD. Stat,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TECO2) databa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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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creasing Global Climate Amb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Jin-Young Moon, Soo Hyun Oh, Youngseok Park,
Sunghee Lee, and Eunmi Kim

Since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201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heeding the urgency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calling for wider and more decisive actions to mitigate GHG
emissions. In particular, 2020 is the year set for review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previously submitted by each Party of
the Paris Agreement, and for submitting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 In addition, many countries are
seeking a sustainable economic recovery plan that reflect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to overcome COVID-19. Also,
as major greenhouse gas emitters participate in the declaration of carbon
neutrality vision and EU plans to introduce carbon border tax, the issue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s expected to affect not only domestic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but also diplomatic and international
trade sectors. Accordingly,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present our
policy recommendations by analyzing measures to strengthen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the economic impact of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Chapter 2 covers recent discuss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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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and carbon neutrality, and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GHG reduction in EU, USA, China, Japan
and Korea are reviewed. In order to promote the European Green Deal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the region by 2050, the EU has established
action plans for each sector such as industry, power generation, resource
circular economy, and transportation, while also making considerations
for financial aid and support for the vulnerabl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pursuing a rather conservative environmental
polic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s Joe Biden has been elected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significant changes are expected in
polic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China, the largest greenhouse gas
emitter, has shown a somewhat inconsistent policy stance in regulating
fossil fuels, but the country also proposes achieving carbon neutrality
until 2060. Japan has also announced carbon neutrality by 2050. Korea
recently presented the vision of the Green New Deal as part of the Korean
New Deal and plans to realize net zero by 2050.
Chapter 3 examines the statu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major
countri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embodied in international trade, mainly in the EU and Korea. We have
found that mainly developed countries were net importers of carbon
dioxide embodied in trade as of 2015, while many Asian countries
excluding Japan were net exporters. Based on the OECD’s emissions and
trade data, we have estimated additional costs assuming that the EU
imposes a tax of 30 euros (36 dollars) per ton of carbon dioxide embodied
in imported goods from non-EU countries. These results can be
considered equivalent to the costs of imposing a certain percentage of
tariffs. Among the EU’s major trading partner countries, India would be
required to pay extra costs equivalent to the highest tariff rate of 4.6%
while China would be faced with the largest cost of over 11.9 billion
dollars in scale with a tariff rate of 2.6%. Korea would be charg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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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cost as the 1.9% tariff rate. Indeed, the impact of introducing
carbon border tariffs or carbon taxes limited to imported goods will be
determin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tructure of global value chain
between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objective research.
The theoretical model in Chapter 4 assumed a political system with a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Specifically, this model assumes
that there are two groups of economic actors ‒ Group F (Fossil fuels) and
Group R (Renewable energy) in the economy under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groups is their own
production technology, assuming that the Group F has a fossil fuel-based
production technology and the Group R has a renewable energy-based
production technology. We found that economic actors with fossil
fuel-based production technology prefer a relatively low carbon tax rate
to those with renewable energy-based production technology. This model
derives the political economy equilibrium of a carbon tax policy by
analyzing the endogenous decision process of the policy through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in which two groups engage in political
competition within a macroeconomic model.
At the end of 2019, the EU announced a blueprint called the European
Green Deal to a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r CBAM. A public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opinions, with the aim of submitting legislation of this mechanism by the
first half of 2021. It was found that the EU is considering three
implementation plans: the first is to apply a carbon tax to imported goods
and products within the EU, the second is to impose carbon customs
duties only on imported goods in the form of tariffs, and the third is to
apply the EU Emission Trading System (ETS) to goods imported into the
EU. In this context, Chapter 5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CBAM on the trade patterns of Korea and other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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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countries. We us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ith GTAP data, and estimated the impact of imposing taxes
derived in Chapter 3 on specific industries in the form of tariffs. Our
approach also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the carbon border tax
would be preferentially applied to industries such as cement and steel
with high carbon emissions. As a result, we found that exports from major
trading countries to the EU declined significantly as the EU’s own
production increased for industries that imposed a carbon border. In
particular, China, India, and Russia, which have high unit carbon
emissions, saw the largest decrease in exports to the EU.
Chapter 6 presents the basic strateg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by partner countries including the EU, and to realize
Korea’s low-carbon transition and carbon-neutral goal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low-carbon transition efforts in industrie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fossil fuels and are vulnerable to emission
regulations. To do this, sufficient discussions with stakeholders have to be
preceded. Sharing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rends and persuading the
industries to reduce emissions are also required. For example, tax
incentives can influence companies’ decisions, encouraging them to
change their existing diesel trucks to hydrogen electric trucks.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retraining and re-employment of workers in fossil
fuel-related industries.
Second,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t is also important to
support low-carb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development of these
technologies normally takes a long period of more than 10 years, so the
slower the investment takes place, the slower the transition proceeds to a
low-carbon economy, which may eventually result in a greater financial
burd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actical ways for the
private sector that can lead industries to pursue the innov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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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carbon technologies. Policies providing subsidies, or imposing
revenue taxes on the use of existing GHG emission technologies could be
considered.
Third, monitoring and response measures f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should also be prepared.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monitor regulatory trends in major countries, and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overseas research institute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iscuss various policies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The purposes of introducing
this system seem to be not only to reduce emissions, but also to protect its
domestic enterprises and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European
economic recovery. From Korea’s perspective, efforts to obtain
exemption are needed by presenting the effectiveness of its
environmental norms and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Korea could also
consider a more aggressive position of taking similar measures against
the EU.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nvironmental and trade policies while
considering that other partners can introduce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s.
Fourth, the private sector needs to expand voluntary efforts to mitigate
emissions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vestment. It is clear that the
paradigm shift towards a low-carbon economy is an irreversible global
trend. The prevalent outlook is that clean energy generation costs will
continue to decline, and that fossil fuel regulations and investment
restrictions will continue. Business models or corporate activities aimed
at reducing carbon emissions are becoming an important condition in
evaluating financial value of the company as well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lobal companies are already expanding their investments
to achieve their own net zero targets or renewable energy use targets, and
are changing new business models to suit the low-carbon economy
paradigm.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n industries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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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sustaining efforts to develop new business model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estment, and to rebuild competitiveness
as a responsible global company. As part of these efforts, mainstream
considerations for climate change and GHG reduction must be
incorporated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companies.
Last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the viewpoint of not onl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also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irst,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policy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can be carried out on whether a mitigation target is
appropriate, whether all necessary policy measures are considered and
how to monitor the achievement of the target. In addition, as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requires a comprehensive shift
across all areas of society, climate change issues should be set as the main
agenda in multilateral consultation system as well as a consultative body
specialized in climate change.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private sector,
which encompasses business, academia, and civil society, to study
success cases by utilizing global networks, and to proactively identify and
respond to related technologies and policy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emptively analyzed the CBAM
issue raised by the EU while analyzing the recen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reduce
emissions. However, we expect a more elaborate analysis could be
derived when reflecting the EU’s final decision and factoring in
segmented industrial items. In addition, conformity of a carbon border
tax with WTO norms and a further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arbon border tax in countries and regions outside the EU
will also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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