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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준비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B-PMR)  
국제 워크숍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시장 준비를 위한 업체간 대화” 

 

1 서론 

2011년 4월 한국 정부는 EU ETS를 롤모델 삼아 1기~3기로 

단계별로 추진되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EU ETS와는 달리 이행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이후 2012년 5월 2일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을 가결한 국

가가 되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2 추진배경

국제 배출권거래협회(IETA)는 국제 탄소시장의 지지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대화의 옹호자로서 국제적으로 정부

와 산업계 간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국제 배출권거래협회는 2012년 4월 산업계가 배출권거

래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동 워크숍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국제 배

출권거래협회는 “탄소시장 준비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B-PMR)"을 발족하였으며, 2013년 2월 광둥성과 선전에서 첫 

번째 B-PMR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B-PMR 워크숍 개최 

이후 베이징과 톈진, 서울, 상하이, 멕시코에서 추가적으로 

B-PMR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B-PMR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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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출권거래협회 B-PMR 웹사이트(http://www.ieta.org/b-pmr)

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2013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B-PMR 워크숍에 대한 정보 또한 홈페이지 http://www.ieta.org/bpmr-seoul

에 게재되어 있다. 

   

금번 개최되는 B-PMR 워크숍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Ÿ 산업계의 준비: 한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확산 

Ÿ 지식 이전: 한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및 기술 향상 

Ÿ 정책 대응: 한국 배출권거래제 관장기관을 도와 산업계 참여

자들이 제도를 준비하고 참여절차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피드백 제공 

3 논의안건 및 주제

금번 개최되는 BPMR 워크숍에서의 논의 안건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Ÿ 할당: 벤치마킹 및 가동률

Ÿ 할당량 산정 및 신규진입자

Ÿ 상쇄: 내부 상쇄사업 개발 전략 및 상쇄개발 전략 공유

Ÿ 시장안정화 예비분: 예비분에 관한 산업계 시각 

Ÿ 열병합발전: EU ETS 참가자들의 경험 공유

Ÿ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 해: EU ETS 1기 최초 이행년도 경험 공유

Ÿ 탄소가격 전망 및 배출권 선물의 포워드 커브(forward 

curves) 관련 대응 전략 

Ÿ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전담부서 구축, 의사결정, 

내부 조직의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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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09:00 
-09:30 등록 

개회식

09:30 
-09:40 환영사 환경부       

박륜민 과장

09:40 
-09:50 축사 영국대사관   

Katrine Sasaki

10:00 
-10:10 개회사 IETA           

Dirk Forrister 

10:10 
-10:30

기조연설: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 

환경부       
이형섭 서기관 

10:30 
-11:15 워크숍 논의 안건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및 자유 토론

11:15 
-11:45 휴식 

그룹별 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논의하고자 한다. 

Ÿ 배출권 거래 전략 및 그룹별 경험 공유 

4 일정 및 세부사항 

Ÿ 행사명

- (韓) 탄소시장 준비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B-PMR) 국제 워크숍

- (英) IETA B-PMR Mission Korea 2015

Ÿ 일시: 2015.03.23(월)~2015.03.24(화) 

Ÿ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Ÿ 주최: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Ÿ 후원: 환경부(MOE)

 

5 세부 프로그램 

Ÿ (Day 1) 2015. 3. 23(월)

- 배출권가격 전망 및 상쇄 활용 전략(그룹별 토의 포함), 기업

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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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Theme I: 배출권 거래 (탄소 거래에 관한 모범사례)

11:45 
-12:10 EU-ETS 1기 최초 이행년도 경험 공유 Statkraft       

Eric Boonman

12:10 
-12:35 탄소회계 및 리스크 관리 Baker&Mckenzie 

Paul Curnow

12:35 
-13:00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전담부서 구축, 의사결정, 내부 조직의 

역할 및 책임   

Statoil 
Charlotte 
Wolff-Bye

13:00 
-14:00 중식 (에코시안 협찬) 

그룹별 토의  (배출권 거래, 기업조직, 시장설계 등 효율적인 
탄소시장에 관한 모범사례)

14:00 
-15:45

그룹 A: 발전

발표자: Eric Boonman(Statkraft), Jason 
Lee(Solvay) 
  

그룹 B: 석유화학

발표자: Charlotte Wolff-Bye(Statoil)
   

그룹 C: 철강

발표자: Judith Schoeter(ICIS) 
  

그룹 D: 시멘트

발표자: Derik Broekhoff(CAR) 
  

그룹 E: 비철금속 및 기타

발표자: Paul Curmow(Baker&Mckenzie)

15:45 
-16:00 휴식 

16:00 
-16:30 그룹별 토의 내용 공유

Theme 2: 상쇄 (배출권거래제 준비 및 참여에 관한 모범사례)

16:30 
-16:55 상쇄 : 캘리포니아 사례 CAR         

Derik Broekhoff

16:55 
-17:20

상쇄 발행에 있어서의 MRV 및 주요 
난관 

Carbon Credits 
Solutions 

Alastair Handley



7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7:20 
-17:45 내부 및 외부 상쇄사업 개발 전략 Solvay       

Jason Lee 

17:45 
-18:05 1일차 회의 안건 요약 및 정리 IETA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09:30 
-10:00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탄소시장 구조 분석

IETA        
Jeff Swartz

Theme 3: 탄소시장 설계 (탄소시장 설계 및 기능에 관한 
산업계의 모범사례) 

10:00 
-10:30

탄소 가격 전망 및 배출권 선물의 
포워드커브(forward curves) 관련 

대응 전략

ICIS       
Yonghun Choi

10:30 
-10:55 할당: 벤치마킹 및 가동률 문제 ICF International 

Alistair Ritchie

10:55 
-11:05 휴식

11:05 
-11:30 시장안정화 예비분: 산업계 시각 Alstom        

Giles Dickson

11:30 
-12:00 중국 National ETS IETA            

Jeff Swartz

12:00 
-13:00 중식

그룹별 토의  (배출권거래제 경험공유 및 심층토론)

13:00 
-15:00

그룹 A 
   

그룹 B 
  

그룹 C
15:00 
-15:10 휴식 

15:10 
-15:40 그룹별 토의 내용 공유

15:40 
-16:00

질의응답, B-PMR 논의 내용요약 
및 폐막 IETA

Ÿ (Day2) 2015. 3. 24(월)

- 시장안정화 예비분 및 할당 등 시장설계 사례, 배출권거래제 

관련 경험 공유를 위한 그룹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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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표내용 

□ 환경부 박륜민 과장 환영사

박륜민 과장은 이번 B-PMR 워크샵을 개최한 국제배출권협

회(IETA)와 모든 참가자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동 워크숍이 토론위주의 진행으로 향후 제도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제도의 추진 방향과 당부의 메시지 4가지를 요약

하여 전했다. 첫 번째는 배출권 할당에 관한 것이다. 업체는 여

전히 과소할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내년 3월 이후 

실제 배출량과 이행실적이 발표되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외부감축 사업을 발굴하여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 번째는 시장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의 활성화이기 보다는 시장 

안정화로써 향후 가격 급등 또는 급락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실시하여 참여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와 참여업체 간 소통을 

위해 작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에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를 직접 참여시켜 각 

안건별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협의

체를 출범시켰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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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대사관 Katrine Sasaki 축사

Katrine Saski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노력 없이는 

향후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환영하였다. 또한, 2015년 파리 당사

국총회(COP 21)을 앞두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특히 개도국)이 

한국을 모델삼아 탄소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참여

업체의 반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EU 배출권

거래제 도입 당시와 현재의 결과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즉, 

EU 역시 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많은 참여업체로부터 각종 소

송사건과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

을 경우 초래되는 비용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비용보다 

더 높다는 통계수치와 저탄소 산업 시장의 규모가 연간 4%의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새로운 사업의 기회

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산업계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

적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EU와 영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가 제

대로 효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참여업체의 이해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제워크숍을 

통해 참여업체의 충분한 의견이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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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TA Dirk Forrister 개회사

Dirk Forrister 대표는 B-PMR Mission Korea 개최 배경으로 

향후 한국 배출권거래제 관한 다양한 이슈에 IETA와 BPMR 

멤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일찍부터 탄소의 기회를 알고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아시아 최초로 탄소시장을 도입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다 경쟁력 있는 기후변화 대응국으로서 입지를 다

지기 위해서는 시작점에 불과함을 언급하며 EU ETS를 비롯한 

세계 주요 탄소시장을 통해 시사점을 얻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계의 다양한 탄소시장을 경험한 IETA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 경험을 공유하여 경쟁력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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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형섭 서기관 기조연설 

이형섭 서기관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설명하고 배출

권거래제 도입의 전후배경을 소개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 1위를 나타내는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다양한 정책수단 도입을 고민하였

으며 2012년 온실가스 직접규제 방식의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직접규제 방식의 목표관리제는 주어진 감축목표

보다 더 많이 감축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패널티가 비례적이지 않고 일률적이라는 한계를 나타

내었다. 이후 이러한 한계점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탄소

가격과 감축수단의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EU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GDP는 성장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등 탈동조화에 성공

하고, 중국에서 시행하는 시범 배출권거래제  역시 성공

적으로 운용되어 2016년부터 전국단위로 확대될 계획

을 갖는 등 세계 주요국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 배출

권거래제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배출권거

래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탄소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배출량 상한(Cap) 설정 시 1

차 계획기간에는 늘려주고 2차 계획기간에 낮추는 방안을 고

려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참여업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

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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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 1. 배출권 거래 (탄소 거래에 관한 모범사례)

○ EU ETS 1기 최초 이행년도 경험 공유(Eric Boonman, Statkraft)

2003년부터 탄소시장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여러 다양한 경

험을 쌓아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경쟁우위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또한 이러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옵셋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

며,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가능토록 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탄소시장에서 이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

율적으로 탄소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 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연계가 잘 되어있을수록 저감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운용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U ETS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는 초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무상할당 등 여러 문

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화되고 더불어 탄소비용으로 

인해 간접적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 우

선적으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지배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기업 내 다양한 배출시설이 있다면 중앙화 또는 분산화하

여 감축결정을 내릴 것인지 결정하고 기업의 탄소전략을 세워

야 한다. 또한 기업 내 특정 배출시설에 과다할당이 되고 타 

설비에는 과소할당이 된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교차

판매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다음으로 MRV 등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해야 하며, 내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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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비용적인 부분을 예측하여 배출권을 활용할 것인지 상쇄 

배출권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무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쇄 배출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

지만 여러 기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질 수 있

어 배출권 이용에 관한 예측, 관리, 그리고 위험도에 대한 모

든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쇄 배출권은 향후 모든 탄소시

장이 연계되었을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 하루 한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정부는 시장의 유동성을 투입하기 위

해 여러 해외기업과 중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도

입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선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계약서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현재 국제배출권거래협회

(IETA)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와 유럽에너지거래연맹(EFET)에

서 제공하는 계약서가 별개로 존재함에 따라 결제조건과 거래

조건이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계약서로 통합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의 계

약서로 통합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장외 및 파생거래가 일어

날 수 있다. 장외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필요하고 이

를 보증하기 위한 역할을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을 통해 헷지가 가능하며 투기

자본이 들어올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U ETS 초기에는 3개의 금융기관만이 참여

할 수 있었으나 현재 20여개의 참여기관이 생겨났다. 즉, 배출

권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많이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내거래 역시 금융기관의 역할이 크다. 장내

거래의 경우 여러 옵션이 첨가된 파생상품도 거래되고 있어 

금융기관이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4

   

마지막으로 탄소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료시장, 석탄시

장, 경기변동 등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 정보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30유로였던 배출권 가격이 이틀 만에 10유로로 

하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자국은 롱포지션을 유지하고 많은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내용

배출권거래의 핵심은 시장의 유동성 증가

Ÿ 금융기관, 외국기업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역할 중요

Ÿ 타 탄소시장과의 연계 고려

Ÿ 가격예측의 중요성 

질의응답

   

Q. EU ETS는 2005년 6월말 ~ 7월초 사이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사

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 정부는 1만원이라는 기준가격을 

지정하였는데 EU 역시 제도 초기에 기준가격을 설정한 사례가 있는지?

    

A. 해당 기간에 배출권 가격이 €30 수준

으로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시장

에 배출권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

과 연료가격 상승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한

다. 또한 향후 배출권 가격이 €40~5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분석가들의 예측으

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있다. 기준가격 관련해서는 

EU 차원에서 따로 기준가격을 설정한 사례는 없으며, 가격의 변동은 

시장 흐름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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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 ETS의 경우 전력망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 용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국 배출권거래

제의 경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측

하는지? 또한, 선물거래 및 선도거래에 관해서 배출권 가격 예측을 어

떻게 하는지?

   

A.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유럽의 전력망은 서로 촘촘히 엮

여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의견대립은 있었으며, 비용전가 문제도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한 규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도 운

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다. 시장 유동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CDM 사업

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CERs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

책적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일단 한국 탄소가격은 현물시장에서 시작된다. 유럽의 경우에는 선도

시장에서 시작되어 2003년 첫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격을 알 수 없

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축척

해 나갔다.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탄소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되

었다. 한국 역시 초기의 여러 장벽만 잘 해결해 나간다면 가격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탄소회계 및 리스크 관리(Paul Curnow, Baker&Mckenzie)

한국과 호주는 인구 규모와 경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를 살

펴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호주가 2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준

비하면서 얻은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주는 한국의 목

표관리제와 유사한 제도로써 4년간 고정가격제의 온실가스 감

축정책을 시행하였다. 한국과 비슷한 500여개의 기업이 대상

이었다. 이후 무상할당과 경매를 병행하는 유동가격제를 설계

하였다. 하지만 정치적인 어려움과 국제 경쟁력을 우려하는 산

업계의 반발에 직면하여 결국 도입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분명 

재논의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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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탄소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탄소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업 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의무이행을 

위해서이며, 불이행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이행에 따른 여러 사항이 각각의 기업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사의 가장 효율적인 제도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를 들어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써, 간접비용의 경우 내부적

으로 저감활동을 수행할 시 초래되는 비용이 저렴할 경우 내

부감축비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

째로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지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부조직 구축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 대응이 선행되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와 관련

한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부감축 비용과 

상쇄 배출권 구입 비용을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비용 전가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지만 탄소비용이 에너

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는 상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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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내부 탄소전략 구축의 중요성 및 부서의 역할 

Ÿ 조직 내 탄소전략 대응 부서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Ÿ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보고의 완전성

Ÿ 내부감축 비용과 상쇄 배출권 활용 비용의 비교‧분석

Ÿ 탄소비용의 소비자 전가 문제 고려

 

질의응답

     

Q. 호주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라고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A. 배출권거래제의 폐지 이유는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문제

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에를 들어서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별개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carbon tax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언론을 포함

한 모든 국민이 탄소세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탄소세에 대해 

설명할 때 가격이 정해지면 경쟁이 생겨나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함

에 따라 국민의 삶에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국민은 탄

소세로 인해 세금이 올라가고 전력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

게 되었다. 이러하듯 제도에 대해 설명할 때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

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전담부서 구축, 의사결정, 내부 조직

의 역할 및 책임(Charlotte Wolff-Bye, Statoil)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통해 Statoil이 얻은 이점을 공유함으로

써 한국의 제도 참여업체들이 저탄소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회사 내 본인이 속한 부서는 

비즈니스 전략 구축, 사회‧환경‧기후적인 이슈에 대해 전략을 



18

세우고 모니터링을 전개하는 부서이다. 현재 한국의 제도 참여

업체들은 중앙방식의 보고시스템을 구축할지 분산화 보고시스

템을 구축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Statoil은 중

앙집중 보고시스템의 방식으로 탄소거래팀을 구성하고 매일 

배출권을 판매 및 잔액 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세계은행의 탄

소펀드에 투자하고 수백만개의 CERs을 보유하는 등 2020년 

목표 달성을 이해 노력하고 있다. 

   

Statoil이 탄소 비즈지스 관리를 위한 내부 조직을 구축한 것

은 탄소거래를 비즈니스 기회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초

기에는 상품가격의 하락, 석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비용이상

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EU ETS를 살

펴보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기후분석을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이며, 재

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

는 상황이다. 두 번째 발전사들이 석탄보다 천연가스로 전환할 

수 있는 탄소가격에 대한 신호를 탄소거래시장에서 제공해주

고 있다. 세 번째 경쟁력과 관련된 것으로써 다양한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참여업체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쇄 시장과 

타 배출권 시장이 국제적으로 연계되면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밖에도 탄소누

출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배출권을 할당할 

때 탄소누출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

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경험을 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

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가격이 투자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노르웨이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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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사업장의 장비교제, 연비 효율개선 

등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투자는 탄소가격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탄소가격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

출량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툴(tool)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각각의 기업이 감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비용효

율적인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

각한다. 

핵심 내용

EIU ETS 대응 사례 

Ÿ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 

Ÿ 탄소가격에 대한 가격 시그널로 인한 석탄에서 천연가스

로의 연료전환 

Ÿ 국제 탄소시장 연계 시 상쇄 기회가 확대되어 비용효율적인 

감축기회 확대 가능 

□ 그룹별 토의 (배출권 거래, 기업조직, 시장설계 등 효율적인 탄소

시장에 관한 모범사례)

○ 그룹 A(발전/에너지) 

그룹A에서 논의 된 첫 번째 주제로 한국 배출권거래 시장의 

부동성 문제를 다루었다.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정보 보고 또는 정보제공에 

대한 담당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문제라

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배출권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주제로는 한국 정부에서 고정한 배출권 가격(1만원)

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재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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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향후 배출권거래 가격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승 할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자 하는 의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동 문제에 대해서는 EU 

ETS의 과거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다. 유럽의 탄소시장 역시 

거래 초기에는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였으

나 가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가

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국의 제도 참여업체는 유

럽시장의 경험을 참고해 보는 것이 배출

권거래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주제는 2021년 이후 한국 배출권거래제를 국제 탄

소시장과 연계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

이었다. 한국은 효율적인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국내 상

쇄 시장을 잘 활용하면 감축의무 비용을 줄이면서 의무를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을 국내 상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감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중국을 포함

한 타 아시아 국제시장과 유럽 및 호주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그룹 B(발전/에너지)

그룹B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오신 참여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며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행된 배출권을 어

떻게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재생에너지를 통한 

상쇄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과 정부 사이의 의견차이이다. 재

생에너지 관련 참여업체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상쇄 배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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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지만 법 조항은 REC(재생에너지 크레딧)를 이야기하

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상쇄와 REC를 동

시에 취득하는 이중계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

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발전부문 자체의 배출권 발행 가

능성(availability of credits)에 대한 문제이

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많은 업체는 내

부저감을 통한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노력하

며, 정부 또한 업체의 내부저감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부문은 특성 상 지금 당장으로써는 발전량을 줄이지 않고

서는 내부저감을 이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즉, 발전량 감축이 

아닌 내부저감 활동을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전업체의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옵

션이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낮은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해

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실정이다. 향후 한국 정부는 이

러한 발전업체의 고민을 함께 고유하며 해경방안을 모색해 나

아가야 할 것이다. 

○ 그룹 C(석유화학/섬유)

그룹C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상쇄사업 개발과 탄소운영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다. 2015

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어 탄소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불만에 대

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결과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최상의 해결방안은 한국과 가까운 곳의 파트너



22

와 함께 협업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파트너쉽

의 구축은 의미 있는 해결방안으로 이웃 국가와 기술 공유, 

정보 공유, 그리고 혁신펀드 등에 대해 협업을 체결하는 것이

다. 또한,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제도 참여업체의 경영진이 인식

하고 제도에 따른 규제적인 부

분을 잘 활용하면 결국 새로운 

사업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나서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은 상쇄사업 개발만이 최상의 전략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상쇄사업 개발 이전에 비용적

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등 비용효율 분석을 거쳐 업체

의 온실가스 감축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 그룹 D(철강/비철금속)

그룹D는 철강/비철금속 업체 이외에 금융, 컨설팅 업체에서

도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공유가 가능하였으며, 총 3개의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그룹토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주요 주제는  

배출권 거래량, 두 번째는 배출권 가격(1만원)의 의미, 세 번째 

배출권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이었다. 

  

지난 1월부터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 시점

에서는 발전부문을 비롯한 에너지 업체로 하여금 탄소시장에 

참여하도록 할 동기부여가 없다. 시장 가이드라인을 보면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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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이 변동비용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발

전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배출

권을 구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거래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경

우에 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두 번째 토의 주제로는 한국 정부가 배출권 가격을 1만원으

로 책정하는 등 기준가격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은 탄소

시장 도입 초기 시장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논

의하였다. 유럽 탄소시장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금

융기관들은 여러 능력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파이

낸싱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었다. 

○ 그룹 E(정유/전기전자/기타) 

그룹E는 세 개의 주요 주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첫 번째는 

배출권 할당방식, 두 번째는 벤치마킹, 세 번째는 배출권거래

제 참여업체 내부조직 간의 여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배출권 할당과 관련하여 모

든 그룹원들이 충분한 할당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

는 배출권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는 한국 배출권거래제가 얼마나 

지속될까? 또는 제도가 변화하지는 않을까? 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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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캘리포니아 사례를 벤치

마킹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는 3개년 동안 일부 비중만 이행년도별로 배출

권을 제출하고 계획기간 말미에 총 배출량을 제출하도

록 한다.  

  

마지막 내부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 설정에 있어서 

어떤 부서가 배출권거래를 담당하고 탄소 전략을 수립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업체 내 이사회 또

는 최고경영자가 제도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금전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조직 구조상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단순 한국에만 국한된 문

제는 아니며, EU와 캘리포니와 역시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

고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한

국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배출권 거래에 관한 인식을 

윗선까지 확대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 Theme 2. 상쇄 (배출권거래제 준비 및 참여에 관한 모범사례)

○ 상쇄: 캘리포니아 사례(Derik Broekhoff, CAR)

CAR은 기후변화 대응준비 기구로써 비영리 조직이다. 캘리

포니아주(州)에서 2010년도에 설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기 행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지난 8년간 CAR은 자발적으로 

탄소 상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州) 배출권거래제는 2013년도에 주(州) 단위에

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되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감축목표를 지니고 있다. 올해에는 제도가 확대되어 전

체 배출사업장의 80%가 적용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는 수송연

료, 천연가스 배급도 포함되어 굉장히 포괄적인 제도로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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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제도 참여기업은 의무 준수를 위해 

8%의 상쇄 배출권을 사용할 수있다. 교토의정서와 차이점으로 

CAR은 상쇄 배출권에 있어서 하향식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망한 사업 부분을 정하고 비용효과적으로 배출

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있어 약 200여개의 방법론이 승인

되었다. 또한 CDM과는 다른 방식으로 방법론을 수립하고자 

하여 표준화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표준

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프로세스를 효율화시켰다. 

   

현재 캘리포니아주(州)는 5개의 상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조림, 도시임업, 오존층파괴물질, 가축메탄 포집, 쌀 경작의 

메탄화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5개의 상쇄사업을 통해 지난 

수년동안 많은 상쇄 배출권이 발행되었고 이러한 배출권이 의

무준수 배출권(compliance credits)으로 전환 가능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州) 배출권거래제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상쇄 

배출권의 발행 수는 점차 줄어들고 의무준수 배출권은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 참여기업이 적극적으로 상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州) 배출권거래제의 또 다른 특징은 규제당국

이 발행된 배출권을 무효화하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현

재까지 약 9만개의 배출권이 무효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

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초래되어 시장 참여에 대한 우려가 커

져갔다. 또한 캘리포니아주(州)는 굉장히 유연한 배출권 할당

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초과할당이 발생하고 탄소가격은 최

저가격에 근접하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쇄사업은 개

발되고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능력 배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상쇄 사업을 개발할 때 특히 어려운 점으로 행

정능력 배양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州)는 

규제 당국과 함께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CAR 역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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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 내용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특징 

Ÿ 하향식 방식으로 사업 유형을 선정하고 그 내에서 프로젝트

를 진행함

Ÿ 참여기업의 행정능력 배양을 위해 규제당국과의 협업 진행

Ÿ 배출권의 무효화 처리

질의응답

  

Q. 하향식 방식으로 운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A. 첫 번째 이유는 CDM의 과거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표

준화된 방법론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개별 상쇄사업 개발

자들이 방법론과 관련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러 의견을 취합하

여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대중의 

의견에 대응하고 반영하면서 프로토콜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

이다. 이러한 방식의 이점은 실행이 용이하다는 점과 처음부

터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상쇄 발행에 있어서의 MRV 및 주요 난관(Alastair Handlay, 

Carbon Credits Solution)

현재 북미 지역에는 5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캐나타의 알버타주(州) 배출권거래제는 북미 지역에서 처음

으로 탄소 거래를 시작하여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상쇄 

부분에 있어서 약 3,2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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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알버타주(州) 배출권거래제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배경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량은 2012년에 6억9천만톤 규모에 달했으며, 알버타주(州)는 2

억4900만톤 규모였다. 인당 배출량은 한국이 13톤, 알버타주

(州)가 69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알터바 주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알버타주(州) 탄소시장은 세계 처음으로 프로젝트 총합의 개

념을 도입하고 농업부문의 상쇄 배출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상쇄 시장을 개발할 때 정부

의 시장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으나 모든 이해당사자가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모두가 참여하여 협업함으로써 시장

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등 직접 체험을 통해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7년 이후 기술적

인 교류를 통해 5천만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루었으

며 그중 상당량이 상쇄를 통해 이루어졌다. 상쇄 시장은 매두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사

업 개발 시 일관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적

인 요소들에 중점을 맞춰야 낮은 위험의 상쇄사업 개발이 가

능하다. 즉, 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갖추어져야 한다.  

   

상쇄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Carbon Credits Solution 회

사는 상쇄 배출권 발행을 위해 고도화된 데이터 관리를 수행

하게 되었다. 즉,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보안이 철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다. 정보를 안전한 곳에 보호

가고 테이터 취합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마지막에 모두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더불어 예외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시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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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것은 없으며, 한국의 탄소시장도 완전하지 않다. 하

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

장에 직접 참여하여 부딪히며 배워야 한다. 알버타주(州)에서 

가장 빠른 조치를 취한 기업이 현재 선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시장을 지휘하고 있다. 

   

핵심 내용

Ÿ 처음으로 농업부문 상쇄사업을 개발한 경험을 통해 조기행동

을 통한 경쟁력 선점의 중요성

Ÿ 상쇄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고도의 소프트웨어 개

발의 필요성 

○ 내부 및 외부 상쇄사업 개발 전략(Jason Lee, Solvay)

화학기업(Solvay)의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쇄사업을 

진행해왔는지 등 탄소 관련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상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MRV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12년 Solvay 기업은 에너지 소비를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

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

어진 할당 목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일단 상황 파악이 이루

어진 이후에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 물론 

내부저감 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려

운 점이 없다. 즉, 내부저감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화학업체의 특성 상 배출권거래제

의 운영은 부담비용으로 작용하였기에 다른 방식을 취해 제도

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즉, 외부 사업 또는 내부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배출권에 대한 접근법이었다. 배출권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어떠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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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었다. 고민 결과 시장이 불안으로 가득할 때 Solvay는 

상쇄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심했고 아직 탄소가격이 형성되지

도 않은 외부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많은 반대의견도 따랐

다. 상쇄 배출권의 가격은 초기에 $1, $2에 불과했으나 현재 

$10~$13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초기의 리스

크는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며 한국 역시 초기 단계에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Solvay는 사업장 내 온실가스의 하나인 NO2 배출시설을 중

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기술에 투자하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배출권을 발행하고 시장에 참여하여 거래를 진행하

였다. EU ETS 제도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기회를 얻지도 못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까지도 상쇄 사업과 관련한 

국제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배출권으로의 전환과 관

련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 난제로 남아있지만 우선적으

로 가격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어려운 점이 좋은 상쇄사업을 찾기가 어

렵다는 문제가 있다. CDM 기간 동안 이미 상쇄 관련 기회를 

많이 소진하였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을 잘 활용할 수 있겠으나 

산업부문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더욱 노력하여 조기 해동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조기 행동에는 분명 혜택이 따를 것이다. 

   

핵심 내용

Ÿ 제도의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는 필수불가의 요소로써 직접 

부딪혀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

Ÿ 조기행동을 통한 경험 축적 및 다양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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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 회사 내부 시설 가운데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운영을 중단한 사례

가 있는지?

   

A. 가동 중인 시설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폐쇄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하지만 폐쇄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에는 많은 

정부 관계자와 정책 관계자들이 제도 준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협

상을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여러 사항

에 대응하기 위해 IETA와 같은 조직과도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Q. 현재 상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쇄 배출권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탄소 거래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

는지?

   

A.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껴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후 Société Générale과 함께 공

동벤처(joint venture)를 구성하여 Solvay에서 카본과 관련된 전문지식

을 제공하고 Société Générale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6년간 운영하였다. 

□ Theme 3. 탄소시장 설계 (탄소시장 설계 및 기능에 관한 산업계의 

모범사례) 

○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탄소시장 구조 분석 

(Jeff Swartz, IETA) 

한국 산업계에서는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합의가 도출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

지만, 국제 기후변화협상의 맥락에서 개별 탄소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 체제 하에서

의 하향식('top-down-led') 체계에서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토대로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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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n-up-led') 체계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GDP의 약 40%가 탄소가격 관련 정책의 적용을 받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캘리포니아, 한국, 중국 등의 국

가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형태로, 멕시코와 남아공에서는 탄

소세의 형태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또한 인도의 경우 에너

지효율 규제의 형태로 탄소가격 정책이 도입될 것이다. 이미 

약 40개의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탄소가격 관련 정책을 시행

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는 탄소시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탄소에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단계를 논의에 포함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올 9월까지 소위 INDCs(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라고 불리는 자발적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

면 중국과 미국, EU, 브라질, 볼리비아/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뉴질랜드, EIG, 군서도서국가연합(AOSIS) 등이 탄소시장을 도

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각각의 국가들은 시장메커니

즘과 관련하여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탄소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파리협

약에서 이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

장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은 탄소시장에 관한 논의는 

파리협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지만,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파리협약에서 당사국들이 탄소시

장의 운영방법 등 표준화된 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국제 배출권거래협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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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하버드 케네디스쿨과 공동으로 다양한 정부관계자 및 학

계, 민간부문의 전문가들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탄소가격 메

커니즘 연계를 위해 국제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장 구조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한 논

의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말 파리합의에서는 탄소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시장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국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파리합의문에서는 이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

본 컨셉들만 몇 줄 정도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내용

국제적으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리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출되어져야 함 

Ÿ 당사국들 간 탄소가격제 이행 형태를 통일할 수 있는 인프라 

Ÿ 국가 간 배출권 거래를 가능케 하는 거래 기능 

Ÿ 단일된 국제 크레딧 메커니즘에 CDM/JI 관련 최적의 요소

들을 통합 

질의응답

  

Q. 국가 간 시장을 연계하는 목적은 상호 간 편

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입장에서 국제 상쇄 크레딧 구입 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A. 한국 관점에서 시장 연계로 인한 편익은 제도 이행비용의 절감이

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 외부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한

국 내부 감축 잠재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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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익은 저렴한 상쇄 비용뿐만 아니라 거래망 또한 늘어난다는 점이

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와 퀘벡의 탄소시장 연계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퀘벡은 탄소시장의 규모가 매우 작으며, 캘리포니아와의 시장 연계를 

통해 제도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하였으며, 제

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탄소 가격 전망 및 배출권 선물의 포워드커브(forward curves) 관련 

대응 전략(Younghun Choi, ICIS)

가격 예측을 위한 출발점은 총 수요와 총 공급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탄소시장은 수요요인인 배출량과 공급요인인 할당량

과 상쇄배출권의 균형에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시장형성을 위

해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요 및 공급요인을 이용하여 탄소시장의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공급요인 중 하나인 상쇄배출권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15년 탄소시장의 거래량은 적을 것이다. 2016년 탄소시장의 

가격은 증가할 것이며 2017년 탄소시장의 가격은 낮아 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탄소시장에서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롱 포지션)은 탄소시장의 거

래추이를 관망하며,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이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은 

확보한 배출권을 다음 이행년도까지 가지고 있다

가 팔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배출량이 할당량

보다 많은 발전사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숏 포지

션)은 탄소시장의 가격 리스크를 헷지하고자 미래

의 배출권을 미리 확보한 후 탄소시장의 거래추이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탄소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먼저 나

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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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배출권을 공급하는 입장인 

기업들은 현재 기준가격인 1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요구

할 것이다. 또한 배출권 수요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발전사는 현재 배출비용에 발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배출원가가 어떻게 보상이 될지에 따라서 시장 동향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발전사는 현재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않으나, 발전비용 부부만 해결된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핵심 내용

가격 예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총 수요와 공급량 예측 필요

Ÿ 탄소시장에서 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

(롱 포지션)은 탄소시장의 거래추이를 관망하며, 잉여 배

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이월하는 경향을 보일 것 

Ÿ 발전사 등의 시장 참여자들(숏 포지션)은 리스크를 헷지

하고자 미래의 배출권을 미리 확보한 후 탄소시장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는 경향을 보일 것 

질의응답

  

Q. 탄소가격을 추정할 때 사

실 암묵적인 추정도 많이 이

루어지는데 한국의 탄소시장

에 관하여 이러한 부분은 어

떻게 추정하는지? 또한 기업

들이 롱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배출권을 팔아버린다면 그 이

유는 무엇인지?

  

A. 한국 탄소시장에서 기업들은 현재 설정된 톤당 과징금 3

만원 수준으로 배출권 가격이 올라간다면 탄소시장에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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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팔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탄소시장은 현재 3개월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아 한국 탄소시장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이 된 후에 가격

예측과 시장예측 등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할당: 벤치마킹 및 가동률 문제(Alistair Ritchie, ICF International)

배출허용량(cap)은 시장에서의 배출권의 부족량을 규정짓고 

배출권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

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한다. 배출권 할당방법은 초기 누가 

얼마만큼의 배출권을 할당받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법은 경매와 무상할당 등 

총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경매는 오염자지불의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하에 설계되는 방법으로 시장 참가자

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가격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무상할당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부문으로 배출량이 이전되는 현상, 

즉 소위 탄소누출이라 불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무상할

당의 경우 과거실적에 기반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그랜드파

더링(grandfathering) 방식이 가장 단순하나,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벤치마

크 방식의 경우 효율 개선 및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벤치마크 방식의 

할당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벤치마크 방식으로 할당량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가지 제품에는 기술이나 연료, 원자재 등에 상관없

이 하나의 벤치마크 계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한국 배출권거

래제 하에서 벤치마크 방식의 배출권 할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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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방법론 선정 및 업종별 업체 수에 따라 국제적 데이터를 

사용할지 여부 

Ÿ EU ETS와는 달리 업체 수준에서 벤치마크 할당방식 적용 

시 'fallback' 접근방법이나 하위업체(‘sub-entities')의 개

념을 적용할지 여부

Ÿ 벤치마크 배출계수 및 활동수준의 업데이트 여부

Ÿ 국제적 최적 활동 수준을 한국의 여건에 맞추어 수정할지 

여부

   

EU ETS 하에서 벤치마크 방식을 통한 무상할당량 산정방법

은 아래와 같다. 

Ÿ 기존 시설=BM X 과거활동수준(2011~2013년 평균)  

Ÿ 2011~2013년 사이에 신설되거나 용량이 증설된 시설=BM X 

과거활동수준(건설 또는 증설 이후)

Ÿ 신규 시설=BM X 예상활동수준  

   

신규 시설에 있어 예상활동수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활동수준=초기설치용량 X SCUF(Standard Capacity 

Utilization Factor)

Ÿ 제품 당 SCUF= 모든 시설에 있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간 평균 설비가동률의 80%

Ÿ 연간 평균 설비가동률=연간 평균 생산량/초기 설치용량 

   

벤치마크 방식의 할당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되어지며, 단계별 

추진업무는 아래와 같다. 

Ÿ 계획: BM 설계 옵션 검토/선택한 설계 옵션에 따라 BM 방

법론 선택/자료 수집 및 QA, QA, 보안 문제 등 세부사항 

규정 

Ÿ BM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 산업계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가이던스 제공/자료 수집 및 QA,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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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BM 개발: BM 산정/과정 및 방법론, BM에 대한 검증 

Ÿ 할당: 활동 수준 

핵심 내용

 한국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벤치마크 방식으로 배출권

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고려 필요

Ÿ 방법론 선정 및 업종별 업체 수에 따라 국제적 데이터를 

사용할지 여부 

Ÿ EU ETS와는 달리 업체 수준에서 벤치마크 할당방식 적

용 시 'fallback' 접근방법이나 하위업체(‘sub-entities')

의 개념을 적용할지 여부

Ÿ 벤치마크 배출계수 및 활동수준의 업데이트 여부

Ÿ 국제적 최적 활동 수준을 한국의 여건에 맞추어 수정할지 

여부

○ 시장안정화 예비분: 산업계 시각(Giles Dickson, Alstom)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연간 할당량은 사전에 설정되어 있으나, 

수요는 일정하지 않기 떄문에 배출권 초과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EU ETS 하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GDP가 하락하

면서 배출권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하여 배출할당량과 수요 간 

갭(gap), 즉 과잉 공급량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과잉 공급량이 누적되어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배출권 경매연기(backloading)을 시행하여 9억 

톤의 배출권에 대한 경매를 유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단계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배출권 초과분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할당량의 단순 유보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뿐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38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한 조치가 바로 시장안정화 예비분이다. 배출권시장이 불

안정한 경우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

다. 즉 수요가 총량제한보다 적다면 초과공급분을 시장안정화

예비분에 넣어두고 수요가 총량제한보다 많다면 시장안정화예

비분에서 배출권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EU에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제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졌지만 제도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는 탄소시장에 대한 투자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EU-ETS에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

를 도입할 여력이 없으며 도입시 GDP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

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EU-ETS에 시장안정화예비분 제

도를 신속히 도입해야할 것이다.

핵심 내용

Ÿ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시장에서의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Ÿ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탄소시장에 대한 투자의 유인책으

로 작용할 것으므로 신속한 도입 필요

질의응답

  

Q. 2001년에는 EU ETS 도입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때 

시장안정화 예비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었는지? 또한 다른 국

가에서도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도입논의가 한창 진행되었던 2001년이나 EU ETS 1기가 시작된 

2003년에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필요성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금융위기 및 배출권 수요 폭락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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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안전밸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EU의 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얻어 다른 국가에서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한다

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 National ETS(Jeff Swartz, IETA)  

  중국에서는 현재 7개 도시 및 성(省)에서 배출권거래제 시

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배출권거래협회는 이들 지역

에서 B-PMR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중국 내 상당수의 기

업들은 한 개 이상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력시장은 자유화되지 않은 규제 시

장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5개의 대규모 국영발전업체들이 중

국 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발전업체들은 중국 전역에 

발전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7개의 상이한 규정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를 준수해야만 한다. 즉, 이들 업체는 총 7번 탄소시장

에 참여해야 하며, 총 7번 배출권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국

영발전업체의 경우 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이행비

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용이하게 탄소시장에 접

근할 수 있게 되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중국에서 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는 2009년

부터 시작되었다.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에서 2020년까지 중국의 탄

소배출 원단위를 40~45%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

부터 중국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하나로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의 배출권거

래제 도입이 거론되었다. 아직까지 상세한 일정은 밝혀진 바 

없으나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시

행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

한 추진업무 중 가장 첫 번째로 수행되어질 업무는 MRV 시스

템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뒤이어 등록부 발족 및 상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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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추진단계 마지막으로는 

2017~2020년 경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추진

절차를 통해 중국은 2020년 이전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시

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내용

Ÿ 중국 전력시장은 자유화되지 않은 규제시장으로 7개 지역

에서 상이한 규정을 준수하기 보다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 

Ÿ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MRV 시스템 구축 및 등록부 발족, 

상쇄시스템 구축 등 국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전망 

□ 그룹별 토의 (배출권거래제 경험공유 및 심층토론) 

○ 그룹 A

그룹 A에서는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

선적으로 기업 내에는 배출권

거래제 대응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

업의 현재 배출량 및 미래 배

출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배출권거래를 위한 결제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를 준수하기 위해 준비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중소기

업들을 위해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하였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컨설팅회사 등 서비스제공업체를 

통해서도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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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B

그룹 B에서는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 상쇄프로젝트 개

발과 한국 탄소시장에서 기업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

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

론은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의 명확화이다. 한

국의 경우 정부가 기업에 제시한 할당량은 산정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으며 현재 시장에서는 수요만 있고 공급은 

없는 상태로 향후 배출권에 대한 가격 시그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졌다. 분명한 가격적 시그널이 존재한

다면 기업들이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더 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그룹 C 

그룹 C에서는 우선적으로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컨설팅 업체

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컨설팅 

업체 내 탄소크레딧 데스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또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 의무 규모가 클 경우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점이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이 언급되었다. 이밖에도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례로 EU ETS와는 달리 한국 배출권거래제 하

에서는 간접배출도 규제대상으로 포함된다. 간접배출을 포함

하는 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각각의 제도마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하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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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가자 인터뷰

□ 환경부, 박륜민 과장

Q. 한국 업체들에게 배출권거래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한국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비

용이 최소화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종전에 목표관리제나 다른 제도

들에 의해서 감축활동을 할 때 보다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

다는 하나의 툴이 더 생긴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 감축하는 비

용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업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관리제나 자발

적 시민참여제도와 저탄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배출권거래제가 실제 기업

들에게 감축요인을 주고 하게끔 하는 가장 큰 수단이고 포지

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입장에서 실제 온실가

스를 감축하는데 있어서 배출권거래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Q. 한국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에 대응

하면서 업체들 또는 업종간의 대화나 또는 

다른 나라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

업들 간의 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개별업체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것이 자체감축노력도 있지만 정보획득이라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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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획득이라는 것은 실제 할당을 받고 감축이나 거래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

지 또 거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 기업 내

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판단하는 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결국 국내에 있는 다른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먼저 경험했

던 나라들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것이 실제 기

업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로 작

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내기업이 다른 업체들 또는 해

외의 유사한 업체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 정보

를 습득해가는 과정은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제대로 대응하

고 원래목적대로 비용최소화를 통한 감축수단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정말 큰 중요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 한국남동발전, 장철훈 차장

Q.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발전회사입니다. 

2015년 한국에서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한국남동

발전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배출권거래

제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배출권을 환경부로부터 할당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배출

권이 적절하게 할당되었다고 생각하는지?

  

A. 2014년 12월 1일에 사전할당을 받았습니다. 신청량은 연

간 6천만 톤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발전에너지업종은 무상배출

권 할당률이 0.7정도 되기 때문에 30%정도는 감축을 해야 하

는 실정이라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배출권을 많이 구매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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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축도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감축부담이 상당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Q. 남동발전에서는 내부 대응조직 구성 등 어떤 방법을 통해

서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A. 저희 회사는 크게 본사 조직하고 사업장(발전소)을 운영

하는 조직입니다. 본사하고 사업장 조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

다. 본사에서는 배출권구매, 관리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MRV총괄업무 그리고 배출권시장분석 국내 배출권할당 

등 정부에 대한 정책대응과 같은 총괄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발전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

한 MRV,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남동발전 내부적인 감축노력이나 국내 외부감축사업(상

쇄)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현황은?

  

A. 저희는 직접감축을 위해서 보유한 발전소는 석탄화력 발

전소, LNG 발전소, 복합화력 발전소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의 경우는 석탄을 일부 바이오매스(우드펠릿 or 바이오SRF)로 

대체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할 것이고 발전효율향상을 위

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소에서

도 발전효율향상이나 노후 된 설비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외부감축사업의 경우 현재 남동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CDM 사업은 소수력, 풍력 등이 있는데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던지 외부감축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

할 예정입니다. 

Q.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이 개선되었

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부에 바라는 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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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장내거래 같은 경우 1월 12날 개

장을 했지만 활발한 거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

다. 이는 유럽과 다르게 유럽은 배출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

고 적극적인 거래를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인식이 

환경규제라는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배출권을 파는 것에 대

해서도 업체들이 많이 주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권 이월이 무한정 가능합니다. 기업

들은 2차 계획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의

지도 있기 때문에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월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필

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부감축사업 같은 경우

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시장이기 때문

에 외부감축사업이 많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사업등록 요건을 

완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BPMR 국제워크샵에 참가를 해주셨는데 참여해주신 소감 

어떠신지 그리고 워크샵이 많이 도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A. 일단 워크샵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유럽배

출권 시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

음에 배출권가격이 30유로까지 가다가 지금은 3유로 아주 많

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배우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아

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유럽 배출권시장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국내 배출권시장도 어떤 조직으로 보강을 하고 감축수

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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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 기업은행, 유인식 차장

Q. 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 IBK기업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

업들이 배출권거래제 제도이행을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

지?

  

A.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보면 525개의 할당기업들을 제

외하고 3개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2020년까지 유일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으로 정부가 설정을 해놓은 것 같

습니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당이 되는데 정부

가 기대하는 바도 그렇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

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

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일

종의 마켓메이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켓메이커의 역할

을 하는 것이 정부가 저희 금융기관한테 기대하는 바이기도하

고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마켓메이커라는 것은 안정화라는 측면도 있고 활성화라는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엄연히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정화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법

에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 일정 가격이상 폭등하거나 폭락을 

하게 되면 공적 금융기관이 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마 정부가 저희 3개 공적 금융기관에게 

바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이 저희 3개 공적 금융기관

이 해야 되는 하나의 축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금융적인 것이 들어가야지만 온실가스 감축사

업이란 것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감축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외부감축사업 또는 525개 

할당기업에게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금융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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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객들에게 일종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

해서 내부적으로 조직 관리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은행의 자금을 통해서 감축까지 일어날 수 있다면 탄소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금융이 할 수 있

는 역할은 굉장히 넓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것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Q.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시장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3

개의 금융기관이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장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와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지?

  

A. 어느 정도 비공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수위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나 기획재정부 모두 배출권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

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와 저희 3개 공적 금융기관은 탑 레벨에서 이미 많은 미팅을 

진행했으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계 논의도 이

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분 중 일부

분을 3개 공적금융기관들이 활용해서 시장의 안정화조치에 이

용할 수 있도록(물량이 폭등 폭락 할 때 매입매도 포지션을 취

하는 것) 하는 것이 정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그 다음 수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만간 

정부와 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될 것 같지만 그 형태에 관한 

것은 차후에 공개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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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별도로 할

당해놓고 3개의 공적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겼다고 말씀을 주셨

는데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어떠한 형태로 운용이 되는 것인

지?

  

A.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분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

니다. 일례로 시장안정화 조치, 제도적 조치 등이 있습니다. 정

부가 저희에게 기대를 하는 것처럼 배출권 가격이 일정부분 

급등락할 때 즉각적 개입을 하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

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예비분

의 일부에 대해서 시장에 즉각적인 개입을 하는 즉, 가격을 즉

각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에 중점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

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안정화 제도적인 측면

에 대해서 아무래도 분배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Q. 오늘 워크샵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의 활성화되지 않

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하시는지?

  

A. 민감한 부분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시장을 살펴보면 언론에서도 오픈되어있는 것처럼 대부분 기

업들은 숏포지션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감축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출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에 따르면 외부감축사업 방법론들이 좀 다소 규

제가 강한 것이 아니냐 CDM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에 상응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

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도를 명확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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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가는 것이 맞겠지만, 초기 시장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CDM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다소 규제가 약하게 시작되

었다가 점점 엄격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

한 시장에 들어와서 감축을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부여되기 위

해서는 외부감축사업의 문이 좀 더 열리면 좋지 않을까싶습니

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의 경우 조금 더 오픈 되서 완화시키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플레이어들이 필

요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 탄소시장이라는 것이 초기시장부터 성장하는 단

계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는 

탄소시장은 돈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

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이전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 국제탄소시장에서 배출권가격이 떨어

지는 시점이다 보니 금융인이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

는 생각이 탄소시장은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당

연히 기업들이나 여럿이 모여서 인식을 전화시키는 작업도 필

요할 뿐만 아니라 초기시장이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시장을 풀

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고민해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Q. BPMR 워크샵에 참여해주셨는데 참여 소감은?

  

A. BPMR 워크샵에는 처음 참여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도

움이 되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냥 단순한 어

떤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아니고 토론의 형태로 각각 세션의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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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

니다.

□ IETA, Dirk Forrister CEO  

Q. 금번 개최된 워크숍은 한국에서 2번째로 개최되는 BPMR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개최 소감은? 

  

A. 무엇보다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2년 전 개최되었던 워크숍

에서보다 더욱 심도 있는 주제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

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기

회가 고려되어져야 하며 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

들의 유사한 기회 및 난관 극복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

니다. 따라서 금번 워크숍에서 진행된 논의들이 매우 유용했다

고 생각합니다. 

Q.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비전과 전망은?

  

A. 한국은 자국 내에서 제도를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제도 연

계를 통해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워크숍에

서는 유럽과 같은 기존의 탄소시장뿐만 아니

라 향후 신설될 중국 탄소시장과 한국 탄소시장의 연계 가능

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시장을 서로 연

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보다 더욱 큰 무엇인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 배출권거래제

가 국제 솔루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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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중

요한 것은?

  

A.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

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위해 

시장에서 상쇄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쇄는 가

격 안정화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

제 적용부문 이외에 국가 전반적으로 기타 배출원에서의 활동

까지 그 영역을 넓혀 비용적으로 저렴하며 지역적인 편익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혁신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탄소시장에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대응 활동에 새로운 자금을 투자하려는 기업

가 마인드가 발동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상쇄 기준 설정이

나 검증 등 매우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무엇인가를 시작하

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목표를 준

수하는 것이 유연하게 이루어져 기업들이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국에서 상쇄사업 및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

안은?

  

A. 과거 한국 기업들이 CDM 사업을 통해 CER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

들이 CER을 상쇄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상쇄 프로토콜을 허용할지 어떠

한 방법으로 상쇄량을 산정하고 검증할지, 또한 기업들이  어

떠한 기회를 발굴하여 투자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투자

할지 여부 등 한국 상쇄사업의 비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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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쇄 사업이 등록되고 상쇄 크레딧

이 발행되어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상쇄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시장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와 유럽 

등에서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탄소시장에서도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럽

에서 탄소시장에 참여했을 당시에는 아직 CDM이라는 것이 존

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CDM을 통해 최종적으로

는 상쇄 크레딧이 발행될 수 있다는 것 정도로만 상상할 수 있

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러한 단계, 즉 시장 초기단계이지만, 

곧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8 연사 소개

□ Dirk Forrister  

국제배출권협회 회장 및 CEO, 그 이전에는 기후변화 대기오

염과 청정에너지 정책 및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컨

설팅업체 Forrister 자문단의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이었다. 

2010년까지는 세계 최대 탄소기금의 매니저로서 Natsource 

LLC의 상무이사를 담당했다. 그에 앞서 클린턴 정권의 백악관 

기후변화 대책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에너지 차관보로서 환경보호기금의 에너지 프로그램 매니저, 

Jim Cooper의원 법률자문단, 조기 기후변화 두 개 법률의 입

안자의 역할을 다하며 의회, 사회, 정부간 문제에 관여하여 왔

다. IETA의 명예회원 및 국립센터 대기 조사 국립센터와 미국 

탄소 등록소 자문 위원회 일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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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 Boonman 

녹색에너지와 환경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tatkraft의 글로벌 환경 마켓 담당부서에서 

탄소업무의 수장을 맡고 있다. Statkraft는 유럽 최대의 재생가

능한 에너지 생산자이며 EU ETS시작 시 때부터 서비스 공급

자로서만이 아닌 바이어로서 일련의 탄소 관계 분야에서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 Statkraft는 전지구적 새로운 환경 시장으로 

확장해가고 있으며 B-PMR의 운영위원회 회원사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에너지 및 환경 관계 업계의 주된 회사로 설립된 

Fortis은행에서 2005년 이후의 팀 수립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

을 하였으며 홍콩, 뉴욕 그리고 휴스턴에서 그의 팀을 설립하

고 이끌었다.

   

Dutch utility Nuon에서 녹색 거래자로서 2001년 커리어를 시

작하였다. 경제학 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친환경 기술 

및 환경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고정 연사로서 초대되고 있다.

□ Paul Curnow 

Baker & McKenzie의 글로벌 환경시장부문의 일원으로 아시

아 태평양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기술 부문을 이끌고 있다. 또한 

글로벌 탄소포집 및 저장부문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2000년 이후 탄소와 광범위한 환경시장 관련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법률전문가이다. 특히, 탄소와 신재생에너지 환경시장

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정부와 다자간 및 민간 부분 의뢰인들에

게 국내외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규정 및 정책, 국가간 프로젝

트 개발, 신재생 및 탄소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관하여 자문을 

해오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호주 정부의 국제 기후변

화 교섭자였다. 2007년부터 Baker & McKenzie의 일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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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에서 환경시장에 관한 객원 연구원으로

도 활동해오고 있다.  

   

최근 호주의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에서 법무 자문위원

으로 비상근직 파견근무를 끝마쳤다. 

   

호주 국립대학에서 공공정책 및 환경법안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LLB(Hons I)과 BA(Hons I)도 획득하였다.  

□ Charlotte Wolff-Bye

2014년부터 Statoil의 부사장으로 지속가능성 전략 및 정책

을 감독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지속가능성과 국

제적 지지의제에 관한 리더십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룹을 위한 

지속가능성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이전에는 세계적인 철강 및 광산 회사인 ArcelorMittal에서 공

동 책임의 그룹을 대표하는 책임자로 일하였다. ArcelorMittal에

서 6년의 재임기간동안 개선된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 참여, 인

권에 관해 업계 주도 관행을 이끌 그룹 전체의 사회적 책임 전

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북미,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 보고 및 검증개선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

적 책임 전략도 수립하였다. 채굴 및 제조업 부문에 참여하기 

전에는  Telefonica & O2의 통신산업 부문에서 10년 동안 다양

한 직위를 역임하였다. 음악 메케팅 및 외교 문제에 관한 다자

간 대출기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2011년에는 Devex에 의한 런던의 국제 개발 리더들 중 명성

이 있는 그룹 40위 안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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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ik Broekhoff

CAR(Climate Action Reserve)의 부사장으로서 정책개발팀을 

관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하 온실가스 감축 상

쇄사업 관련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업무를 관리감독 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구온난화 대응법인 AB32을 이행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등 주(州) 기후변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

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CAR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WRI에서 Senior Associate로 근

무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실가스 산정기준인 온실

가스 프로토콜 이니셔티브 및 온실가스 거래 프로그램, 등록

부 시스템, 상쇄 기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WRI/WBCSD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주 저자로 탄소상쇄와 관

련된 다양한 의무적/자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문을 제

공하기도 하였다. 
    

WRI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컨설팅 분야에

서 약 8년간 근무하였다. 이 중 약 5년은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소재한 Trexler Climate + Energy Services사에서 근무하였

으며, 근무기간 동안 공공·민간 고객을 대상으로 탄소시장 

예측 및 리스크 관리, 사업 평가, 비즈니스 전략개발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툴을 개발하였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캠퍼스에서 정책학석사(MPP)를 수여

받았으며, 스탠포드 대학엣허 국제관계학 학사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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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stair Handley 

탄소 상쇄사업 개발 및 사업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분

야에 있어 저명한 저자이다. 8년 전부터 앨버타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에 종사해왔으며, 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약 3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발행되었다. Carbon 

Credit Solution은 북미지역에서 제1의 탄소상쇄사업 어그리게

이터(aggregator)이다. 

      

이밖에도 현재 환경보호단체인 Environmental Defense 

Fund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법개선으로 인한 메탄 감축

량을 수량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공간정보시스템(SIS)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숙하며, 소프트

웨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 및 관련 비즈니스 과정은 사업 개발자들로 하여금 비

용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산정/모니터링하고 보

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업체로 하여금 데이

터를 테스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포괄적인 검증

이 가능하게 한다.  Carbon Credit Solution은 캐나다에서 동 

프로그램을 통해 20개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사업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국제 탄소시장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Jason Lee

2011년 5월부터 솔베이 에너지 아시아 지부에서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솔베이 에너지는 솔베이 그룹의 계열사로 에너지 및 CO2 관

리에 특화된 업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4개 국가에 약 250명의 전문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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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으며, 솔베이 그룹의 에너지 구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CO2 효율, 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의 분야에서 

3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솔베이 에너지에 근무 전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에서 

자문 및 재무부장으로 역임하였으며, 이전에는 라자드

(Lazard), 우리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에서 다양한 직급으로 

근무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미시건 대학교에

서 MBA를 취득했다.  

□ Jeff Swartz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브뤼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

으며, 국제 기후정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현

재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및 140여개 회원사를 대변하여 국제기

후변화 협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파리협약에서의 탄

소가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도국의 탄소

시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배출권거래협회의 B-PMR 관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EU ETS 등 기존의 탄소시장과 아시아 및 남미, 중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 탄소시장의 정책적 연계를 위한 업

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국제배출권거래협회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베이징

NEFCO(Nordic Environment Finance Corporation)에서 근무

하며 CDM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전에는 미 국무부 광저

우 사무소 및 AMBAG(Association of Monterey Bay Area 

Governments)에서 근무하였다. 미들베리 대학교에서 환경정

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퍼시픽대학교에서 중국어 및 

국제관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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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hun Choi 

ICIS에서 한국 탄소시장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다. 에너

지 시장에 대한 분석 및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 가격 예측에 대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CIS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 배출

권거래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배출전망 모

델 등 한국에 특화된 미시경제학적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이러한 분석보고서 및 데이터들은 ICIS 한국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런던정경대에서 회계 및 재무를 전공하였으며  

자본시장 및 리스크 분석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다.   

□ Alistair Ritchie

컨설팅 분야에서 23년 이상 국제 기후변화 감축 및 에너지

정책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특히, EU ETS에 전문성을 지니

고 있으며, EU ETS 4기 개발 시 유럽집행위 및 영국 정부와 

함께 할당, 탄소누출, 혁신기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

였다. EU ETS 3기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벤치마크 계수, 배출

허용량 설정, MRV 가이던스, 적용부문 확대, 탄소누출, EU 

ETS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EU ETS가 

산업부문의 저탄소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EU ETS 사례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국가배출권거래제 개발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

적으로 국가 배출권거래제 설계(배출허용량 설정, 할당, MRV, 

등록부, 시장감독)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만 및 한국 배출권거래제,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

나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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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기관/회사 명

1 Andrew Gunst Carbon Intelligence

2 Rob Fowler Carbon Intelligence

3 Thomas Winklehner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4 Kang, IH 한국열병합발전협회

5 Kang, JL LS전선

6 Ko, YG 한국열병합발전협회

7 Koo, YB 한화에너지㈜

8 Kook, HJ GS파워

9 Kwon, HT 솔베이

10 Kim, NE GS칼텍스

□ Giles Dickson

Alstom의 환경정책 및 세계 변호 부문의 부회장. 저탄소 경제

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Alstom의 철학을 전하며 정부와 다른 기관들과 연계를 맺은 14

개팀의 수장이기도 하다. Alstom는 전력 발전 및 전송과 지속가

능한 교통에 대한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부분 유럽 

정부 관계 디렉터로서 2008년도에 Alstom에 입사하였다.

         

이전에는 영국 정부 공무원으로서16년동안 EU 관련 업무를 

다루었으며, EU 영국 영구 대표부에서 환경 카운슬러로서 일하

였다.

         

현재 BUSINESSEUROPE Industrial Affairs 위원회의 부회장

이며, 국제배출권협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9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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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기관/회사 명

11 Kim, D 로이드인증원

12 Kim, DJ 수자원공사

13 Kim, MG 대구텍

14 Kim, SH 아주대학교 

15 Kim, IC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16 Kim, JS 한국중부발전

17 Kim, JW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18 Kim, JY 삼성전자(주)

19 Kim, TG 로이드인증원

20 Kim, HS 한국수력원자력

21 Nam, GS SK케미칼(주)

22 Nam, NG ERM Korea

23 Nam, SH 한화에너지㈜

24 Myung, SY 그린폴라리스

25 Moon, SY 에코네트워크

26 Park, MS 에코시안

27 Park, SM 에너토피아

28 Park, JM 한화케미칼(주)

29 Park, JH ㈜한화

30 Park, HS 에코아이

31 Bae, HM 에코시안

32 Seok, JH GS칼텍스

33 Shon, DK 한국수력원자력

34 Shon, JY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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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기관/회사 명

35 Song, HJ 한국수력원자력

36 Shin, SN IBK 기업은행

37 Oh, GS 에너지경제연구원

38 Won, HJ 한국수력원자력

39 Yoo, IS IBK 기업은행

40 Yoon, JH 솔베이

41 Yoon, JH ㈜한진

42 Yoon, JH 시멘트협회

43 Lee, GY 톰슨로이터

44 Lee, GW GS칼텍스

45 Lee, JS 한국품질재단

46 Lee, MH 에너토피아

47 Lee, MR 한화에너지㈜

48 Lee, BS 엘에스니꼬동제련(주)

49 Lee, SD 한국수력원자력

50 Lee, SH 삼성SDI(주)

51 Lee, YW LG전자

52 Lee, WR 한국환경공단 

53 Lee, IH 로이드인증원

54 Lee, JS OCI(주)

55 Lee, JW 에너지경제연구원

56 Lee, JS KFQ

57 Jang, CH 한국남동발전

58 Jun, JS S-Oil(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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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기관/회사 명

59 Jung, H 한국수력원자력

60 Cho, SE ERM Korea

61 Jin, YH 한국거래소

62 Jin, YJ 포스코경영연구소

63 Chun, YM 쉘코리아

64 Cho, JS 한국품질재단

65 Choi, YR 효성

66 Choi, YS 한국타이어(주)

67 Choi, JH 한국남동발전

68 Hong, MS S-Oil(주)

69 Hong, MC 한국남동발전

70 Hwang, JH LG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