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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탄소가

격제(Carbon Pricing)’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간

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대기오염과 기온 상승, 이상 기후 등에 따른 의료 

비용, 재산 손실, 농작물 피해 등 공공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다. 탄소가격제는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외

부 효과를 내재화하는 제도이다. 1

2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1  Ian Parry, "Putting a Price on Pollution: Carbon-pricing strategies could hold the key to meeting the 
 world’s climate stabilization goals," IMF Finance & Development, December 2019, VOL. 56,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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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탄소가격제도는 

64개이며, 이로 인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1.5%

에 탄소 가격이 부과되고 있다(그림1).2 2015년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의 2/3가 탄소가격제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3  앞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이하 탄소국경세), 크레딧 메

커니즘(Carbon Crediting Mechanisms) 등 다양한 형

태가 있다.4 본고에서는 널리 도입 중이거나 논의 중인 탄소

세,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 

세계 도입 현황과 이것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비중

출처: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19
90

글
로

벌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대
비

 %

25%

룩셈부르크 탄소세(0.01%)

영국 ETS(0.36%)

독일 ETS(0.74%)

중국 ETS(7.38%)

운영 중인 탄소가격제도 개수

2 4 5 6 7 8

9 10 15 16 19 21

24

32
37

38 40
45 47

56 58

64

20%

15%

10%

5%

0%

19
91

19
92

19
93

19
94

19
95

19
96

19
97

19
98

19
99

20
00

20
01

20
02

20
03

20
04

20
05

20
06

20
07

20
08

20
09

20
10

20
11

20
12

20
13

20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2
0

2
1

년
도

 변
화

1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accessed June 7, 2021

3  UNFCCC, “About carbon pricing,” accessed June 7, 2021

4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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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Carbon Tax

탄소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

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를 화석연료 공급업체에게 부과하면 이것이 차

례대로 화석연료 제품과 전력, 일반 소비자 제품 및 서비

스 등의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

가 있으며 에너지 사용 또한 줄어들게 된다.5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6 이와 같이 탄소세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아직 많은 국가가 이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탄소

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

이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에서 최대 2℃로 제한하는 것인데,7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가격을 대폭 높

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앙헬 구리아 전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탄소에 노골적인 가격을 매

겨야 한다(Put a big fat price on carbon)”고 발언한 

바 있다.8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

서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평균 탄소세가 1톤(tCO2eq)당 US$75가 되어야 한

다고 제언했다.9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평균 탄소 배출 

가격이 1톤당 2달러인 점을 고려하면10 이는 상당히 파격

적인 제안이다. 

5 Ian Parry, op. cit.

6 Ibid.

7 UNFCCC, “The Paris Agreement,” accessed June 10, 2021

8 The Guardian, “'Put a big fat price on carbon': OECD chief bows out with climate rally cry,“ February 17, 2021

9 Ian Parry, op. cit.

1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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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제안한 대로 탄소세를 1톤당 75달러로 설정할 

경우, 국내 철강 기업인 포스코는 탄소세만 약 6조원 넘

게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

의 한국에서는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이 

다수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다.11 탄소 배출량이 많은 다

른 국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

하려는 각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탄소세가 국가 경제

에 불러올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

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5개국이 공동으로 약속

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탄소세를 설정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하

는 상황에 놓여있다. 

탄소세를 전국 단위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2021년 

4월 기준 총 27개국이 있고(스웨덴, 일본 등) 국가 내 지

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8개 지역(미국 하와이, 스

페인 카탈로니아 등)이 있는데,12 지역마다 1톤 당 탄소

세율의 편차가 크다(그림 2). 예를 들어 스웨덴(137.2달

러), 리히텐슈타인(101.5달러), 스위스(101.5달러)에서

는 1톤당 100달러가 넘는 반면, 폴란드(0.1달러), 우크라

이나(0.4달러), 에스토니아(2.3달러), 일본(2.6달러) 등 

지에서는 5달러도 채 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림 2

국가별 1톤(tCO2eq)당 탄소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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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2020. 04
편집자 주: 탄소세율을 두 종류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연료 종류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세율 부과

11 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세 부과하면 추가 세금 부담만 연 7.3~36.3조원에 달해," 2020.04.01

12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accessed June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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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의 총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으로 할당하여, 각자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13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가격을 설정

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이다. 기업들이 잘 활용하면 배출량

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설정하기 

때문에 줄이고자 하는 목표량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은 가격 변동성이 커서 불확실

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할당배출권(KAU) 

가격이 2018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2

월 23일에 1톤당 4만 900원까지 폭등했는데, 2020년 4

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올해 4월 중순에는 1만 4,300

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14

이렇게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높은 이유는 배출권 시장이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강화, 무상 할당량 비율, 경

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달

리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이 정해져 있으나, 기

업들이 각자 탄소세 절세를 위해 알아서 배출량을 줄이기 

때문에 배출 총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

려운 면이 있다. 

그림 3

탄소 배출권 거래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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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mplementing Effective Emissions Trading Systems: Less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July 2020

14  이투데이, 거래소 “탄소 배출권 가격 안정화추세…시장활성화 추진 중,”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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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분야에서도 역시 유럽연합(EU)이 선도

하고 있다. EU는 2005년에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참

고할 만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는 1-3기를 거쳐 현재 4기에 들어섰다. 1기와 2기

에 EU의 배출 총량은 회원국들이 각자 제출하여 승인 받

은 배출 총량을 단순히 합한 것에 불과했다.16 그러나 이

러한 방식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이슈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3기부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단일한 배출허용총량을 일괄적

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EU의 ETS는 개별 국가들의 독립

성이 보장된 단순 연합에서 벗어나 EU 차원의 배출허용

총량과 조화된 할당 규칙이 적용되는 단일 시스템으로 진

화하고 있다.17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배출허용총량을 점진적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재 ETS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로는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뉴질랜드, 스위스 등)가 있

으며,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일본 도쿄, 미국 캘

리포니아 등을 포함한 19곳이 있다.18 2015년 초에 도

입된 우리나라 ETS(Korea ETS, K-ETS)는 동아시아 최

초의 국가 의무 ETS로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

로 분류되는데, 앞선 EU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2021년 4월 기준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16달

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톤당 50달러에 육박

하는 EU의 배출권 가격의 1/3이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

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

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올해 전

국으로 확대한다. 

그림 4

할당배출권 지표물 가격 추이15

출처: KRX, 2020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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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거래소(KRX), “2020년 배출권시장 운영리포트”, 2021.03.17 

16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EU 배출권거래제 4기의 핵심설계 변화 분석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2020.07.16

17 Ibid.

18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accessed June 7, 2021



2021  No.19

8글로벌 탄소가격제도 현황

그림 5

국가별 배출권 거래제 가격(2021년 4월)

출처: World Bank, 2021. 04
편집자 주: 배출권 가격은 다소 변동적인 수치로, 한시적인 가격으로 봐야 함. EU ETS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포함. 
국가 단위로 도입하고 있는 9개국 중 중국과 멕시코 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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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Adjustment Tax

수출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소국경조정

세(이하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에 생산 기업의 탄소 배

출량과 비례하는 관세를 매기는 국경세이다. 탄소국경세가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은 EU의 정책 때문이

다. EU의 행정부인 EC가 지난 2019년 12월 6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을 선정하고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딜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골자

로 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확대와 탄소국경세 도입이다.19

EU의 탄소국경세가 정확히 어떤 형태일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올해 법안이 마련된 후 2023년부터 본격적

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U는 이를 위해 지난해 EU 안팎

의 전문가, 기업, 비정부기구(NGO),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당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

해왔으며, 현재 책정 방식, 적용 대상,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20

탄소국경세는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이기도 하지만, EU 

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 규제’의 성격이 강

하다.21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을 역내에서 시행하게 

되면 저탄소 생산 방식을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의 가

격이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기후 대응 관련 국제 규범을 지키

지 않는 국가의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공정

한 시장 경쟁 환경을 형성하고 EU 국가 산업의 비용 부담

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각 국가 혹은 지역마다 탄소 감축 목표가 상이하

고 서로 다른 탄소가격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기업들이 비교적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하여 과세를 피하는 이른바 ‘탄소누출

(Carbon Leakag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탄소 배출이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탄소세

와 배출권거래제 등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탄소국경세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 규제가 안정기에 들어서는 나

라일수록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배출량

을 줄이고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미국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라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보

를 보였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보복(retailiation)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친환경

을 내세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파리기후협

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친화적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4월 세계 기후정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시금 국제 사회에서 탄소 중립 리더

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하여 미국으로 수출

하는 국가 또한 탄소 배출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지형에 지대

19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for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March 4, 2020 

20  European Commission, “EU Green Deal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ccessed June 11

21 이정선 외,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KOTRA,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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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석 연료 사용률

이 가장 높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

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미중 무역 분쟁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2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는 EU는 세계무역

기구(WTO) 등 국제통상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탄소 함량

을 반영하는 탄소국경세를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탄소국경세가 개발도상국에 또다른 무역 장벽이 되어 국

제 무역 질서를 저해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

다. 유럽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년에 걸쳐 서서히 탄

소 중립으로 나아감에 따라 유럽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

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나, EU와 미국이 최근 예고한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개발도상

국 입장에서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

소국경세는 역외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기후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의 상품을 차별하면서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중국과 인도, 러시

아 또한 EU의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

으며 WTO 협정에도 저촉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탄소국경세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1조(최혜국 대우), 3조(내국민 대우)을 위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20조(건강 및 생명 보호 목적 등 일반

적 예외)의 정당화 요건 또한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23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3조

에는 해당 협약으로 인해 불균형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

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24  

EU의 탄소국경세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EU는 WTO의 관련 규범과 판례를 통해 합

치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상품협정(Environm-

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을 통해 탄소국경

세 도입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25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중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탄소가격제와 지원 정

책 운영 여부 등 각국 정부의 기후 대응 수준과 친환경 제

품 생산 및 친환경 공정 도입 등 기업의 대응 수준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6 즉 EU 

탄소국경세 도입에 잘 대비되어 있는 국가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7

CARBON
TAX

22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March 2021

23  이정선, op. cit.

24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1992

25 이정선, op. cit.

26 Ibid.

27 Ibid.



Deloitte Insights

2050 탄소중립 로드맵11

글로벌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

는 9개국이다. 현재까지 탄소국경세를 예고한 지역은 EU와 미국 2곳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에서 현재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캐

나다, 스위스 등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주요국 탄소가격제 도입 현황

출처: 뉴스 매체 및 World Bank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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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글로벌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현황

* 출처: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 참고:
- 큰 원은 국가 내 지역 간 탄소가격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나타냄. 작은 원은 도시 차원의 탄소 가격제도를 의미함 
- 탄소가격제 이니셔티브는 입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공식 시작일이 있는 경우 “시행 예정”으로 간주됨. 탄소가격제 이니셔티브는 
정부가 탄소가격제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공식적인 정부 출처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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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캐나다의 탄소가격 제도

특히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11위인 캐나다는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야심찬 목표 하에 탄

소세를 시행하면서도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

는 지원 정책 또한 시행하고 있어, 배출량이 많은 다른 

국가가 벤치마크할만한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28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

의 1/3로, 2040년까지 2/3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

의 중심에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시행하

는 탄소가격 시스템, 이른바 ’백스톱(backstop)’이 있

다. 캐나다에서는 주(province)나 준주(territory)가 각 

자의 상황에 맞는 탄소가격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

는데, 이 백스톱은 벤치마크에 부합하는 탄소가격 시스

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관할 지역에 적용되고, 또한 벤

치마크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

식으로 적용되기도 한다.29  

캐나다의 탄소 가격은 2022년까지 1톤당 CAN$50

까지 오르고 2030년까지 CAN$170로 수직 상승할 예

정인데, 이렇게 탄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계에 부담이 가게 되며 저소득층에게 그 부담은 특히 

더 크기 마련이다.30  캐나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가격제도에서 오는 수입을 세금 환급이나 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스위스가 시행하고 있는 난방용 

연료 관련 ‘탄소배당’과 유사하다. 스위스는 난방용 연료

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수의 2/3를 국민과 기

업에 돌려주는 탄소배당을 시행하고 있어 탄소세에 대

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편이다. 

또다른 쟁점은 바로 탄소세가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

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인

데,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생산 단위당 배출량

을 줄여야 하나 남은 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

는 없다.31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탄소세를 시행할 시 

이렇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캐나다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캐나다는 탄소세를 현실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정
책 또한 시행하고있어, 배출

량이 많은 다른 국가가 벤치

마크할만한 좋은 모델로 평

가받고 있다

28 IMF, Four Charts on Canada’s Carbon Pollution Pricing System

29  Technical paper: federal carbon pricing backstop, Government of Canada website, 

 https://www.canada.ca/en/services/environment/weather/climatechange/technical-paper-federal-carbon- 
 pricing-backstop.html

30 IMF, “Four Charts on Canada’s Carbon Pollution Pricing System,” March 18, 2021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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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누출과 탄소가격 부담에 노출된 한국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돌이

킬 수 없으며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주력 산업은 철강과 석유화

학 등 탄소집약적인 산업인 데다, 국내 총 발전량 중 석

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40.4%에 달할 정

도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32 또한 한국은 탄소국

경세 도입을 비롯하여 탄소 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과 EU, 그리고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에 무

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제조업과 무역을 중심

으로 성장한 한국은 탄소 중립 규제가 강한 국가로부터 

오는 탄소 누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탄소가격

제 도입은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12

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한다는 내용의 NDC

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산정 방식만 달라졌을 

뿐 2015년에 기 제출한 목표 배출량(5억 3,600만 톤)

에서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 파리기후협약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 NDC를 상향 

조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를 주요 감

축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

업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지는 부담이 점진적

으로 가중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KRX)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 인증실

적(KOC) 등 3가지 종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배출권거

래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1기(2015년~2017년)와 2기

(2018년~2020년)에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안착하는 데 

집중했던 반면, 3기(2021년~2025년)부터는 점차 본격 

적인 감축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현재 할당 방식에는 유

상할당(경매) 방식과 무상할당(과거활동자료 기반할당, 

과거배출량 기반할당) 방식이 있는데, 1기에 배출권은 

전부 무상으로 할당되었으나 2기에는 이중 3%를 유상

으로 할당하였고 올해 시작한 3기부터는 유상 할당 비

율이 10%로 높아졌다. 

그림 8

국내 배출권 거래제 1기~3기 주요 목표 및 할당 방식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기술처 기후 변화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보고서 발췌, 2021.03.

주요목표 ㆍ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 ㆍ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ㆍ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할당방식 ㆍ전량 무상할당 ㆍ유당할당 개시(3%) ㆍ유상할당 비율 확대(10%)

제1기(2015~2017) 제2기(2018~2020) 제3기(2021~2025)

32 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accessed June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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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9

년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과 성과를 분석한 “2019년 배출

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업체수가 2018년 586개에서 610개로 증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최초로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3 2019년의 총 거래 대금(1조 831억 

원)이 2015년(624억 원)에 비해 16배 이상 증가하고, 평

균 거래가격이 2배 이상 늘어나며(2015년 11,013원 → 

2019년 28,445), 총 거래량이 6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

타나(2015년 5.7백 만 톤 → 2019년 38.0백 만 톤) 배출

권 거래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 동향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KRW)

2015

5,000 2,000

10,000 4,000

15,000 6,000

20,000 8,000

25,000 10,000

30,000 12,000

거래가격 거래대금

(억 원)

2016

총 거래대금 평균 거래가격

2017 2018 2019

624 2,041

5,503

10,475 10,831

11,013

17,068

20,951
22,120

28,445

3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2021.02

34 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세 도입 영향 추정” 2021.04.01

35 Ibid.

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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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분석에 따

르면 탄소세율을 1톤 당 각각 10달러, 30달러, 50달러

를 부과할 시 상위 100대 배출 기업은 각 시나리오별로 

영업이익의 10.8%, 32.3%, 53.8%를 탄소세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34 이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 기업

을 제외하게 되면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의 비중은 각각 

39.0%, 117.0%, 195.0%로 늘어나게 되어 영업 이익

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 부담이 가중된다.35 전경련

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 

중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의 절반이 50

개에 달할 수 있다.36 만약 IMF에서 제안한 대로 1톤당 

75달러에 상응하는 8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특

히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몇 배를 탄소세

로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그림 10).

그림 10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대 기업 탄소세액 예상치 (8만원 적용 시나리오)

출처: 딜로이트 분석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명세서 배출량 통계
**Dart
참고: 발전 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는 리스트에서 제외

순위

1 포스코 80,597,292 6,447,783,360,000 167%

4 쌍용C&E 10,793,398 863,471,840,000 147%

7 GS 칼텍스 8,047,295 643,783,600,000 73%

2 현대제철 30,146,622 2,411,729,760,000 728%

5 S-Oil 9,603,008 768,240,640,000 183%

8 SK 에너지 7,257,441 580,595,280,000 155%

3 삼성전자 11,143,405 891,472,400,000 3%

6 LG 화학 8,530,821 682,465,680,000 83%

9 삼표시멘트 7,084,567 566,765,360,000 1179%

10 현대오일뱅크 6,981,253 558,500,240,000 107%

법인명
2019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탄소세액

(8만원 적용시)
2019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 비중



이렇듯 탄소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막

중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NDC 상향

과 탄소가격제의 확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

고 있다. 기후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

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더이상 피할 수 없

으니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국내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는다면 궁극

적으로 해외에서 탄소국경조정세를 마주하게 될 가능

성이 다분하다. 그린피스(Greenpeace)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주요 수출국인 EU, 

미국, 중국과의 교역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023년에는 6,100억 원이며, 2030

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37  

이러한 기업의 예상 부담 금액은 이제부터라도 국내 

탄소 절감 정책과 노력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각종 연료세를 부과하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

제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높

은 상황에, 탄소세를 시행한다면 이중 과세가 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캐나다, 스위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정책 

또한 탄탄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세계 최

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던 핀란드는 소득세와 기업의 사

회보장비를 줄여 탄소세 도입 부담을 완화했다. 1991

년에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삭감하는 동

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

식으로 탄소세를 안착시켰다. 이들 국가처럼 다른 방

면의 세금을 감세하거나 감면하는 방안 외에도 청정 

에너지 및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기업들이 탄소 저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의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하여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

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가치 사슬(Value 

Chain)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 투자와 가치 사

슬 혁신의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탄소가격제도를 비롯한 배

출 감축 규제가 앞으로 더더욱 강화되리라는 것은 극명

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발빠른 투자는 가까운 미래

에 절세, 규제 컴플라이언스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

기 시작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전망과 과제17

37 그린피스&EY,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요 3개국을 중심으로,” 2021.01.13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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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유종민 교수 인터뷰

탄소가격제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국
인터뷰어: 임소현 매니저, 권은진 컨설턴트

Q.안녕하세요 교수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분야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

니다. 

저는 원래 한국은행에서 재직하면서 금융산업 분야에

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삶에 가장 맞닿아 있

는 경제학 분야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환경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금융분야와 환경 분

야가 합쳐진 분야가 배출권거래제라 이 분야에서 일하

게 되었습니다. 

Q.탄소세와 탄소국경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의 다

른 점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탄소세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

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개

입할 수 없으니까요. 

유럽에서 탄소국경세를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냐면, EU

가 현재 그린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돈을 투자해

서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주로 저렴한 

해외 수입품을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는 탄소세

와 배출권거래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아 역내

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

니 그린딜의 효과가 유출됩니다. 이렇게 역내 기업들이 

역차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국경세를 도입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없이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니 해외 상품이 EU 역내로 들어올 

경우 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가하겠다’라

고 하는 것이 탄소국경세입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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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탄소국경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보

시나요?

탄소국경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배출권거래제도 

있고 탄소세도 도입되어 있는데요. EU에 수출하려는 업

체에 배출권을 사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탄소세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세 같은 경우에는 각국마다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세율로 탄소세를 매겨야 할 것이냐는 이슈가 생깁

니다. 아마 배출권거래제를 기준으로 탄소국경세를 도

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인데 배출권처럼 가격 변동성(fluctuation)이 있는 

제도를 가지고 도입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슈

가 발생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지

는 차차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탄소국경세가 보편화되면 고려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우리나라 제품에는 부가가치세

가 붙는데요,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기

업에 다시 환급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해

외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물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 탄소세도 이와 유사할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

품들이 해외에 수출되어 해외에서 소비된다면 수출국

의 배출권을 사야하기 때문에 탄소가격이 이중으로 부

과되지 않도록 국내에서는 환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

습니다. 

Q.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

제와 협정에 얼마만큼의 합치성이 있나요? EU와 미국

은 탄소 감축에 대한 대비가 다른 국가보다 잘 되어 있

는데, 탄소국경세가 단순한 무역 장벽으로 변질될 가능

성은 없나요?

EU는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이 되지 않게 하겠다, 역

내 생산 업체들이 이중으로 수혜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로 인

해 EU 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탄소국

경세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무역 장벽

을 쌓는 도구가 아닙니다. 취지 자체는 WTO에 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할 거예요. 

Q.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EU는 이러한 

이슈를 무마할 만한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즘 워낙 기후변화 이슈가 대세이다 보니 보호 무역 이슈

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보호 무역 이슈를 회피한다기

보다는 이를 넘어서는 이슈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도 철강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나라보다 다른 개도국의 상황에서는 수출에 대한 피해

가 더 심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야말로 탄소국경세

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탄소국경세를 먼저 도입하지는 않겠지

만, 유럽이나 미국이 먼저 도입하면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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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러면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도가 좀더 보편화된

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될까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강도가 세고 기업들의 부담이 

클수록 탄소국경세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감됩니

다. 이는 물론 향후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준

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

가스의 80%가 배출권거래제로 커버되고 있습니다. 우

리 기업들은 이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서도 벌써부터 ‘중국산과 게임이 되지 않는

다’거나, ‘공장을 탄소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탄소국경세를 도

입하게 된다면 적어도 내수시장은 보호가 되죠. 탄소국

경세는 모든 국가가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도

입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니까요. 

Q.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군요.

또한 무상할당률이 높아도 감축량이 크면 탄소국경세에

서는 이러한 감축 부담이 고려될 것입니다.

Q.업계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이른바 ‘탄소누출’에 미치

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테

스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누

출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탄소누출이 국제 

무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어떻게 이를 계측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측이 어렵습니다. 탄소누출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탄소 배출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해

외 직접 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역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물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역이나 직

구(직접 구매)가 이뤄지는데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저렴

한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

니다. 수출 국가에서 탄소 가격을 부과하지 않거나 혹은 

인건비가 낮아서 상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일 수도 있

고, 혹은 제품의 품질이 더 좋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구를 하는 이유가 꼭 탄소 누

출 때문이라고 특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직구는 통계에 

잡히지 않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

는 시뮬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로 조사하는 방

법인데요, 데이터로는 탄소누출을 발라낼 수가 없습니

다.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

면 탄소 누출이 일어날 것으로 나오죠. 모델 자체가 그렇

게 셋업이 되어있으니까요. 경제학적으로 탄소 누출을 

계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탄소 누출이 일어날 경우 탄소 규제가 약한 개발 도상

국이 해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어 

이런 나라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원자재 값이 상

승하게 되어 오히려 본래 목적인 자국 산업 보호가 힘들

어지지 않을까요? 

자국 산업에는 최종재도 있고 중간재도 있는데요. 최종

재 산업에서는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

아요. 그러나 중간재 산업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습

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부담이 되겠죠. 

소비자들도 사실상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탄소 누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만 부담하고 있

는 상황인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들에

게도 그 부담이 전가됩니다. 전가된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부담을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래야 소비자들도 ‘내가 소비한 만큼 탄소를 배출하고 있

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비를 줄여 탄소 배출을 줄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제품을 적게 소비하여 기업들 간의 경쟁력도 차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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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말씀을 들으니 한국의 경우는 배출권거래제가 잘 확립

되어 가고 있어 탄소국경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 수 있죠. 탄소국경세

를 간단하게 말하면 유럽에서는 탄소가격이 톤당 40유로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유로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면 차익인 20유로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환급이 된다고 하면 해

외로 나갔을 때 40유로를 물게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

리나라 탄소 가격이 더 높아서 50유로가 된다면 탄소국경

세를 추가로 매길 명분이 없죠. 그래서 상대적인 탄소 규

제의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부과하게 될지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각국의 배출권 할당 방식이 무상 할당 방식이냐 유

상 할당 방식이냐, 또 벤치마킹 방식이나 과거 배출량 기

반(Grandfathering) 방식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

니다. 복잡한 문제죠. 

Q.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가 탄소국경세와 탄

소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세수입을 어떤 방향으

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인세를 절감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목적세라는게 어떤 

목적으로 거뒀으면 그 목적을 위해 써야 하는 게 있지 않

습니까? 환경 단체에서는 탄소에 관련된 곳, 녹색성장 분

야에 쓰는 것을 원하겠지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자 태양광 패널을 구매한다고 해봅시다. 국내산 

패널과 중국산 패널이 품질은 비슷한데 중국산 패널이 훨

씬 저렴합니다. 그러면 굳이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의 선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

리나라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직 요원한 얘

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해외 수입 제품에 비해 우

리나라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올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Q.앞으로 국가 간의 ETS를 통해 어떻게 탄소 누출을 어떻

게 줄일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간 ETS를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 국가의 ETS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

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출권 할당은 현재 각 국가의 주권

에 달려 있는데요, 연계를 하게 되면 국가의 재량성이 떨

어질 수 있어요. 일례로 스위스 ETS와 EU ETS가 연계되

는 데만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걸려있어

서 협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 시

장을 개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

게 될 겁니다. 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 연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Q.그동안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

소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

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했고 

2020년 감축 목표 또한 달성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BAU(Business as usual), 즉 규제가 없을 경우의 탄소 

배출량 곡선을 추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여기서 몇 퍼센

트 감축할지 결정하여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요(그림 1). 

즉 증가 추세인 BAU에 대비하여 퍼센티지로 감축 목표

를 세웠기 때문에 실제 감축 목표 경로는 줄어드는 게 아

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팽창하고 있는 수준인데 절대량을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량을 보는게 아니라 

경로를 봐야합니다.

배출량

시간

BAU 배출량

실제 배출량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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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탄소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가 업계에서는 중요하다

고 하지만 ETS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확대되려면 탄소가

격의 변동성이 커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의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흔히 업계를 할당 업체라고 얘기하는데요, 할당 업체들

은 감축을 해야 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배출

권 가격이 저렴한 쪽을 선호하죠. ETS 시장이 활성화된

다는 것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거래의 활성화

는 선물 시장의 활성화를 말합니다. 선물은 큰 변동성

(volatility)이 특징인데요, 거래 가격이 변동적이려면 정

부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상품을 상

장시키려면 변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배출권은 변동성

이 그만큼 크지 않거든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현재

로서는 배출권의 변동성이 지양되는 상황인데요, 그러

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배출권은 가격 변동성을 바탕으

로 매매되는 상품이 아니고 현물 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Q.유럽에서는 상황이 어떤가요? 

유럽의 파생상품은 변동성을 기반으로 거래되더라도, 

파생상품 자체가 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자율적 시장하

에서도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주도의 

인위적 안정화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요. 

Q.그러면 우리나라도 가격 안정화가 되지 않는 방향으

로 가야 될까요? 

정부당국에서는 같은 안정화라 하더라도 기업의 원성을 

사는 높은 가격수준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

각하는 안정화는 완전히 풀어주는 겁니다. 아무런 개입 없

이 가격이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Q.일관된 가격의 안정화가 아닌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의미의 안정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시장에서 정부가 손을 놓아야 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렵

습니다. 시장 가격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계가 반발을 하게 되고 규제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지는 거죠. 

Q.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탄소세, 탄소국경세,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 및 대처 방

법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탄소세와 탄소국경세는 언젠가는 도입될 것입니다. 배

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커

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배출권거래제 밖의 영역

에서 더 많이 배출됐거든요. 혹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

어요. 비할당 부분에서 감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

실 이 감축량은 배출권, 즉 배출을 할 권리를 사서 커버한 

것이죠. 사실상 배출을 했지만 배출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죠. 책임을 면피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감축 목

표가 실패한 것인데, 결국 비할당 영역에 있어서 규제 공

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감축 목표가 많이 할당되어

야 하는 영역은 수송과 소규모 건물 영역입니다. 규제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건물에까지 배출권거래제를 적용

하기에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탄소세가 도입될 겁니다. 

탄소국경세는 EU에서 자국 산업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선

진국들이 도입하면 같이 도입을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도 언젠가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Inter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