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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방안
소개
한국은 국가 수준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수립된 첫 아시아 국가이며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
는 첫 국가들 중의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저탄소 경제는 2010년에 발효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반한다. 이 기본법
은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며 대량 배출 및 에너지 집약
산업은 매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측에 의하면, 한국은 목표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244백만톤으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여야 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예상되어지는 이산화탄소 배
출 한도를 위해 산업계(83 Mt CO2e), 전기 부문(68.2 Mt CO2e), 건축 부문 (48 Mt
CO2e), 교통 부문 (36.8 Mt CO2e)로 부터의 배출량 감소가 요구되어진다.

대상 및 범위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1
차 계획기간 2015~2017, 2차 계획기간 2018~2020, 3차 계획기간 2021~2026) 한
국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의무적 참가 대상에 대한 배출량 허용 한계 기준을 발표하였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25만톤 이상의 산업과 배출량 25만톤 이상의 개별 배출 시설들
은 배출권 거래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한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도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다.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수
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이 배출권 거래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약500업체
들이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허용량 할당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 허용 할당량은 할당 위원회에서 초안이 작성될 국가할당계획
(National Allocation Plan)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이다. 정부는 대다수의 대상업체들에
게 무상할당을 제공할 것이나 이는 점차 줄여나갈 것이다.
1차 계획기간 동안 100%의 무상할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후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97%의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에는 90%의 무상할당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2차 계
획기간과 3차 계획기간 사이에 경매가 될 허용량의 수는 3%에서 10%까지 될 것이다. 각
부문의 에너지 집약 산업 및 수출산업의 대상업체들은 100%의 무상할당은 부여받게 될 것
이다.

3

오프셋의 이용 및 이월과 차입의 혀용
지식경제부는 검증이 가능하게 추가적으로 배출 감축을 한 업체들에게 탄소감축실적
(Korean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 KCERs)을 발급하게 된다. 오프셋의 사용
은 전체 의무량의 10%로 제한되며 1,2차 계획기간 동안 대상업체 들은 해외 오프셋의 사
용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3차 계획기간에는 의무량의 50%까지 해외 오프셋의 사용이
허용될 것이나, 해외 오프셋의 절대 수는 국내 오프셋 수를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같은 계획기간 내에서의 다음 이행 년도로의 이월이나 그 다음 계획기간 첫 해의 이월은 허
용될 것이다. 다음 이행 년도로 부터의 차입은 총 허용량의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불이행
목표된 배출량으로 감축하지 못한 대상업체에게는 배출권 시장 가격의 3배에 상응하는 벌
금이 부가 된다. 이 수치는tCO2e당 10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 (tCO2e당 91달러)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전의 시범 단계로서 2012년에 도입되었다. 목표
관리제는 다양한 분야의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대상업체는 490곳에 이른다. 한
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62%에 이르는 온실 가스 배출이 이 대상업체들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엄격한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과정이 대상업체들에게 요구되어지나 배
출권의 거래, 이월, 차입은 이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배출권 거래제의 제 1차 계획기간 일정표

2013년 6월
2013년 12월

2014년 1월

정부와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 구축

•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완성
• 배출권 거래소 지정
•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위한 국가 기본 계획안의 초안, 가이드라
인 및 시행령의 발표

• 배출권 거래제의 시험 운행 실시

2014년 6월

국가 기본 계획안의 초안,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의 완성

2014년 7월

• 대상업체선정
• 허용 할당량에 대한 대상업체/시설장비로부터의 요청 접수

2014년 10월

할당인증위원회의 허용 할당량 확정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제 제 1차 계획기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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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배출 감축 목표량 (%)
2012

2013

2015

2020

1.5

3.0

6.1

26.7

정제유

0.4

0.6

2.8

7.5

광산

0.4

0.4

0.6

3.9

철강

0.1

0.2

2.1

6.5

시멘트

0.3

0.5

3.0

8.5

석유화학

0.4

0.6

2.8

7.5

제지

0.4

0.5

2.4

7.1

섬유/가죽

0.4

0.6

1.1

6.3

유리/ 자기

0.4

0.5

0.7

4.0

비철금속

0.4

0.5

0.7

4.1

기계

0.45

0.7

1.2

7.6

전기/전자

0.2

2.2

32.3

61.7

전기 기타

2.4

3.4

26.3

39.5

반도체

1.0

1.8

17.3

27.7

자동차

0.3

1.1

15.2

31.9

조선

0.5

0.6

1.3

6.7

기타 제조업

0.2

0.2

0.3

1.7

식품 및 음료

0.5

0.6

0.9

5.0

건설

0.2

0.5

3.2

7.1

교통

2.0

4.2

9.6

34.3

주거

1.8

5.0

8.9

27.0

상가

1.9

4.4

8.8

26.7

공공

5.2

8.6

15.7

25.0

농업/어업

0.0

0.1

1.7

5.2

폐기물

1.3

2.0

9.0

12.3

총량

1.6

3.3

10.0

30.0

그룹/하위 집단
전력
전력발전 및 천연가스
산업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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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준비를 위한 비지니스 파트너십(B-PMR)의 미션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대두되면서 탄소 시장 발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접
어들었다. 16개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은행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 PMR)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국제배출
권협회는 시장 준비를 위한 비지니스 파트너십(Business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B-PMR)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의 비지니스 준비하도록 것을 돕고자 회원사들을 추동시켜나갈 것이
다.
국제배출권협회(IETA)의 전세계 곳곳의 회원은 PMR이 실시되는 사실상의 모든 국가의 주요 에너
지 및 산업계, 금융, 서비스업 회사들을 아우른다. 국제배출권협회(IETA)는 각각의 새로운 시장에서
로컬 비지니스들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미 구축된 기존의 탄소 시장들로 부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배출권협회는(IETA)는 PMR 국가들에서 지역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최
우량사례'(最優良事例)를 공유하며 적절히 제도 발전의 과정 또한 돕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0월 24일 시드니에서 국제배출권협회(IETA)는
시장 준비를 위한 비지니스 파트너십, B-PMR을 발족시켰으며 전세계에서 실행가능한 탄소 거래 모
델이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배출권협회(IETA)
는 주최 정부과, 세계은행 그리고 PMR 원조국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전 경험들에 기반하여 국제배출권협회(IETA)는 PMR하에서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
는 5개의 국가에서 일련의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들을 우선 순위를 두고
협의를 통해 PMR을 실행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탄소 시장에 참여하였을 때 산업계가 당면하게 될지 모르는 기회와
과제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시장기반 메카니즘이 구동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B-PMR의 미션은 해당 국가의 지역 기업들이 가진 관례들과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들의 시
장준비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최우량사례들과 배출권 거래제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역이익를
극대화하고 초기 미션 완성 후 각각의 새로운 시장의 특성에 맞춰 후속조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
다. 국제배출권협회 회원사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각 지역의 전문지식과 문제의식, 그리고 참여를 이
끌어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배출권협회(IETA)는 싱크탱크로서, 협의채널의 주관자로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옹호자 및 시
장 프로모터로서, 모범 실무와 시장 표준의 대변자로서 국제배출권협회(IETA)의 원칙들을 고수해나
가고 있다. B-PMR은 그 원칙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며 국제배출권협회(IETA) 사무국과 아래 회
사들로 이루어진 B-PMR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인정하는 특별 추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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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주제
이번 협의는 다음의 주제를 포함한다.
•
•
•
•
•
•
•

거래 전략 및 내부 비용 관리
비용 계산 및 오프셋 관리
사업장 수준에서의 MRV: MRV 관리를 위한 산업 우수 사례
금융 상품 및 탄소 거래
온실가스 회계감사 및 검증
데이터 품질 및 품질 관리
IT 와 온실가스 거래 기반 시설

일정
일시: 2013년 9월 26-27일, 이틀간.
장소: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 센터
주최자: 국제배출권협회 (IETA)
해외 후원자:
국제배출권협회(IETA)
주한영국 대사관
국내 후원자:
환경부
9월 26일 첫째날 세미나

일정

주요내용

연사

개회식
13:30-13:40

환영사

13:40-13:50

축사

13:50-14:00

기조연설

14:00-14:10

개회사

14:10-14:45

한국 배출권 거래제 개요

14:45-15:00

환경부
유승직 GIR센터장
주한영국대사관
Michael Watters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이형섭 사무관
IETA
Dirk Forrister
환경부

토론 및 휴식
Theme 1: 배출권거래제 준비 및 참여 방안
(유럽의 산업계 참여 사례 중심)

15:00-15:25

ETS 준비: 산업계의 배출권거래제 준
비 과정

Shell Trading
Roon Osman

15:25-15:45

ETS 규정: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규정
및 정책

Abyd Karmali,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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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00
16:00-16:45

토론 및 휴식
Richard Chatterton,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할당에 대한 대응 방안

Theme 2: 배출권거래제 이행단계
16:45-17:05

유럽 배출권거래제 보고 및 모니터링
지침의 이해

17:05-17:45

탄소 자산 및 탄소 상쇄 관리 모범 사례

17:45-18:30

탄소 회계: 컨설팅 업체의 분석 과
MRV 서비스 필요성

18:30-20:30

Robert Hansor, LRQA
Eric Boonman, Statkraft
Changmin Yoo, PwC

만찬 (영국대사관 후원, 장소: 코엑스)

9월 27일 둘째날 아침 세미나

일정
8:30-9:00

주요내용

연사

1일차 회의 안건 요약 및 정리

IETA

Theme 3: 배출권거래 인프라 구축
9:00-10:00

거래소: 장내 거래소 및 장외 거래소에서의 거
래

Manuel Moeller, European
Energy Exchange AG (EEX)
Andy Kruger, Markit
Environmental Registry &
Auction

10:00-11:00 등록부: 탄소배출권의 등록 및 운영
11:00-11:20

토론 및 휴식
Theme 4: 배출권거래의 영향

11:20-12:00

12:00-12:40

EU ETS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및 개발
중심으로

Jelena Simjanovic,
Thomsonreuters

환태평양지역탄소시장:美 캘리포니아와 호주

Lloyd Vas, Carbon Market
Institute; Roon Osman,
Shell

탄소시장으로부터 얻은 경험과 통찰력

12:40-13:00

토론

13:00-14:30

중식 (후원: 에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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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7일, 둘째날 오후 그룹별 토의

일정

주요내용

연사

14:30-15:15 세계은행의 PMR 프로그램의 개요 및 다음 단계

세계은행 PMR 사무국장
Xueman Wang

Theme 5: 그룹별 토의: 배출권거래제도 경험 공유 및 토론
15:15–16:15 Group A: 산업계
연사: Chevron社 Julie Mulkerin씨, Solvay Energy Services
社Jason Lee씨
Group B: 산업계
연사: Shell Trading社Roon Osman, Alstom社 Giles Dickson,
Group C: 인프라 구축
연사: European Energy Exchange AG (EEX) Manuel Moeller씨, Markit
Environmental Registry & Auction
社Andy Kruger
Group D: 금융
연사: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社Abyd Karmali씨, Statkraft社Eric
Boonman씨
Group E: MRV
연사: LRQA, 임희정씨
16:15 – 16:45
16:45-17:15

토론 및 휴식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쇄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사항

17:15-17:45 사례분석: 해외 상쇄제도 현황
17:45-18:15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 사항: EU-ETS 사례 중심
18:15-18:30

B-PMR 논의 내용 요약 및 폐막

Ecoeye
하상순
David Antonioli,VCS
Giles Dickson, Alstom
I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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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출권거래제의 과제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첫 아시아 국가 중의 한 나라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만족할 수준
의 경제성장을 도우며 국가적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는 비용효율적인 시장 기반 제도를 시도하
며 여러 과제들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기준 배출량- 2008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모든 탄소시장에 직면한 주요 과제 중의 하나는 온
실가스 배출의 과잉측정과 그에 따른 과잉 배출허용량이었다. 한국도 배출허용량의 설정에 있어 대
단히 중요한 2020년까지의 예상배출량의 궤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
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한국이 목표관리제(TMS)에서 완전한 배출권 거래제로 옮겨감에 따
라 참여 산업계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질것이며 산업계에게 MRV과정에서의 상당한 명료성과 부정
유용의 경우의 페널티가 요구되어질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 한국은 다른 여러 탄소 시장들과 같이, 규정 준수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사용
될지 모르는 오프셋의 수에 제한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 제한된 수요를 충족 시키는 것 조차 어려울
정도로 오프셋의 여유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가격의 왜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오프셋의 수요에 심각하게 뒤쳐지는 공급으로 인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상당한 부
조화로 고통받을지도 모르다.
탄소 경영- 참가업체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준수하기 위한 포괄적인 탄소 경영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EU ETS나 뉴질랜드 ETS같은 다른 배출권 거래제 하의 산업계 준수 전략을 연구해보는 것은, 특히
그룹 차원에서 탄소 자산을 운용할 것인지 (중앙 집중 방식) 사업체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 (분산시
스템)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려 할 때, 한국의 기업들이 리스트를 최소화 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
한 견고한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다.
B-PMR 미션은 이러한 과제들을 다루고 이해 관계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
행하는 것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B-PMR 미션은 로컬 전문지식과 의식 고양 및
참여를 위한 한국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세분화 된 요구조건들에 포커스를 맞추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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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개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유승직 환영사
유승직 센터장은 이번 B-PMR 워크샵을 개최한 국제배출권협회(IETA)와 모든 참가자들에
게 환영과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약속를 다시 한번 언급
하며 배출권거래제는 비용효율적으로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말하였다. 또
한 모든 배출권 거래제도는 그 국내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되어야 하며 기존 배출권 시장의
경험들은 한국의 거래 참가 업체들에게 가치있는 것임에 주목하였다.

주한영국대사관Michael Watters의 축사
배출권거래제의 다양한 측면을 산업계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제배출권협회
(IETA)가 한국에서 이번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배출권 거래제가 몇몇 산업
부분의 국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부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고하고 탄소 배출 상한
및 거래제도 시행을 결정한 한국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또한 세계경
제에서의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몇 안되는 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새로이 대두되는 탄소
시장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인 EU ETS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 모두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산업 수준의 이러한 워크샵은 여러 이해관
계자들이 모범 실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탄소 경영 전략를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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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이형섭 사무관 기조연설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참가 업체들에게 소개하며 한국 정부에 의해
실행되어 왔던 저탄소 시장에 대한 다양한 계획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배출권 거
래제의 시범단계로서 순조롭게 실행되어 온, 2012년에 시작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언급
하였다.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 실행에 관련된 관계 규제기관들과 부서들의 맡은 일과 배출
권 거래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국제배출권협회(IETA) 협회장 및 CEO, Dirk Forrister 개회사
이 워크샵 개최를 위해 한국의 환경부와 주한영국대사관의 지지와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리
며 B-PMR에 대한 배경과 함께 증가되는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기반의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최근의 노력들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정부가 거래제도를 구축한 뒤에는 산업계가 그 제도의 주요 동인으로서 배출권 거래제 성공
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비용감소를 위하여 지역기반 배출권 시장들이 서로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세계적인 배출권 거래 시장제도의 궁극적인 조화를 위
해서는 산업계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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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I: 배출권거래제 준비 및 참여 방안
배출권 거래제도의 본질적인면들은 각각의 지역의 차를 넘어 공통된 부분들이다. 이는 유
경험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당면한 과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
결하기 위해 구사하였던 전략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EU ETS의 참가 업체들과 산업 전
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제에 준비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범실무의 몇몇 예들을 공유
하였다.
Shell Trading의 Roon Osman씨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능 원리와 참가 업체들에게 적
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총량거래제라고 불리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권이나 완화수단들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
는 배출총량규제보다 훨씬 비용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량 허용량보다 배출량의 감축을 달성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 배출권을 매매함
으로써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기
업 모두 비용 효율적으로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여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된다.
총량거래제도는 국가 수준 또는 산업 수준의 상한을 가지고 있으나 개
별 참가 기업들은 배출에 대한 상한을 갖지 않는다.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량 보다 많이 배출하게 될 수 있으나, 배출 완화 수단에 대해 지불
을 하도록 요구된다. 기업은 무상 할당량의 규모, 저감 배출의 내부 비
용 그리고 배출 저감 수단의 시장 가격 같은자신의 탄소 상황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저탄소 기술에 대해 상당히 투
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oon Osman

배출권 거래제도 참가 업체들은 총량거래제의 배출 감축 목표, 이용
가능한 배출 허용량, 유동성 옵션, 다양한 완화 수단의 이용 가능성,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주도성, 정책 변화에 대한 유동성 같은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완전히
주지를 하여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전략들이 참가 업체들에게 이용 가능하다. 참가 업체들은 현
물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선물시장에서 리스트 헷지 또는 다음 규정 기간에서 허
용량을 차입할 수도 있다.

키 포인트

• 배출 상한 및 거래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배출 감축 방법이다.
• 참가 업체들은 회사의 탄소 현황에 대해 주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계획하여야 하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은 시장 및 정책 관련 측면들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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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America Merrill Lynch의Abyd Karmali씨는 금융 중개인로서의 경험을 공유
하였다. 금융기관의 배출권 거래제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
적인 운용을 위해 어떠한 중요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금융 중개인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
참가자에 의해 실행되는 몇가지 중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
•
•
•
•
•

거래소와 장외시장을 통한 거래 수단
고객에게 액써큐션 서비스 제공
유동성 제공
고객에게 맞춤형 헷지 서비스 제공
간접 입찰 허용과 대규모의 배출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도움
트랜잭션서비스 제공 및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고객의 보다 나은 탄소 현황을 위한 원유, 가스 전기 부문에서의 크로스 커머더티 서비스
제공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주의해야 할 배출권 거래제도의 중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배출 상한과 가능한 허용량: 참가 업체들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허용
량 할당, 차입과 이월의 허용, 규정 비준수에 대한 벌금, 오프셋 사용
의 제한에 대해 주지하여야 한다.

Abyd Karmali

산정∙보고∙검증(MRV) 과정: 참가 업체와 검증자는산정∙보고∙검증
(MRV)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기준 그리고 배출 데이타 제출의 마
감일을 주지하여야 한다.
등록부와 IT 인프라: 참가 업체들은 등록부의 다양한 특징과 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
야 한다. 또한 등록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주지하여야 한다.
다른 탄소배출권의 적격성: 오프셋 사용에 있어서 양적인 제한과 질적인 제한에 대한 정보
와 다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과의 연계가 참가 업체들이 더욱 탄소 포트폴리오를 보다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키 포인트

• 금융중개인은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며 거래제 전체의 투명한 운영을
돕는다. .

• 금융중개인은 또한 참가 업체들에게 특히 배출권 거래제 하의 운용 경험이 부재한 참
가 업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융중개인의 서비스을 통해 대상 업체들은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포트폴리오 관리
와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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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New Energy Finance의 Richard Chatterton씨는 참가 업체들간의 배출
감축 의무 공유 가능성과 오프셋에 대한 예상 수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행 및 운영
되는 동안 이해관계자들이 당면하게 될 잠재적 쟁점 사항들에 관련된 데이타를 공유하였
다.

Richard Chatterton

대상 업체들의 목표는 모든 이용 가능한 규정 사항들과 조치들을 통해 전반적인 비용을 절
감하는 것이다. 업체들은 사용 가능한 허용량과 오프셋 그리고 장기적인 감축 조치들을 고
려해야 한다. 또한 비용의 어느 부분을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 실행과 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일부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집중화된 시장: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10개의 기업에 의해 전체 76%에 해당하는 온실가
스가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집중화된 시장이다.
• 간접 배출: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발행되는 배출 허용량은 상당량 배출량을 초과할 수 있
기 때문에 간접 배출의 범위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용을 복잡하게 만들지 모른다
• 연료 전환의 고비용: 업체의 배출을 감소 시키는 것을 도울지 모를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
전환은 규정 비준수의 벌금인tCO2e당 90달러 보다 상당히 비싸다.
• 불충분한 오프셋: 오프셋 사용의 최대 10% 를 모두 다 써버린 후에도 배출권에 대한 총
수요가 크게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키 포인트

• 참가 업체들은 탄탄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규정 옵션들을
고려해야 한다.

•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루고 넘어가야 할 다수의 쟁점 사항
들을 당면하고 있다.

테마 II: 배출권거래제 이행단계
투명하고 비용 효율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행과 운용을 위해 탄탄하고 엄격한 산정∙보고∙
검증(MRV)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견고하고 엄격한 산정∙보고∙검증(MRV)의 가
이드라인과 과정은 배출권 거래제도 전체의 환경건전성과 모든 이해관계자들간의 신뢰성
을 증진시킨다. 참여 업체들에게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탄소 자산 관리는 모든 의무 사항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달성의 열쇠이다.
LRQA社의 Robert Hansor씨는 산정∙보고∙검증(MRV)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
Robert Hansor

기하였다. 건전하고 견고하며 엄격한 MRV 절차는 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고 거
래제의 환경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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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 ETS로부터 예를 들며, 대상 업체들은 표준화된 템플릿에 맞춰 배출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템플릿은 가동숫자 데이터, 배
출/전환 요인, 총 배출량 그리고 개선 가능성를 포함한다. 업체는 공인된 제 3의 검
증자에게 이 모든 데이터를 검증 받아야 한다.
대상업체들은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합적인 모니터링 플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업체들은 빌딩 블록(building blocks) 접근 방식이나 폴백(fall-back) 접
근방식 또는 이 두개가 조합된 접근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업체들은 여러가지
매개 변수를 위해 채택된 계산 방식, 품질보증에 관련된 측면, 내부검토 방법, 아웃
소싱 책임소재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산정∙보고∙검증(MRV)를 준비하며 당면하게 될 일부 과제에는 계산 오류, 일관성 없
는 계산 방법, 소스 데이터의 부재(不在)가 있다.

키 포인트

• 배출권 거래제의 완성도, 투명성, 일관성 그리고 정확성을 위해서는 MRV가 필수적
이다.

• 모니터링과 보고를 위한 관리접근법과 작업의 흐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대상업체들은 모든 데이터 레코드를 유지지하여야 하며 검증인에게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Statkraft社의 Eric Boonman씨는 배출권 거래제의 참가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

Eric Boonman

과, 취득 가능한 경제적 이득의 다양한 옵션에 대해 설명하였다. 모든 탄소 시장들은 시장에
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들 중에는 경제
성장률, 관련 법령의 정비, 오프셋과 다른 탄소 시장과의 연계, 날씨, 에너지 가격이 있다.
이 요소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각각의 측면이 계기가 된 EU ETS에서의 탄소 가격 변화
데이터를 공유하였다.
또한 Mr.Boonman은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4
가지의 비지니스 케이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가 설명한 이 4가지 케이스를 통해 그는
업체는 다양한 전략들로 비용 효율적으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배출량 허용 및 해외 감축: 배출권 구매나 해외 감축 프로젝트를 통하여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해외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 한
다면 이는 상당한 초기 자본 투자가 요구되어지며 배출 감축 조달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
나 배출 허용권 입찰에서의 가격 변동으로 부터 보호될 수는 있을 것이다.
오프셋 구매: 참가 업체들은 저비용의 옵션으로서 외부 오프셋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
으나 미래 탄소 가격의 확실성이 매우 중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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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 차입: 선물 계약이 가능한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리스
트를 헷지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 계약에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총수익 차익거래: 이 경우, 기업은 요구되어지는 자금 조달을 확보한 후 원자재 현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인벤토리에 원자재를 보관하거나 선물 거래를 통해 매도 할 수도 있다. 또한
매도로 실현된 수익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상환할 수 있고 수익으로서 잔금을 남겨둘 수도
있다.
키 포인트

• 어떤 전략을 구사하든 기업은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내부 선물 시세 커브를 개발하여
야 한다.

• 기업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탄소 현황에 대해 모니터를 해야 한다.
• 기업은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탄소 시장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얻어진 경험으
로 부터 배워야 한다.

PwC의 윤창민씨는 대상 업체들을 위한 탄소영향분석의 중요성과 배출 감축 의무를 달성
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데 한계저감비용 분석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설명
하였다.

Changmin Yoo

대상 업체들은 이윤 폭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배출 감축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잠재 감축과 예상되는 비용 전가 같은 측면을 비교하여 다양한 감축 방법이 분석되어
져야 한다.
한계저감비용곡선(MACC)를 통해 다양한 감축 방법과 잠재 감축, 그리고 감축 비용 등을
비교 분석해볼 수 있으며 대상 업체들은 가장 저렴하고 비용 효율적인 감축 방법을 선택하
여 비용을 줄일 수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저배출 뿐
만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망은 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실행될지 모르는 정부
의 법령에 앞서 미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을 하
게되는 것에는 중앙 집권화된 창고의 위치와 포장 재료를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Key Points

• 대상 업체들은 시스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감축방법들을 점거마고 가장 효율적
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 한계저감비용곡선은 감축 방법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 각 수준별 탄소 이력을 분석함으로써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개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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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III: 배출권거래 인프라 구축
모든 배출권 거래제의 근간은 등록부, 거래 플랫폼를 포함한 인프라이다. 역동적이고 견고
하며 안전한 인프라는 배출권 거래제 실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European Engery Exchage의 Manuel Moeller씨는 배출권 거래제 하의 거래소의 기
능과 중요성 그리고 탄소 자산 관리 전략의 다른 형태들에 적합한, 다양한 거래에 대해 설명
하였다.
유통물 시장에서는 양자간, 장외거래, 거래소를 통한 세가지의 거래 형태가 있다. 이 거래
옵션들은 환금성과 참가자 수, 투명성, 규제 수준, 그리고 신용 리스트 관리에 기반을 두고
서로 달라진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EU ETS에서는 지배적이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이는 현물, 선물 그리고 옵션 거래를 포함
한다. 현물거래는 단기간 필요를 위해 이용되어지며 거래의 첫 2일이내에 매입자에게 인도
되어진다. 선물거래는 보통 리스크를 헷지하거나 투기성 투자에 쓰인다. 이 거래들은 장래
의 결제일자들을 갖게 되면 결제는 거래가 이루어진 뒤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거래들은 잘 짜여진 규제기관과 금융기관에게 지원받는다. 매도
자와 매입자는 서로 소통하며 어음교환소에서 지급, 물리적인 배출권의
인도, 또한 업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안 거래 등을 거래소를 통해 맺는
다. 모든 거래는 거래가 매도자에서 매입자의 어카운트로 옮겨지는 등록
부에서 정산된다.
거래소는 자리를 확실히 잡은 거래법이고 매카니즘이다. 거래소가 구체
적인 계약 한도와 인도 기간를 정하고, 그들의 환경의 질에 근거하여 규정
준수의 특정 부분을 개척하기도 한다. 대상 업체들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
자들도 거래소에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어카운트를 개설할수 있
다

Manuel Moeller
키 포인트

•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제 운용화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 다른 환경적 속성과 인도 기간의 다양한 형태가 거래소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 이해관계자들은 거래소에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Markit Environment Registry and Auction社의Andy Kruger씨는 배출권 거래제의
등록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그리고 등록부의 다양한 특징과 배출 허용권의
경매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매우 간결한 형태로서 등록부는허용권과 오프셋의 라이프 싸이클, 즉 생성에서 취소, 소멸
을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이다. 등록부는기존의 입증된 인프라부터 유래된 견고한 보안
과 투명성, 그리고 통합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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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즉 대상업체들 및 오프셋 생성자들은 등록부에 계정을 열수 있으며 적절한 거
래가 성립된 후 배출 허용권과 오프셋을 이 계정으로 옮길 수 있으며 시리얼 넘버를 사용하
여 추적이 가능하다.

Andy Kruger

등록부는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 소통과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트레이닝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등록부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을 추적해볼 수 있다.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는 경매 엔진이 작동하여 결과를 생성한다.
배출 허용권의 수는 그 후 적절한 계정으로 옮겨진다.
키 포인트

• 등록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 등록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위한 의사소통, 트랙킹, 트레이닝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이는 배출 허용권과 오프셋의 대상 업체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간의 효율적인 거래
를 위한 설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한다.

• 안전하고 투명하고 견고한 등록부는 투자와 환금성을 증가시키는 지원을 고무한다.
테마IV: 배출권거래의 영향
Thomso Reuters社의 Jelena SimJanovic씨는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EU의 업체들
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많은 요인들이 업체들의 규정 준수 비용에 영향을 끼쳤
다. 이 요인들에는 경제 성장, 연료 가격, 날씨, 정책 그리고 환율이 있다.

Jelena Simjanovic

한국의 배출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의 예상배출량의 궤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
국이 연료 수입에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궤도는 경제성장률, 연료가격 그리고
환율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Thomson Reuters社는 한국이 2015년에서 2020사이에 정해진 목표량, 627백만
CO2e를 감축해야 한다고 추산하였다. 오프셋의 공급은 100-210백만CO2e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어지며 이는 약 360백만CO2e에 이르는 부족분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배출권 거래제는 규모와 환금성의 증가를 위해 다른 탄소 시장과 연계될 수 있고 오프
셋 사용의 최고 한계가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는 장기적인 배출 예상치를 제공하고 차입 조
항을 늘릴 수 있다.
Thomson Reuters社는 또한 대상업체들에 대한 EU ETS의 영향을 측정한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다.
•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잉여의 배출 허용권을 판매하려는 대상 업체들은 15%에서
41%로 증가하였다.
• 59%에 이르는 업체들이 EU ETS 규제들로 이미 배출 감축이 이루어졌으며 그들 산업에
서 앞으로 배출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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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중 45%가 EU ETS는 그들의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대
답하였으며, 49%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하였다.
• EU ETS는 전력 및 열, 금속, 시멘트 부분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다.
• 약 52%의 기업들은 2030년까지 EU ETS와 한국 배출권 거래제사이의 연계를 예상하
였다.
키 포인트

• 연료 가격, 환율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감축의 옵션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한국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의 중대한 부족분을 당면할지 모른다.
• 다수의 단기적, 장기적 방안들은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의 차를 줄일 수 있다.
Carbon Market Institute社의 Lloyd Vas씨는 노동-녹색당 정부의 탄소 가격 매카니즘
(Carbon Pricing Mechanism, CPM) 정책 하의 대상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결과를 공유하였다.
그 조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Lloyd Vas

• 58%의 조사 참여 업체들은 CPM하의 규정을 준수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하
였다.
• 73% 업체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법률과 회계였다.
• 75%의 업체들은 CPM을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정책과 탄소 위기 관리 체계를 갖
추었다.
• ¾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탄소 가격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
였다.
• 오직 1/5의 업체들만이 CPM 실행 하에서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를 보고 있었다.
• 약 1/3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 솔루션을 위한 자금조달을 이행하고
자 했으며 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선물투자에 탄소 가격을 고려하고 있었다.
• 40%에 이르는 업체들은2015년 실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를 위해 탄소 조달과 거래 전략
을 개발하였다.
• 약 절반에 이르는 업체들은 EU ETS를 비롯한 다른 해외 탄소 시장과의 연계를 위해 준
비가 되어 있었다.
키 포인트

• 정책상의 불확실성은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내부 대응에 투자하는 호
주의 대상업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호주의 업체들은 CPM을 준수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
• 대상 업체들은 새로운 작업의 흐름, 리스크 관리의 체계를 개발하여야 했다.
• 새로운 공급자-고객계약자들은 소비자들에게 탄소 가격을 전가하였었다.
• 대상 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보다 에너지 절약에 보다 집중하였다.
• 대상 업체들은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보다 규정준수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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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Xueman Wang씨는 세계은행의 PMR 프로그램에 의해 최근에 생겨난 세계
곳곳의 탄소 시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Xueman Wang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라질을 포함한 16개국에서 PMR미션은 이루어지
고 있다. 12개 국가 전체와 유럽 위원회는 PMR 미션을 지지하며 125백만 달러의 금융조
달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는 PMR 프로그램의 옵서버로서 활동하고 있
다.
다양한 참여 국가들에게 이뤄진 진척사항들은 다음의 표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산업부문별 크레딧 프
로그램

준비 상태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페루

인도

칠레

모로코

인도네시아

터키

요르단

우크라이나

베트남
콜롬비아

* 카자흐스탄은 PMR의 테크니컬 옵서버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이며 데이터 레포팅이나 관리, 기준치 설정 및 경
감 매커니즘의 선택을 위한 좌담회를 여는 등의 준비 상태의 단계이다.

테마V: 배출권거래제도 경험 공유 및 토론
한국과 같이 최근에 생겨난 탄소 시장들은 효율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과제들에 당면한다. 대상 업체들과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명료성과 가이던스를 요구하
는 동안 정부와 규제 기관들은 다수의 정책과 함께 실행에 관련된 쟁점사항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증명된 수단이나 전략을
기존의 배출권 거래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coeye의 하상순씨는 오프셋 크레딧의 국내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프셋 크레딧은 국
제적인 수준 MRV 기준으로 외부 감축에 의한 온실가스 양이다. 오프셋 프로그램은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을 포함하며, CDM같은 경우 시행령에 의해 의무감축할당업체 안에
서 이루어진 사업도 오프셋으로 허용하고 있다. 오프셋 크레딧의 한계치는 첫 계획기간 동
안 자기 배출량의 최대 10%까지이다. 2020년까지는 외국에서 유치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에 대해서는 오프셋 크레딧 생성이 허가가 되지 않으며, 2020년 이후에도 총 오프셋 한계
의 50% 수준으로 허용이 된다.
Sangsun Ha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오프셋 프로그램이 될 후보가 무엇인가. CDM 사업(96
건), 2005년 부터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리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국내용 온실가스 감축 사
업 (KVER, 400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공식적인 상쇄 외부감축
실적 인증 제도, 관련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 오프셋 과 농업 오프셋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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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오프셋 프로그램이 될 후보가 무엇인가. CDM 사업(96
건), 2005년 부터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리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국내용 온실가스 감축 사
업 (KVER, 400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공식적인 상쇄 외부감축
실적 인증 제도, 관련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 오프셋 과 농업 오프셋이 있다.
오프셋 크레딧의 공급은 잠재적 수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셋에 대한 수요는 연
간17백만에서 56백만톤(CO2e)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CDM사업의 공급은아
디프산과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과 관련한 논란이 많은 방법들을 제외한 뒤, 과거 평
균 발행률에 비추어 본다면 연간 9-10백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KVER 사업으로
부터의 잠재적 공급은 연간 0.5-1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결과적으로 크레딧 오프셋의 공급은 잠재적 수요의 30% 또는 매년 5백만톤, 2020년까지
3천만톤이 부족할 것이다. 제도 및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 상쇄배출권이 계속 이월됨으로
써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실제적인 양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CDM 사업에 의해 발행된 한국 CER 이용에 대한 잠재적 쟁점 사항 중 하나로 UNFCCC
CDM 등록부에서 한국 등록부로의 이전하는 것이다. UNFCCC 등록부와 한국 등록부 사
이의 물리적 연계가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일임에 반해, 정부는 UNFCCC의 CER 취소 프
로세스를 고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UNFCCC에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CER를 취소 할 수 있다. UNFCC
가 그 해당하는 양을 청산하고 이를 웹페이지에 게시한 후 그에 대한 인증서 발행한다. 그
뒤에 그 참가자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그 한국 관계 기관은
UNFCCC 웹페이지의 데이타와 비교한 뒤 그 인증서를 승인한 뒤, 한국 국내 오프셋으로
발행해줄 수 있다.
또 다른 잠재적 쟁점 사항으로는 발행된 CER을 조기감축(early action)으로 인정해줄 것
인가 이다. 주무관청은 오프셋크레딧으로 발급된 CER을 허용할 경우 2020년 예상배출량
의 30% 감축된 목표배출량 도달에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를 걱정하나 실제 BAU양은 예상
BAU에 추가적으로 베이스라인 이하로 감축한 것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키 포인트

• 어떤 것이 한국 배출권 거래데의 오프셋 주요 공급원이 될지는 다수의 계획과 체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급이 상당량 수요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
• 한국 CDM 프로젝트로 부터 발생된 C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블 카운팅을 피하

기 위해 한국정부와 UNFCCC CDM 등록부 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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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Carbon Standard (VCS)社의 David Antonioli씨는 기존의 다양한 탄소 시
장과 최근에 생겨난 탄소 시장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비교하였다.
탄소 인증 기준

회계

ISO14065하 국제인정기구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IAF)에 의해 인증된 CDM 운영기구 (CDM DOEs)에
의해 이루어짐.

방법론

• 상향식
• 이중 확인
• 자유화 품목표
• 성능 기준

등록부

• 복수 등록 시스템
• 중앙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특색

• AFOLU 분야 개척
• 관할권의 체계 선제적 개발
• 자발적 탄소 배출권(VCUs)

청정 개발 체제
회계

• CDM 인정 패널
•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운영기관(DOEs)

방법론

• Meth패널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된 제안자에 의한 초기 제출
• 주로 프로젝트에 의한 부가성 결정

등록부

CDM 등록부, UNFCCC에 의해 운영

특색

• 전세계적인 프로그램
• AFOLU 부분적 커버

중국 탄소 상쇄권
회계

• 인가된 세 곳의 중국 DOE
• 중국 특색화된 요건

방법론

조정을 거친 52가지 CDM 방법론

등록부

추후공포

특색

• 해외 오프셋은 고려되지 않음
• AFOLU의 불분명한 역할
• 체험에 의한 학습 (7가지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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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 농장 경영 발의권
회계

방법론

등록부
특색

• 2007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 법안에 의해 등록된 온실
가스와 에너지 회계
• 작은 프로젝트에 대해선 면제
• 열거주의 방식
•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제한
배출원 단위의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등록부(ANREU)에 의해 관
리
• EU ETS와의 연계에 대한 토론 진행 중
• 불확실한 미래

일본 - 공동 탄소상쇄시장
회계

추후공포

방법론

• 열거주의 방식 선호
• 각각의 상대국과 동의

등록부

각각의 상대국 고유의 등록부를 만듦

특색

• 각각의 상대국과의 개별화된 협정
• 현재까지7개 협정 (방글라데쉬, 에티오피아, 케냐, 라오스, 몰디
브, 몽골, 베트남)

캘리포니아
회계

캘리포니아 ARB에 의해 인증된 검증 기관

방법론

• 표준화된 방법론
• ARB 개발자와 인증된 방법론

등록부

• 컴플라이언스 인스트러먼트 트랙킹 시스템 서비스(CITSS)
• 오프셋 프로젝트 등록부

특색

• 조기 감축 가능
• 퀘백과 연계
• 매입자 법적 책임

남아프라카 공화국
회계

추후공포

방법론

CDM, 골드 스탠더드, VCS 등록부 고려

등록부

추후 공포

특색

•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로젝트들과의 연계 가능성
• 남아프리카 프로젝트들에 대한 원조 가능성
• 오프셋 보완 탄소세
24

Alstom社의Giles Dickson씨는 보다 다양한 정책적 쟁점 사항들에 대해 EU ETS의 경험
을 공유하였다. 유럽은 배출 감축 목표 이외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목표를 실
행해오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에 더하여 EU는 다수의 저탄소 정책들을 실행해왔다. 그것으로는 연료 질 향
상 목표, 운송수단으로 부터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에너지 소비세가 있다.
Giles Dickson

EU ETS는 커버된 부문들에서 2005년 수준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1%감축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의 낮은 가격은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로 이끄
는데 실패했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는 유럽 전역에 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이끌어 왔다. 재생에너
지의 대규모 및 증가 운용 또한 상당량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큰 재정적 지원은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해보이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부문의 성
장에 대한 불확실성의 한 원인이 되었다.

키 포인트

• EU ETS는 새로이 최근이 생겨난 탄소 시장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준다.
• 배출권 거래제는 적정 수의 배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참가 업체들을 투자
•

로 유도할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다.
배출 감축 목표와 배출 총량 한도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부문에서 예상되어지
는 과정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 배출 총량 한도는 수요가 많은 변형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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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토의
그룹 A: 산업계 I
이 토론은 배출권 허용량 배당 문제에 대해 정부와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상 업체들의 참가자들은 유럽의 업체들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였다. 유럽쪽의 참가자들은 EU 프로그램의 역사와 배출권 허용량 배당 방법에 대해 설
명하였다. Solvay社의 대표자는 허용량의 배당도 중요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로부터의 이익
과 기회를 찾는 탄소 경영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hevron社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배출권 허용량 배당에 대한 협상 규정 준수의 경험과에
대해 설명하였고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산업계간의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다. 산업계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국제배출권협회(IETA)와 같은 무역 기관
과 산업계 간의 상의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또한 기업이 탄소 측정, 보고, 거래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
하는 것이 중요함 것임이 부각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나, 대기업의 이러한 일을 이뤄
내기 위한 재원과 준비할 수있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 기업 포스코의 참석자는 탄소 거래가 일일로 이루어지는지
연간으로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했
다. 한국의 산업계의 한 참석자는 회계와 무상배당의 이득과 위험 그리
고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자 하였다.

그룹B: 산업계 II
중공업과 유틸리티, 그리고 전력부문의 대표자들이 그룹B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국의 참석
자들은 예상배출량의 배출 궤도와 각 산업계에 대한 배출 감축 목표의 불충분하게 명료한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현하였고, 정부와 이해관계자로의 협의를 하여 정부가 그들의 우
려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도록 조언을 받았다.
또 다른 우려로는 탄소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탄소세에 대한
법이 한국 국회에 곧 상정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토론 그룹의 연사들과
참가자들은 이중 규제는 피해야 할 것으로 동의하였다.
이 그룹의 연사들은 EU ETS의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의 참가자들에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다시 명료하게 규
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물론 궁극적으로 의
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업무는 실무진과 재무부서에서 이
뤄지겠지만 초기에는 환경안전보건(EHS)부서나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규제기관에 대응해
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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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C: 인프라
연사와 한국의 참석자들은 배출권이 매매되는 동안의 등록부의 다양한 운용과 거래에 대해
토론하였다. European Energy Exchange의 연사는 거래소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매
매의 보안성과 안정성 등 다양한 특색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청산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동 및 수동 조정의 수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또한 토론은 등록부의 실패에 대해서도 이루어
졌는데, 등록부가 때때로 실패를 하기도 하나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라는 것이다.

그룹D: 금융
이 그룹에 참석한 연사들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 시장의 발전은 어떤 금융 시스템이
소개되는냐에 달려있다. 연사들과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 시장이 2014년까지는 어
떠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며규정 마감일에 맞춰 참여를 시작할 것이기 때
문에 2015년에도 그러할 것이라며 생각하였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앙 집권화(그룹차원 또는 회사)로 탄소 시장에 참여할지 분권화
하여(사업장별)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연사들은 충고하였다.

그룹E: 산정∙보고∙검증(MRV)
연사들은 오프셋의 공급과 사용의 불충분한 명료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의 기
존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오프셋은 배출권 거래제 하의 배출 규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졌다. 참석자들은 또한 벌금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MRV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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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Shell社는 무역부서가 회사 내부에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오직 한 회사입니까?
Shell Trading社의 Roon Osman씨 대답
Shell 내부에 트레이딩 부서가 있습니다. Shell 그룹을 대신하여 모든 원자재 무역에 책임
을 지고 있으며, 주로 원유, 가스 등을 다룹니다. 이 부서는 또한 탄소 크레딧과 EU 허용권
의 거래도 다루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이 있는 산하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중앙
거래부서에 그들의 매도/매입에 대한 숫자를 제출하고 그러면Shell Trading은 그에 맞춰
매도/매입을 합니다. 시장에서 Shell의 회사들끼리 매도 매입을 하는 것을 막고 보다 효율
적으로 거래를 빨리 결정하기 위해하기 위해 그룹내에 트레이딩 조직이 한 곳입니다.
EU ETS 1차 기간동안 기업들에게서 가장 유용했던 서비스는 무엇이였습니까?
Roon Osman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社의Abyd Karmali씨 대답.
2005년 2007년 사이에는 오프셋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한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전력시장과 연료시장의 활동을 배출 시장과함께 결합시키지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 전문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금융기관은 보다 나은 가격성
을 위해 환금성을 제공하였고 파일럿 초기 단계에서는 금융기관과 다른 유럽 기관들은 그
시장에서 주요한 참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효율적인 시장을 아주 빨리 만들어냈고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에 친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파일럿 기간 동안 유럽시장의 큰 쟁점
사항은, 배출 데이터에 관한 지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목표관리제가 없었다
는 것입니다.
많은 유럽 회사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배출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에 첫 회계기간에 갑자기 시장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파일럿 기간에 뱅킹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무척 작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그 다
음 기간에 재빠르게 선물 곡선을 수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 2007년도의 가격은 시장
의 포지션 때문에 무척 느리게 흘러갔습니다만 2008 -2009년도의 선물은 매우 유동적이
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전, 한국은 목표관리제(TMS)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회사가 따라
야 할 두가지의 정책과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리
고 전력부문과 보다 넓은 산업계 사이의 소통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byd Karmali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社의Abyd Karmali씨 대답.
배출 시장에 있어 산업부문이 보통 두 가지의 충격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이산화탄소의 가격이고 두번째는 이산화탄소로 부터의 전력가격의 조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력의 가격이 변동된다면 산업계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럽과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은 다른 산업들은 소비자 또는 가치 체인 내에서
다른 제 3자에게 가격전가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관리해야할 두
가지 다른 비용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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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 CDM 오프셋의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社의Abyd Karmali씨 대답.
상대방간에 크레딧을 이동시켜 한국의 업체에 의해 그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한국 CDM 프로젝트들은 한 군데 또는 복수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
트 참여자들은, 어떠한 경우, 크레딧이 발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딧 발행
과정이 시작될 때, 크렛딧은 물리적으로 Bonn에 있는 UN 등록부로부터, 어떠한 경우
UNFCCC 어카운트를 가진 한국의 업체와 또는 가능하다면 CDM 어카운트를 가진 외국
의 업체의 등록부로부터 이동합니다. 이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에서 중요한 크레딧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IT적인 문제 없이 이 크레딧을 한국 밖에서 한국으로 다시 이
동시키느냐 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처럼 들리나, 사실은 꽤 복잡한 문제 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등록부와 유럽 등록부가 사전에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등록부와 스
위스의 등록부를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으로 크레딧을 옮기려면 오직 한가지 방법 밖에 없
습니다. 다른 상대 국가와의 IT 연계를 한국의 환경부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일단
Bonn에서 크레딧이 발행되면 Bonn으로 부터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 준수 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EU ETS가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요인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를 지
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왜 EU ETS가 정책적 의도대로 성공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社의Abyd Karmali씨 대답.
유럽은 첫 배출 거래제가 시작된 곳이라는 점에서 운이 좋지 못했고, 우리는 이 체계를 위한
정보를 가져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럽은 증가된 배출 정보
의 질을 높이기 위해 파일럿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양이 무엇인지 알
지 못했고 그 배움을 통해 혜택을 입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훨씬 강한 계획이 필요한 영역으
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려 정책이 끼치는 영향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럽에
서 배출 총량제와 재생에너지 목표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시행령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
다. 각각은 전력발전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배출권시장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캘리포
니아는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얻었지만 캘리포니아의 교통 연료의 역할에 대한 의문
은 아직도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의 교통부문 연료에 대해서 정책이 성공한다면 이는
캘리포니아 배출 거래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이 크게 줄어들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다면 그 짐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의 기업들일 것입니다.
이런한 상호작용은 초기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며 그래서 기업들이 주의깊게 계
획할 수 있고 전략 구사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BNE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 가격은 다른 시장보다 무척 비쌀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결론에 어떻게 도달한 것이며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의 미래에 대해 이 점과 함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社의Richard Chatterton씨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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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발행한 백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중국의 전력부문에 대해서도 이러한 재미난 헤드
라인이 났었습니다. 그 레포트의 주요 결론은 2020년 예상배출량 813백만톤을 보고 있으
며 그것의 30%를 배출권 거래 시장과 비 배출권 거래 부문으로 나누었고, 총량이 오늘의
것과 같다면 2020년 시장에서 얼마에 이를 것인가를 추정하였습니다.
탄소 가격이 벌금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분석의 결론이었습니다. 90달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인용되었듯이, 우리는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격이 90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최고가격이 될 것이며 이 최고 가격은 기업들이 지불하여야 할, 시장에서 이는 가격을
설정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발표는 헤드라인이 잘못 설정되어 말하고자 했던 것
이 잘못 전해진 것이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간접배출이 시스템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社의Richard Chatterton씨 대답.
한국에서 이루진 방식과는 다릅니다. EU ETS에서는 그리고 호주에서는 발전부분의 배출
비용에 대한 고려가 있지만 그것은 기업에게 보상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산
업 부문의 기업들은전력 가격의 탄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적인 허용량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간접배출 부분이 계산되어 허용량의 배당 과정에 고려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간접 배출이 계산되어 기업이 대상 기업으로 됩니다. 전자업체
같은 매우 적은 직접 배출을 가진 한국의 대기업들은 만약 간접배출이 커버되지 않는다면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래서 Top 10개의 기업들 중 일부는 주로 간
접배출을 이루고 있으며 그래서 환경부가 간접배출을 포함시키기로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유동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시스템의 인지도를 신장시킬 것이며 이는 곧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많은 대기업들이 포함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규제되어지는 전력부문은, 전력 가격이 규제 때문에 최대 상한 가격을 넘지 못해서 가
격이 간접배출에 부과되어지지 않는다면, 가격 전가 및 회사가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장려
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한 한가지 비슷한 선례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ETS 파
일럿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간접배출을 규제하는 시장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간
접배출을 이웃 주로부터 수입한 전력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수입에 대해 아
주 조금만 간접배출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서 제안된 것과는 완
전히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승인 과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Robert Hansor

LRQA社의Robert Hansor씨 대답
우리에게 골칫거리가 바로 승인 과정입니다. 검증인을 감독하고 검증인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인증하며 또 기준을 적용하며, 데이터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EU ETS에서는 아마도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정부기관이 승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분권화된 방법이었습니다. 검증인이 승인되면, 영국에 있는 LRQA를
예로 들면, 독일의 검증인은 독일에서 승인됩니다. 국가 승인 기관이 유럽 ETS 승인 기준에
일관성 없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수준으로 작동하는 검증인들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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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검증과 승인 관련 규제가 PhaseIII 시기에 시행되어 회원국가들이 보다 다양한 과
정과 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에 대한 비용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승인자들은스태프를 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알맞은 장소에 알맞은 검증인을 보
내기 위해 영국을 자주 방문한다
중국 파일럿 프로그램은 온라인화 되어 있으며 승인 가이드라인이 이 시점에서는 매우 불명
확하고 이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없고 명확하지 않다면 검증자들은
각자 다른 기분에서 검증 업무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U ETS 첫 Phase의 2005년에 시장은 어떠했습니까.
Statkraft社의Eric Boonman씨 대답.
유럽 시장은 2003년에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브로커 시장은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들이 배출권과 배출권 거래 개념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던 반면 우리들은 다수의 큰
기업들이 꽤 많은 배출 허용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배출 허
용권은 결국 지금의 토론 주제가 되고 있는 초과이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일럿 시기 입니다. 그점을 인지합시다. 기업들은 시스템에 익숙해져야 했
습니다. 두번째 시기에서는 우리는 드디어 통계 데이터를 가질 수 있었으며 유럽 전역에서
배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침체기가 오기
전에 매도 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무엇이 상품이었습니까. 현물시장이 부재했고 허용량이 아직 없었으며 그
래서 선물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현물시장에서 시작하여 선물시장으로 나
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 시장은 OTC 거래를 시작을 했으며
우리는 미리 중요한 협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IETA가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이 잘못된다면 무
엇이 앞으로 일어날지 몰랐으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너무나 많은 불명확성들이 존
재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매 기업간의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사
람들은 무엇인가 EUA보다 더 필요하다고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오프셋에 투자를
해야 했으며 EU ETS와 해외 오프셋 마켓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유럽보다 중국에서 보다 싼 오프셋을 발행할 수 있는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투기 자본이 들어오게된 계기입니다. 당신은 많은 투기 자본들이 산업계
기업들과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터 돈을 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갖았고 이러한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시행착오 같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알았고 스
스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nuel Moeller

2008년 한 해만 보더라도 보다 세련된 금융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우리들은 많은 옵션 상품
들을 보게되었습니다. 가령, 옵션말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순한 옵션으로부터 낙
인 옵션(knock-in) 또는 에이지인 옵션(age-in)까지 개발되었습니다. 비록 그 시장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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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 외에도 허용권을 팔았던 전력회사들은 그들의 고객
들에게 보정된 탄소 보상 가격이 포함된전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었던 가장
초기 상품들 중에 하나가 탄소 보상이 포함된 세대 가격이었습니다.
매도자와 매입자의 이름 그리고 익명성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산소는 이 익명성에 대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European Energy Exchange의Manuel Moeller씨 대답.
청산소는 매도자와 매입자를 연계시켜줍니다. 청산소는 등록부에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그 어카운트는 매매를 완결시키는데 이용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 매도자는 배출권
을 차례 차례 매입자의 어카운트에 옮겨놓아질 청산소의 어카운트에 옮겨놓습니다. 따라서
매도자 매입자 양쪽의 익명성은 보장되어집니다.
금, 주식같은 다른 기존의 시장들과 탄소 거래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Andy Kruger

European Energy Exchange의Manuel Moeller씨 대답.
유럽은 다수의 원자제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거래와 비슷합니다. 유럽의 거
래소에는 청산 회원이 있습니다. 청산회원이 없다면 좀다 간단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EU시스템은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등록부 보안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도난당해진 크레딧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Markit社의Andy Kruger씨 대답.
그것은 매우 정교한 작업이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곧바로 했던 것은 허용권
을 밖으로 옮겨놓았고, 우리는 범죄과학수사를 이용하여 그들이 한 그것을 역으로 추적하
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허용권을 거래소의 트레이딩 플로어에 옮겨놓고 방식에 따라 입
찰에 들어갔고 재빠르게 역외 외환계정으로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방법들
을 찾아낼 것이나, 당신은 그들의 노력에 한 걸음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상의 문제로 시스템 전체가 며칠간 작동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이제 우리는 중앙
집권화된 등록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하시는 중간에 한국의 전력부문에서 감축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풍
력, 태양력 부문의 감축 인센티브는 어떠한 것입니까.
Thomson Reuters社의Jelena Simjanovic씨 대답.

Lloyd Vas

우리의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유틸리티의 연료전환 비용에 대해 고려해 보았습니다. 한국
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내륙의 풍력 에너지와 태양
력 에너지 자원이 부족합니다. 연안의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는 실현가능할지 모르나 감축
비용은CO2e 톤당 150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 기업들이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한국 배출권 거래제 내에 세입재활용
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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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축 곡선에 있어 장려정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Thomson Reuters社의Jelena Simjanovic씨 대답.
장려정책의 주요 목표는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되는 부문들이 배출을 감축시키는 것을 장려
하는데 있다. 이 정책들은 배출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전체 정책의 목표 달성을 돕는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재생 에너지와 교통 연료를 커버하는Complimentary policies는
배출 총량 거래제와 상호작용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EUA 1톤 감소와 호주에서의 1톤 감소가 같은지를 어떻게 확실할 수 있습니까?
Xueman Wang

Carbon Market Institute社의Lloyd Vas씨의 대답.
호주의 탄소 가격 매커니즘은 다른 탄소 시장과 연계를 하기 위해 디자인되어졌습니다. 그
래서 항상 해외 기준들, UNFCCC, 그리고 유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
찰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해외 기준들과 같은Global Warming Potential을 쓰고 있습니
다. 호주 국가 온실가스 에너지 보고 시스템 또한 해외 기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1톤과 호주의 1톤은 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는 시장이 서로 연계되는 것을 가
능케 합니다. 이러한 대체성이 없다면 이 두 시장은 서로 연계되기 힘들것입니다. 덧붙여 말
하자면, 유럽의 연계는 한방향 연계 입니다. 2015년부터 호주 기업들은 유럽의 허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부터는 양방향 연계가 될 것이며 이는 아직도 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변화를 지켜본다면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의 개시와 그에 따른 EU ETS
와의 연계는 현재 불확실합니다.
최근에 생겨난 새로운 탄소시장들이 결국에 세계 탄소 시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
까.
세계은행의Xueman Wang씨 대답.
세계은행은PMR 프로그램 하의 이머징 마켓들에게3C 컨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C컨셉
이랑 신뢰성(credi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일관성(consistency)을 말한다.
다수의 PMR프로그램 회원국들은 아직도 시장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는 다른 나라의 호환성 있고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한 무척 많은 기회들이 있다. 우리는 해외
탄소 시장과 호환이 가능한 국내 오프셋으로 개발하는 것을 돕고 있다. PMR 프로그램의 중
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머징 마켓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하여 그들이 미래에 서로
의 시장을 연계할 수있도록 협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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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인터뷰
효성, 최영렬씨
질문: 한국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도 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과 시
스템을 두고 보자면, 한국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대답: 법령과 시행령이 작년에 발표되어 어느정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혀 있으
나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더 고시가 세분하게 나오게
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질문: 배출권 거래제에 귀사는 어떻게 참여하실 예정입니까?
대답: 효성의 사업장 50개 정도로 연간 배출량이 130~140만톤이라 관리업체로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질문: 한국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답: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기본 할당배출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업종별 할당배분, 상
쇄배출권 세부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면이 없어 2015년의 한국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예상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불확실성이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워
크샵과 같이 해외 사례에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귀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소 문제에 관련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대답: 효성그룹 전략본부 산하에 팀장, 저 그리고 사원 이렇게 3명이 구성하는 그린경영팀
이라는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담당 관리자가 있어서 현재 목표관리제를 이행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장과 본사간에 꾸준한 소통을 통해 대응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IETA 워크샵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대답: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고 아직 많은 부분이
정해지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큰 데 해외사례를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산
업, 정책, 검증 기관 등에서 발표를 해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LG 화학, 이정구씨
질문: 간단한 자기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네, 저는 Ian Lee이고 한국이름은 이정구라고 합니다. LG 화학에서 왔으며 오늘 이
곳에서 탄소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고 탄소 가격이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배우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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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 배출권 거래제도, 충분한 정치적 지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정책이 자
주 바뀝니다. LG 화학 같은 기업들에게는 배출권 거래제를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예상배출량 이나 곧 실행하게 될 배출권 거래제 계획을 확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LG 화학은 어떻게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게 됩니까?
대답: LG 화학은 목표관리제를 준비해왔으며 사업장으로부터의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는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였으
며 에너지 기후변화 팀이라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제을 준
비하기 위해 내부에 전담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는 생각치 않는데 그런면에서 볼 때 LG 화
학은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LG 화학은 이 탄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대답: 배출권 거래제를 담당하고 있는 본사 에너지 기후 변화팀에는 총 6명이 있습니다만
LG 화학은 지방에 많은 공장들이 있으며 각 공장마다 탄소 문제 같은 환경 문제를 담당하
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번 IETA 워크샵이 유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네 유용하였습니다. EU ETS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많은 전략과 계획을 배울 수 있었
고 이것은 한국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비슷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
다.

PwC, 유창민씨
질문: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유창민이고, 한국에서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팀 디렉터입
니다.
질문: 한국의 탄소 시장에서 현재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 저는 정부 고객들과 민간부분의 고객들이 그들의 감축비용을 잘 이해해고 2015년
실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탄소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하여 한국에서 충분한 정치적 지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지난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초 정권이 바뀌고 난 뒤 최근에는
많은 민간부분의 참여자들이 그 지원이 계속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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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귀사가 하게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답: 저희 회사는 두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대규모 온실가스 검증 회사의 한곳으
로서 민간부문의 배출을 검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탄소 인프라 구
축 투자를 돕고 경제적 실행가능성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돕습니다.
질문: 과거에 다수의 한국기업들과 일을 하셨을텐데요, 한국에서 성공적인 탄소 프로그램
을 이루기 위해 꼭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답: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세부사항들이 아직 많이
결정되지 않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소통 채널에 있어서 투명성이 다소 결여 되어 있기때문
이빈다.
질문: 끝으로 오늘 IETA 워크샵에 참여하셨는데요, 유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답: 무척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과 호주 같은 다른 시장에서의
경험이 무엇이였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의 많은 연사분들이 이
워크샵 동안 중요한 것들을 공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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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Dirk Forrister
국제배출권협회 회장 및 CEO. 그 이전에는 기후변화 대기 오염와 청정 에너지 정책 및 시
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컨설팅 업체 Forrister 자문단의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였었
다. 2010년까지 세계 최대 탄소기금의 메니저로서 Natsource LLC의 상무이사를 담당했
다.
그에 앞서 클린턴 정권의 백악관 기후변화 대책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에너지 차관보로서 환경보호기금의 에너지 프로그램 매니저, Jim Cooper의원 법률자문
단, 조기 기후변화 두 개 법률의 입안자의 역할을 다하며 의회, 사회, 정부간 문제에 관여하
여 왔다. IETA의 명예회원 및 국립센터 대기 조사 국립센터와 미국 탄소 등록소 자문 위원
회 일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Abid Karmali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탄소시장 글로벌 헤드. 탄소 사업 관련의 주요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은행의 5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환경 관련 비지니스를 이끌어 가는 뱅크 오
브 아메리카 환경 위원회의 일원이다. 20년 이상 기후 변화, 탄소 시장, 기후 금융에 관하여
일해 오고 있다.
2013년 6월, 저탄소 금융을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 시키려는 새 UN 녹색기후기금 위원회
의 첫 민간 부분 대표자로 뽑혔다. 또한 기후시장 및 투자 협회(CMIA)의 특별고문으로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회장으로 선출되었었다. UNEP 기후 변화 자문단 그룹, 국제배
출권 협회 위원회, 영국 정부 기후 자본 시장 운영 위원회, 모잠비크 클린스타 국제 자문 위
원회의 일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혁신적인 기후 금융 거래 실적을 인정 받아파이낸셜 타임즈, 인바이런멘탈 파이낸
스, 더 뱅커로 부터 지난 6년간 그의 팀은 상을 받아왔다. 자원 봉사 활동로서 저스트 에너
지와 에너지 확보에 주력하는 사회적 기업 옥스팸의 의장직과 함께, 생물 다양성과 생태
서비스와 같은 자연자본 향상에 노력하는 보호전략기금의 고문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국
제교류진흥회 메니지먼트 컨설턴트와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 종사하였었다. 메사츄세츠 공
과 대학의 테크노 정책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Andy Kruger
Markit社의 환경 레지스트리와 경매업무에 관련한 글로벌 비지니스 개발 담당. 엔지니어
이자 변호사로서,25년 넘도록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백악
관에서부터 월스트리트에 이르는 주요기관의 토론에 초정되고 있으며환경 및 에너지 관련
법률 및 규제 발안에 관하여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오고 있다.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시장 및 중개업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Markit
社의 안전하고 손쉬운 제품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Markit社의 고객들에게 전하고 있
다.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Automotive Engineers 협회의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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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민
PwC 서울 오피스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부서를 이끌고 있으며 해외 발전 원조 업무를 주도
해오고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하여 M&A업무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다. 서울오피스 에 합류하기 전 PwC 시드니 오피스에서 여러 탄소보험과 배출 절감 비
용 분석의 업무를 지휘했으며 비개발국가 지역 녹색ODA프로젝트 기부기관을 돕고 있는
일을 맡고 있기도 하다. 산업계 세미나에 자주 연사로 초대되며 CNBC 출연 및 인바이런멘
탈 파이낸스 매거진을 포함한 다수의 저널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글들을 써오고있
다.

Richard Chatterton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NEF)社 글로벌 탄소 시장 부문의 리드 애널리스
트. BNFE社의 글로벌 탄소 서비스는 UN 오프셋 (CER과 ERU)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인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등지의 세계 여러
곳에서 배출권 거래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정책 분석, 기초 모델링, 일일 거래 분석, 그리고 중요한 뉴스를 다루는 등의 일을 하는
BNEF社의 글로벌 탄소 시장 아웃풋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2011년 BNEF社 탄소 시장
팀에 합류하기 전에는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Camco社의 해외 발전
CDM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더럼대학에서 물리을 전공하였으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지속가능 에너지 선물(先
物) 에 대해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Eric Boonman
녹색에너지와 환경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Statkraft社의
글로벌 환경 마켓 담당부서에서 탄소업무의 수장을 맡고 있다. Statkraft社는 유럽 최대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자이며 EU ETS시작 시 때부터 서비스 공급자로서만이 아닌 바이
어로서 일련의 탄소 관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tatkraft社는 전지구적 새로운
환경 시장으로 확장해가고 있으며 B-PMR의 운영위원회 회원사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에너지 및 환경 관계 업계의 주된 회사로 설립된 Fortis은행에서 2005년 이후
의 팀 수립 및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홍콩, 뉴욕 그리고 휴스턴에서 그의 팀을 설
립하고 이끌었다.
Dutch utility Nuon社에서 녹색 거래자로서 2001년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경제학 석사
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친환경 기술 및 환경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고정 연사로서 초
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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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Hansor
아시아 LRQA 탄소 회계 부분 매니징 하고 있으며 수석 검증인이자 기술 검토자. 또한
LRQA 기후변화 서비스의 글로벌 운영 위원회원이자 LRQA에서 일하기 전 ERM에서 수
석 검증인이었다.
탄소회계 분야에서 일하며 지난 5년간 유럽과 중국사이에서 LRQA, ERM, ICAP, IETA,
영국 대사관/ 영국 외무행정부와 함께 EU ETS 관련 지식을 전달하여 왔다. LRQA와 ERM
에서 중국과 아시아지역의 탄소 회계팀을 꾸려나가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EU ETS 검증
서비스 포함 ,CDM, ISO14064)

Giles Dickson
Alstom社 환경정책 및 세계 변호 부문의 부회장.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환
경, 기후변화, 교통정책과 관련하여Alstom社의 철학을 전하며 정부와 다른 기관들과 연계
를 맺은 14개팀의 수장이기도 하다. Alstom社는 전력 발전 및 전송과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부분 유럽 정부 관계 디렉터로서 2008년도에
Alstom社에 입사하였다. 그 이전에는 영국 정부 공무원으로서16년동안 EU 관련 업무
를 다루었으며, EU 영국 영구 대표부에서 환경 카운슬러로서 일하였다.
BUSINESSEUROPE Industrial Affairs 위원회의 부회장이며, 국제배출권협회의 회원이
기도 하다.

Lloyd Vas
탄소 시장 연구원(CMI)의 시장 및 리서치 매니저. 2010년 아시아태평양 배출거래 포럼
(AETF)로 부터 이행한 이래 CMI에서 일해왔다. 런던과 베이징에서 Camco社와 함께 일
해 왔던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오스트레일리
아로 건너온 후, 빅토리아 주 정부의 탄소 시장 개발 프로그램 및 이노베이션 탄소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Standard Life Investments社에서 선임 투자 이사로서 채
권투자 및 에스니컬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 분야에서 일했었다.

Roon Osman
Shell Trading社에서 에너지 시장에 관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환경 제품 분야를 이끌
고 있다. 그녀의 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Shell 그룹 배출권 거래 규정 준수를 매니징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다른 준수 업체 들에게 리스트 매니징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80개 이상의 CDM 프로젝트를 이행 하고 있는 Shell
그룹의CDM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CDM프로젝트로의 CER 발행을 받는 첫 업체
가 되는 것에도 책임을 지고 있다. 10년이 넘게 환경시장에 관련해 일해오고 있으며 임페리
얼 칼리지 런던에서 환경건강학 학사, 환경 기술학 석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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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ena Simjanović
Thomson Reuters Point Carbon(TRPC)社의 이머징 마켓 매니저. 아시아와 남아메리
카의 TRPC社의 콘텐츠 개발, 시장분석, 전략 파트너쉽을 이끌고 있다. 그 이전에는,
California Attorney General오피스,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그리고World Bank에서 다양한 기관의 에너지 분야에서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발전부분의 광범위한 전력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Brookings Institution
에서 공동저자로서 책을 출판하였다.
에너지 자원 과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
서 공공정책에 관해 석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지속가능한 발전형 기술, 엔지니어링, 비지니
스 경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4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Manuel Moeller
독일에 위치한 유럽에너지거래소 AG (EEX)의 전략 및 마켓 디자인 부서 소속 배출거래 전
문가. EEX의 배출 경매 및 국제 탄소 시장을 포함한, 배출거래 시장의 전략 및 시장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EEX 이전 2010년에는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연방 환경부의 국제 기후 정책 부서 정책 담
당관였으며, 뒤셀도르프에 있는 북 라인 웨스트팔리아주의 경제부 기후 보호 및 에너지 전
략 담당 부서에서도 정책 담당자를 역임하였다.
베를린자유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에서 정치학 학위를 수여받았다.

Xueman Wang
주요 경제국들과 중요 시장 참가자들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시장기반 접근법
및 탄소소, 그리고 다른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세계은행 PMR 프로그
램 팀리더.
중국인이며 2010년 세계은행 주요 레포트인 “발전과 기후변화”의 주요 저자로 기후 정책,
탄소 시장 및 금융이 주요 전문 분야이다. 탄소 시장 수립을 위해 많은 이머징 마켓들과 함
께 긴밀히 일하고 있다. 중국의 기후 정책과 국내 탄소 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
세계은행에서 일하기 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SCBD)에서 생물
안전성과 무역 및 환경 분야에서 일하였다. 그 전에는 독일 본에서 기후 협상에 관하여 UN
기후변화 사무국에서 일하였다. UN에서 일하기 전에는 중국외무부의 협정 및 법무팀에서
기후변화 및 다른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주 협상자로서 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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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순

에코아이 탄소 자산 매니지먼트 부서의 매니징 디렉터.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캄보디
아 등지에서 다수의 CDM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또한 한국에서 20여개의 CDM 프로젝
트에서 CDM 등록 컨설턴트들과 일하여 오고 있다.
CER과 같은 환경 원자재 거래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물시장과 OTC 시장에서 한
국 다수의 CDM 프로젝트를 위한 CER 매매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등록부와 공공기
업들에게 정책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있다.
에코아이에서 일하기 전에는 삼성전자와 LG 제품 리서치 센타에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
축 매니저로서 일하였다.

David Antonioli
VCS 최고 경영자로서,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20여년이 넘게 일해오고 있다. 2008년
CEO자리에 임하면서 그의 리더쉽과 비젼으로 스타트-업 기업이었던VCS가 워싱턴 DC의
본사를 포함하여 해외 5개 지점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의 내부적인 책임에 더하여
그는 세계 전역의 정부, 기업, 그리고 환경문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VCS프로그램을 추진
하여 나갔다.
다양하고 깊은 경험으로 세계 무대에서 탄소 엑스포(Carbon Expo)나 북아메리카 탄소
세계(North American Carbon World) 연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Point Carbon이
나 Ecosystem Marketplace 같은 유수의 매체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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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SK

LRQA

19

Yoo, JH

한국수자원공사

20

Lee, DH

서울대학교

21

Lee, OK

영국대사관

22

Lee, IH

LRQA

23

Lee, JH

기업은행

24

Lee, JK

LG화확

25

Lee, JH

STX에너지

26

Lee, HS

유한 킴벌리

27

Im, ZW

효성

28

Yim, HJ

LRQA

29

Jeon, YJ

두산 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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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기관/회사 명

30

Choi, YY

효성

31

Choi, JH

CC Center

32

Han, SH

포스코

33

Han, JH

쌍용 시멘트

34

Hong, MC

한국남동발전

35

Hong, WK

ETS 준비기획단

36

Hwang, JY

GS 칼텍스

37

Kwak, JY

서울대학교

38

Kim, JH

The ITC

39

Kim, HS

SY Energy Solution

40

Park, JY

한국전력공사

41

Lee, SJ

삼양홀딩스

42

Lim, JH

한국전력공사

43

Chun, MH

쌍용시멘트

44

Jung, HB

GS파워

45

Kim, BS

한국가스공사

46

Kim, YK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47

Kim, WJ

Shell 코리아

48

Kim, HC

한국표준협회

49

Park, SJ

서울대학교

50

Park, JB

두산인프라코어

51

Park, JH

KTRI

52

Sohn, ST

한국거래소

53

Won, JH

한국남부발전

54

Lee, KJ

NFCF

55

Lee, KU

한림대학교

56

Lee, BJ

KTRI

57

Lee, SJ

한국거래소

58

Chin, YJ

포스코경영연구소

59

Hong, MS

S-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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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기관/회사 명

60

Whang, SJ

부산시

61

Hwang, HY

Envinus

62

Kim, DK

현대제철

63

Will, Ekkehard

EEX

64

Kim, SK

Eco HiHope

65

Kim, Matthew

코스콤

66

Moon, Katie

BNEF

67

Shin, BC

SLC

68

Nam, KW

S-오일

69

Lee, JH

CyberOne

70

Choi, HH

ETS 준비기획단

71

Huh, JJ

Canada BC

72

Cho, YK

삼성경제연구소

73

Park, HI

삼성경제연구소

74

Kim, KH

Selnix

75

Park, KJ

서울대학교

76

Na, YC

코스콤

77

Park, HJ

현대제철

78

Oh, NT

한국수자원공사

79

Lee, YM

S서울대학교

80

Yoon, JH

Solvay

81

Lim, BN

Ingridian Korea

82

Nam, IH

선문대학교

83

Suh, JH

SLC

84

Yoon, BS

ETS준비기획단

85

Eum, SJ

대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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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국제배출권협회 개요
국제배출권협회(IETA)는 비영리 비지니스 단체로서 1999년도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거래
의 실용적인 국제간 프레임워크을 위해 설립되었다.
탄소거래사이클 전역에서 주도적인 해외 회사들은 그 회원으로 하고 있다. IETA 회원사들
은 환경 건정성 및 사회적 형평성과 함께 경제적 효율을 유지하며 현실적인 검증가능한 온
실가스 배출 감축을 야기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체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IETA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여하였다.
•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표와 궁극적인 기후 보호

•

국경을 넘어 명백히 공정하고 열려있으며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있으며 일관성있는
비지니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인 시장기반의 거래 시스템 구축

이러한 시스템 구축 동안의 사회적 형평성 유지 및 환경 건성성 유지
•

IETA의 목표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경을 넘어 활발하고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장의 발전 및 그에 따른 모든
유연한 방법에의 관여: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및 배출권 거래

•

비지니스에 효율적인 시스템 및 기구 창조

배출권 거래제의 비지니스 커뮤니티의 제1의 목소리가 되기 위한 목표:
•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서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집약된 견해 홍보

•

국내 및 국제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디자인과 실행에 참여

•

배출 거래 및 온실가스 시장 활동에 대한 가장 믿을 수 있고 최신의 정보 제공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ETA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 온실가스 시장 및 거래 시스템 요소의 발전
IETA는 CDM 및 회계, 세금, 무역협정, 등록부, 비준 그리고 검증에 관한 주제에 대해 워크
샵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IETA는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시장의 기능을 돕는 온실가스
시장의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

시장 매커니즘 및 온실가스 시장 참여의 홍보

지속가능한 발전 프레임 내에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지니스에 이용가능한
해결책으로서 시장 매커니즘 및 거래 홍보가 필요가 지속적으로 필요 있다. 이는nonAnnex I국가들간의 온실가스 시장 포럼들, 온실가스 시장의 상태와 발전에 대한 IETA의
연례 포럼 그리고 탄소 엑스포와 컨퍼런스 같은 노력들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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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온실가스 시장의 발전
IETA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가 Annex I국가간의 온실가스 시장의 중요성과 거래
제 연계이다. 또 다른 중요 업무로는 다양한 환경에서 펼쳐지는 비지니스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WBCSD, WEF와 그 밖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중요한 일들
을 이행해나가고 있다.

•

역량 강화
IETA는 CDM의 워크샵, 그리고 세계은행과 함께 발전된 타당성확인 및 검증 매뉴
얼에 기반하여 비준 및 검증 코스를 개발하고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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