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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2009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

에 선언하였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을 제정하고 직접규제방식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거

쳐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는 자발적 국가기여방안으로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감축목표를 다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국제사회에

공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였는데,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전 단계로서 감

축을 목표를 부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였으며 이

제도에 적용된 공기업은 전체 30개 중에 15개로서, 2015년 배출권거래

제 출범으로 다시 14개의 공기업이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기업으로 지정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14개의 공기업 중 12개의 공기업은 발전부문에

해당되어 자체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

한 세부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건물부문에 해당하는 김포국

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수단을 분석하였다.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부여받은 목표를 초과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감축수단을 살펴보면 두 공항 모두 유사하

게 에너지 절약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규설비의 도입의 효과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수단으

로서의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이미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기술은 그것을 상쇄할 수준

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필연적 선택이지만 2015년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전체 할당

량의 1% 수준의 거래실적으로 미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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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은 정부가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를 모델로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 1차 계획기간(‘15∼’17년)동안 유상할당이 없기 때문에 거

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담이 더욱 더 배출권

거래에 소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소감축 기술

개발과 탄소분야 전문가 양성 등 중장기적 전략방안을 준비하는 동시

에 공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지침 확정과

더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사업장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감축노

력도 외부감축사업으로 다양화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급진적으

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공기

업이 중간적 위치에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당

위성을 홍보함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어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학 번 : 2015-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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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7년 제3차 당사국회의(COP3)에서 채택

교토의정서1) 발효(선진국 38개국 감축의무)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선진국의 의무 감축활동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으로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세계 3위,

온실가스 세계 7위로 우선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협상 대상국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과 미래의

규제 압박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

장’을 선포하였으며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2010.1.13.)

을 통하여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녹색경영체계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 보

고 및 감축,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대 등 직간접적인 온실

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2011년

더반 총회에서는 선진·개도국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형성키로 합의하였고 이후 3년간의 협상과정을 통

해 2014년 리마 총회에서는 국가 자발적 기여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작성지침과 신기후체제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정문을 채택하였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채택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합의하였으며 후속조치 및 2020년 이전

기후대응 강화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1) 38개 선진국(Annex I)들에 대해 2008∼2012년(1차 공약기간) 기간 중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등 6종
류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실적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화한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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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BAU(850.6백만

톤CO2e) 대비 37% 감축목표2) 등을 포함한 기여방안(INDC)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UN에 제출(‘15.6.30)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기존의 목

표 감축량에서 7%가 상승된 것으로 더 많은 감축노력이 필연적으로 수

반될 것이라는 상황을 예측하게 한다. 이에 앞서, 이미 정부는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위해서 강한 시그널을 현실화 하는 수단으로여 공공부

문의 선도적 노력을 요구하였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전

2010년 10월 모든 공공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2015년까지 배출량 BA

U3)대비 20% 감축목표를 부여받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

축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1년 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시행되었는데

정부가 기업에게 목표 배출량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

야하는 직접규제로서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직접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에 정부와 기

업들에게 운영경험을 통해 배출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배출권거래 제도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었

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부

의 모든 제도적 노력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로 설명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3가지로 구

분한다면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감축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대체에너지 생산’ 마지막으로 비용효율성

을 높이는 ‘배출권거래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에서

자발적 국가 감축목표를 발표한 이후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괄목할 만

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얻어냈으나 이러한 결과는 단기간으로서 기술

력의 성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절약을 통한 에너지 소비의 감소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초창기 한국의 기후환경이

나 설치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설치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으

2)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2.1
3) Business As Usual : 배출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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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까지 경제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유

인수단인 배출권거래제는 매년 기업이 배출권을 할당받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EU의 배출권거래제를 벤치마킹하여 정부도 1

차 계획기간(‘15∼’17)과 2차 계획기간(‘18∼’20)을 통하여 성숙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는 시장기반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조차 유

동적인 형성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는 현실화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가 정착되기 위하여 그 동안 규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노력이 얼마나 적

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지난 3년(‘12〜’14년)간 시행된 공기업의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추진현황과 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대체에너지 생산

은 투자비용뿐 아니라 자체 부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산업(발전 및 제조)부문으로 제외하였다. 목표관리제를 통한 온실

가스 저감수단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조건 줄이는 상향식(Top-Down)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R&D)을 위한

신산업 육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10년 이상 추진된

EU의 배출권제도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고민하고, 국내 도입한지 채 1

년밖에 되지 않은 배출권거래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제도 추진상의 시

행착오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

의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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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이상이 에너지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다. 따라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에너지정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의 변화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하향식 규제정책에서 시장정책으로의

점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

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공기업으로서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

정책을 일반 기업보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실행하였기에, 「공공부

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에서 더 나아가 일정 기준 배출

량을 초과하는 공기업의 경우, 기업을 포함하는「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포함될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배출권 할당업체로 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용되었

다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로 지정된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 2장은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

에 따라 추진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과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 3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변화에 따른 적용 공기업을 분류하

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중 발전회사를 제

외한 배출시설로서 건물부문에 감축규제를 받는 대표적 대상으로 김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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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

실적 명세서상의 온실가스 저감수단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제 4장은 연구대상의 공기업의 지난 3년(‘12〜’14년)동안 추진된 목표관

리제의 이행실적을 통해 배출량과 감축량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세부적

으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에너지 절약에 집

중되어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 5장은 목표관리제라는 규제수단을 통한 감축노력이 실증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한계점으로 도출되었고 현재 추진되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와 EU의 배출권거래제와 비교함으로 현황과 주요이슈를 논의하

였다. 또한 탄소경영과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중심으로 공기업의 대응방

안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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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4)

현재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 동향의 바탕이 되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채

택되기까지는 범지구적 차원의 지구환경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논

의는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에서 비롯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설립 및 기후변화

협약을 통한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추진됨에

따라 본격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것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

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면서부터이며, 이후로 본격적인 기후변화

체계가 시작되었는데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문제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동기에 따라 선진국, 개도국

간의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의무화하였다. 크게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Ⅰ 국가로 분류하고 부속서Ⅰ국가 중 OECD국가는 부속서Ⅱ국

가로 구분되어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가 부과5)되

었다. 기후변화협약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로 협약 가입국이 매년 한 번씩 모여

4)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국제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
의에서 160여 개 국가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51개국이 가입하여 협약의 발효조건
이 충족됨에 따라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12월 47번째
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5) 부속서 I 국가는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위해 노력
하도록 하고, 서명한 모든 국가는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통계 작성의무,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당사국 총회 제출을 통해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함을 규정함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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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데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

서 현재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을 실행하는 법적 기반이 된 교토의정서

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Ⅰ국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축목

표 설정, 교토메커니즘6), 국가보고서 작성, 재정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6)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배출 의무감축국들이 의무 준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에 정해진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ETS),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 세 
가지 제도를 의미

COP 주요내용

1차 (1995)
독일 베를린

•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AGBM) 설치, 논의 
  결과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베를린 위임
  (Berlin Mandate) 사항 결정

2차 (1996)
스위스 제네바

• 미국과 유럽연합이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 부여 합의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 인정

3차 (1997)
일본 교토

• 교토의정서‧교토메커니즘 채택

6차

(2000)
네덜란드
헤이그

• 2002년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교토의정서 상세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호주, 일본 등과 유럽연합의 입장
  차이로 협상 결렬

(2001)
독일 본

•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개발
  도상국의 양보로•교토메커니즘, 흡수원 등의 협상이 극적 타결
• 미국을 배제한 교토의정서 체제에 합의

7차 (2001)
모로코 마라케시

• 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 정책적 현안에 대한   
  최종합의 도출
• CDM 사업 등 교토메커니즘 관련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

11차 (2005)
캐나다 몬트리올

• 2012년 이후 부속서 I 국가의 추가 의무부담 협상 및 기후변화
  체제의 시행을 결정
• 교토의정서 이행 세부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 공식 채택

12차 (2006)
케냐 나이로비

• 개발국 추가 의무부담 결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및 
  감축수단 조사 등의 작업계획 확정
•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의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방안, 
  시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 창출방안 논의
• 개발국-개도국 간 장기협력 대화체제(Dialogue)를 통해 논의

13차 (2007)
인도네시아 발리

• 포스트교토(2013년부터)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일정 수립
• 온실가스 장기대응 논의체제 합의
• 코펜하겐 회의에서 포스트-교토체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
 -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참여할 것을 촉구

<표 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사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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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 주요내용

15차 (2009)
덴마크 코펜하겐

• Post Kyoto에 대한 논의
 -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협약도출 목표
• 개도국 단기지원 자금 300억불 조성, 2020년까지 중기지원 자금
  매년 1,000억불 조성논의
• 각자 다른 나라 전제조건 하에 자국목표 제시 (조건부 감축목표)
 - 유럽연합은 기본 20%, 개발국 동참 있을 시 30%
 - 일본은 한국, 중국 등 주요 개도국 동참할 경우 25% 감축
 - 한국은 2005년 대비 4% 감축안 제시

16차 (2010)
멕시코 칸쿤

• 기후변화 영향 받는 개도국 위해 300억 달러 긴급 지원
•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씩 녹색기후기금 조성
• 지구온도 상승 2℃ 이내 억제 위한 ‘긴급행동’ 촉구
•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012년 총회(남아공 더반)에서 결정
•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 여부에 대해서, ‘교토의정서 2기’
  를 준비하되, 국가들의 참여를 강제하지는 않음

17차 (2011)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 2020년부터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설립에 관한 더반 플랫폼 합의
• 녹색기후기금 설립을 위한 합의 및 산림경영 등 개정된 LULUCF
  지침 채택 예정
• REDD+사업 이행을 위한 3단계 재정지원 합의(공적·민간, 다자·
  양자, 기타 대안적 재원을•모두 활용) 
  단, 중요한 재원인 시장체제는 제외

18차 (2012)
카타르 도하

•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
 - 2013~2020년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 개정안 채택
 - 2013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차 공약기간 개시
•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2015년까지 마련
 - 당사국들은 2013년 3월 1일까지 ‘신기후체제’에 적용될 원칙,   
  법적 형태, 온실가스 감축 형태 등 주요 요소들에 대한 국가별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함

19차 (2013)
폴란드 바르샤바

•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5년까지 제출 합의
 - 모든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를 시작하여 2015년 말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
  (파리) 이전까지 제출
•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
 - 녹색기후기금(GCF)의 사업모델 등 핵심 사항을 확정하고 
   COP20까지 GCF 초기재원 조성 준비작업을 완료

20차 (2014)
페루 리마

•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 제출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을 담은 결정문 채택
• GCF 초기재원 100억불 초과달성 및 추가적인 재원조성 협의

21차 (2015)
프랑스 파리

•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채택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新기후체제 출범
•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을 위한 R&D활성화, 당사국간 자발적
  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 메카니즘 활용

<표 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사안 요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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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토의정서(1997) : 제3차 당사국총회(COP3)

현재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을 실행하는 법적 기반이 되는 교토의정서는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행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

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되었다.

기후변화협약 서명 국가를 크게 부속서Ⅰ국가와 비부속서Ⅰ국가로 분류

하고 부속서Ⅰ국가 중 OECD 국가는 부속서Ⅱ국가로 구분되어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가 부과되었다.

또한 부속서Ⅰ국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교토메커니

즘7), 국가보고서 작성, 재정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명하였

다.8) 또한, 교토메커니즘은 부속서Ⅰ국가에 대한 감축목표와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된 세 가지 국제협력수단으로 부

속서Ⅰ 국가간의 배출권거래제9)(Emission Trading : ET), 부속서Ⅰ 국

가간의 청정개발체제10)(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부속서

Ⅰ 국가간 이행수단인 공동이행제도11)(Joint Implementation : JI)를 지칭

한다.

7)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배출 의무감축국들의 의무 준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에 정해진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ETS),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등 

   세 가지 제도를 의미
8) 부속서 I 국가는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여섯 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
9)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여유 감축쿼

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10)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제도
11) 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서 감축시킨 온실가스량의 일부를 투자국의 감축 실적인 ERU(emissions 
reduction units · 공동이행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로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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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속서 I 국가 부속서 II 국가 비부속서 I 국가

국가
협약체결당시 OECD 

24개국, EU와 
동구권국가 등 40개국

부속서 I 국가 중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개국 및 EU

우리나라12) 등 부속서 
I 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의무

감축의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음

(1990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협약상 일반적 의무

<표 2> 기후변화협약 서명 국가 구분

(자료: 산림청 공식 웹사이트13))

3. 파리협정(2015) :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195개국이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일명 ‘파리 협정’으로 불리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는 앞서 선진국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만을 규정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지키도록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을 갖춘 첫 합의라는 점

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합의문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

교하여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줄이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1.

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파리협

정은 각 국가가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INDC)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12년기준 195개국 가입)
13) http://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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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토의정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서)

개최국
일본 교토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프랑스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채택 1997 12월 채택, 2005년 발효 2015년 12월 12일 채택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감축

대상

37개 선진국* 및 EU

(美, 日,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불참) 
선진 · 개도국 모두 포함

감축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적용

시기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2차 공약기간: 2013~2020년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2020년 이후 발효 예상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목표

및

 

주요

내용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

  보다 평균 5.2% 감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차별적 부여

⦁미국의 비준 거부, 캐나다의 탈퇴

  일본, 러시아의 기간 연장 불참 등

  한계점 표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까지 제한하는데 노력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천억 달러

  (약 118조1천500억 원) 지원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부터 5년

  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

  는지 검토

한국 감축대상국 제외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 발표 (‘15.6월)

<표 3>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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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는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게재되

며 선진국은 기준년도 대비 절대량 방식으로 개도국들은 주로 배출전망치

(BAU) 또는 원단위(GDP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방식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을 통해 신기후체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행점검은

2023년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탄소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

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의 기초

를 마련하였다. 한편,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비준 국가의 온

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되

는데 우리나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비준14)하면 국내법과 동일

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정부는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15))대비 37%

를 감축하겠다는 기여방안(INDC)를 UN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감축목표 수

립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처를 구성하여 4개의 감축목표안16)을 제시한 이

후 공청회 및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

축목표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제시한 2020년 BAU대비 30%에 못 미치는

목표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2015년 6월 30일 정부는 공론화된 과정에

서 제기된 의견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도전적인 감축목표(△37%)를 확정하였는데 이러한 감축률과 무

관하게 산업부문의 감축률은 배출량 전망치보다 크게 완화해 줌으로서 수

송, 건물, 발전 등 다른 부문의 감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73조
15) Business As Usual
16)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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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발적 감축목표 (2009)

2020년까지
INDC : 자발적 기여방안 (2015)

2030년까지

중국 2005년 대비 40〜45% 감축 2005년 대비 60〜65%

미국 2005년 대비 17%(1990년 대비 4%) 2005년 대비 26∼28%

EU 1990년 대비 20% 감축 1990년 대비 40%

인도 2005년 대비 25% 감축 2005년 대비 33∼35% 감축

일본
1990년 대비 25% 감축 
(선진국 동참 전제)

2013년대비 26%

러시아 1990년 대비 15∼25% 감축 1990년 대비 25∼30% 감축

한국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표 4> 주요국의 자발적 기여방안(INDC)

[그림 1] 한국의 자발적 기여방안 (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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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내 용 장 점 단 점

절대량 감축

(Absolute)

특정 기준년도 대비

온실가스 감축

(절대량) 목표 제시

감축수준에 대한 

명확성

미래 경제상황의 

변화 반영불가

※ 주로 선진국(부속서1 국가)의 감축 공약 형태

BAU 방식

(Business-

As-Usual)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배출량 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 제시 

개도국의 참여 

촉진 가능

BAU의 

변동가능성으로 

인해 감축수준에 

대한 명확성·투명성 

제한

※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배출 집약도 

방식

(Emission 

Intensity)

GDP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배출양/GDP)으로 

감축

목표 제시

변화하는 경제상황 

반영 가능

경제성장률이 높을 

경우 배출량도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우려

※ 중국, 인도, 칠레, 싱가포르 등

부문별 감축

(Sectoral)

경제기반이 아닌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명확성

경제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수준 

파악 곤란

※ 우루과이, 라이베리아 등

정책 및 조치

(Policies & 

Measures)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정도가 아닌 정책적 

또는 조치 형태로 제시

개도국의 참여 

촉진

감축수준 불명확

※ 볼리비아, 벨리즈, 미얀마 등

<표 5> 다양한 형태의 국가별 감축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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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1.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공기

관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2011

년부터 시행됐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기관17)이 참여하며, 이들 공공

부문 대상기관은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매년 일정수

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18)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축노력을 해야 한다. 절대량 감축방식으로 2007∼2009년 온실가스 연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2015년까지 기준배

출량 대비 20% 이상 감축되도록 하고 2011∼2015년까지 연차별 감축목

표를 기관별 자체 설정하도록 하였고, 2016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량 등을 검토하여 기준배출량(‘07∼’09년, 3년 평균)

대비 2020년까지 30% 이상 감축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상시설 건물 차량

배출활동 연료 연소 전기 사용 연료 연소

구분
건물 난방온수 및 

취사용 연료
전산, 사무기기, 
기타 기계작동

차량운전

<표 6>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시설

17)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760여개
18)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20% 이상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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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예시

[그림 3]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체계

(자료: 환경부설명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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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
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
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
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
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
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
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
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
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

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

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

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

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표 7>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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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cheme)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관리업

체와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목표를 정하며, 인센티브와

페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관리업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및 관리체계 등을 수립하여 정책 목표를 효

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1) 운영체계 및 현황

목표관리제는 정부의 한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

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 목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과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고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는 총괄은 환경부가 하고 있으며,

관리업체에 대한 집행은 소관 부문에 따라 나뉜다. 총 4개의 부문으로

농림수산식품부(농업·축산), 산업자원통상부(산업·발전), 환경부(폐기물),

국토해양부(건물·교통)이 주관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는 업체

및 업체 내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업체 내에 포함된 각 사업장의 배출총

량을 합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2만 5천tCO2(에너지사용량

500TJ)이상인 경우 업체 기준으로 관리업체가 지정되며 이러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업체일지라도 단일 사업장에서 연간 2만 5천tCO2(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도 사업장 기준으로 관리

업체로 지정된다.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가 설정

되며, 이에 따라 2011년 10월 기준으로 458개 관리업체의 2012년 온실가

스 및 에너지 목표가 확정되었으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목표설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목표를 부여받은 관

리업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온실가

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방식, 온실가스 감축, 흡수, 제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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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등이 포함된다.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함께 배출량의 산

정(Measure),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

비량에 대한 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환경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목표관리 프로세스 지원 이외에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의 관리, 국가 및 부분업종별 감축목표의 설정 지원/감축, 국가 및 지자체

의 감축계획 수립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9) 관리업체의 지정기준이

연도가 바뀜에 따라 2년 단위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11. 12. 31까지 ‘12. 1. 1부터 ‘14. 1. 1부터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업체 사업장

온실가스배출량 (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량 (TJ) 500 100 350 90 200 80

<표 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 기준

2) 한계점

목표관리제는 그 대상 관리업체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총 배출

량의 2/3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

할 수 있다.20) 목표관리제는 관리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정하고 이

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직접규제 방식으로 온실

가스 감축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배출권거래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초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

으며 목표관리제에서의 관리업체는 2014년 할당업체로 지정되어 의무적

으로 참여하게 되어 짧은 기간 여러 정책변화로 혼란이 예상된다.

19) 녹색성장위원회 외, 2011
20) 환경부 보도자료, 2011.10.10



- 20 -

3.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1) 작동원리

1968년 J. H. Dales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규제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한

이후에 경제 주체 간에 재산권을 배분하여 거래하게 하는 시장경제에 따

른 의사결정제도이다. 기업 간의 격차 등으로 인해 저감비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 각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다21)

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Win-Win 전략이 가능한 제도로서 배출저감비

용이 더 많이 드는 기업체로부터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기업체로 배출저

감책임을 이전함으로써 사회적 편익도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Cordes,

2002: 255). 이 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

는데 첫째 반드시 정해진 수준의 배출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배출

권의 배분 이후에는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자

유가 없다면 규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선행조건은 배출

자간의 오염처리비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으로 한계감축비용이 달라

야만 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개별적 감축행위가 더 비용이 적은 금

액이라면 감축행위를 선택하게 되고, 배출권 구매가보다 감축행위가 더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면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배출

권거래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가 쉽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여 거래시장이 공정하고 활기차게 형성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결국 잉여 감축분은 기업의 자산이 되고 기업 내부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에 활용할 수도 있다. 물론

낮은 가격에 배출권을 구매하여 높은 가격에 이윤을 남기려는 브로커 뿐

아니라 배출권을 구매해서 영구 폐기처분하려는 환경단체도 이러한 시장

에서는 구매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환경목표 하에서 올바른 가격

을 형성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상호견제와

21) 나태준, 2008, 정책도구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와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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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촉진을 유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기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유인하려

는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한계는 전체 오염수준의 감소에는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유럽에서 바이오디젤로 화석연

료를 대체하기 위해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숲을 없애는

행위가 유럽에게는 정당한 감축노력으로 배출권을 확보하지만 실제 지구

전체로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된 대량의 온실가스로 인해 환경적 기

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환경목표가 설정되어야 한

다. 또한 일반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배출권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로부터 얻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

한 부담이 오히려 배출권거래제도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Stavins, 1998).

2) 국외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국제 탄소거래 파트너십(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22)이 발간

한 「ICAP Status Report 2015」에 따르면 현재 39개 국가에서 17개의 탄

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현재 31

개국(28개 회원국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3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EU의 배출권거래제도는 2005년부터 EU-ETS를 시행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안착을

하였다. EU는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부터 배출권 할당방식을 기존의

국가별 할당계획을 폐지하고 EU 차원에서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정책을 변

경하였으며, 2020년 또는 그 이후까지 배출권 총량을 매년 1.74%(1억2,000

만-1억 3,000만 톤)씩 감소하도록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2027년에는 완전경매(100%)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지역단위의 ETS를 운영하고 있으며 RGGI(Regional Greenhouse

22) 국제 탄소거래 파트너쉽(ICAP) : 강제적인 탄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 혹은 지역 간
    의 연대를 위한 협력체제(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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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23)는 배출권 할당 수익을 친환경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총량제한 배출량 거래제

(Cap-and-Trade program)는 감축목표를 1990년 배출수준으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3) 국제 동향 및 파리협정과의 관계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국가들은 상호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

고 있는 중인데, 대표적인 EU의 ETS는 스위스 ETS와 연계를 추진 중

이고 캘리포니아 주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백 주의 총량제한 배출량 거

래제와 연계하여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우리

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08년)이후 코펜하겐에서 열림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를 계기로

2030년 기준 배출전망치(BAU)대비 30% 자발적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

에서 더 나아가 파리협정 이전에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37%까지 상향하

였다. 또한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가 파리협정과 직접적

인 관계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파리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

로 예상되며 우리정부가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에도 이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이렇듯 파리협정의 보다 상향된 감축 목표의 제시 의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전 세계적인 정착으로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의 부과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3) RGGI는 2009년부터 미국 동부의 코네티켓,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
헴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9개 주가 공동참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명칭이자 해당 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9개 주가 연합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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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지역명)
도입
년도

시행
범위

2015할당총량
(tCO2)

대상
기업

ETS
적용비율24)

1 EU

2005

28개국

2,007,800,000
11,500

이상
45%

2 아이슬란드

전국3 리히텐슈타인

4 노르웨이

5 뉴질랜드 2008 전국 38,600,000 2,423 54%

6 스위스 2008 전국 5,400,000 55 11%

7 카자흐스탄 2013 전국 153,000,000 166 55%

8 캐나다(퀘백) 2013 일부 65,300,000 80 85%

9 미국 동부 9개주 2009 일부 89,100,000 168 20%

10 일본(도쿄) 2010 일부 10,800,000 1,325 20%

11 일본(사이타마) 2011 일부 11,400,000 581 26%

12 미국(캘리포니아) 2013 일부 394,500,000 350 85%

13 중국(광동) 2013 일부 408,000,000 211 55%

14 중국(베이징) 2013 일부 50,000,000 543 40%

15 중국(선전) 2013 일부 32,000,000 832 40%

16 중국(텐진) 2013 일부 160,000,000 114 60%

17 중국(상하이) 2014 일부 160,000,000 191 50%

18 중국(충칭) 2014 일부 125,000,000 242 40%

19 중국(후베이) 2014 일부 324,000,000 138 35%

표 9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

(자료 : ICAP, 2015 「ICAP Status Report 2015」)

24) 전체 탄소배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배출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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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1) 도입 배경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적정보급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

해 기술의 파급효과를 사회적 최적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간접적으로 온

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

터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차등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를 시행하였다. 관련설비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도출했

으나 지원 대상 발전소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

가되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25)

RPS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

지로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재생에너지원 간,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운영 현황

RPS 제도에서 공급의무대상자는 국가 총발전량의 98.7%를 차지하는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며,

2012년에는 총 13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사,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업자)가 지정되

었다. 이들 13개 의무대상자는 총 6,420GWh의 공급의무량을 부과 받았

으며, 이 중 태양광은 별도 의무공급량으로 276GWh를 부과 받아 한 해

동안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에너지기후변화편람, 2012).

의무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

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를 구매하여 의무량

을 달성할 수 있다. 의무공급량은 2012년 총 발전량의 2%에서 2022년에

25) 신재생에너지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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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 이내로 정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2). 또한 태양광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별도의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보급잠재량, 산업효과 등 산업육성 측면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0). 그러나 RPS비율이 높은 발

전회사들은 경기불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난황을 겪고 있다. 신·재

생에너지 의무할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고, RPS공급량은 갈수록 늘어나 부담이 커

지고 있다.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

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표 10>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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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대상 및 범위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대

상으로 강력한 규제수단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처음으로 공공부문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을 받기에 공기업도 필수적

대상이 되었으며, 2012년은 한층 더 강화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에서도 15개의 공기업이 관리업체로 지정되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

출권거래제를 위해 정부는 할당업체를 정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14개의 공기업이 지정되었다. 할당업체는 사업장과 업체 지정으로 구분되

며 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2011〜201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0

tCO2 이상 이고 업체는 125,000 tCO2 이상의 경우 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

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제도를 거쳐. 현재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을 받는 14

개의 공기업 중에서 12개 공기업은 산업·발전부문에 속하며 자체의 배출량

보다는 단위전력 생산량당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

제로서 생산단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수력원

자력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공기업이므로 필요한 에너지는 자체 생산량

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수동력 및 원전 안전운영에 수반되는 필

수외부전력의 사용분만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부적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력생산이

가능한 발전부문이 아닌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건물분야의 한국공항공사(김포국제공항)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국제공

항)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총 배출량이 업체 지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제외한 13개의 지방공항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분석범위는 직접규

제수단인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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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행실적 명세서를 바탕으로 규제에 대응한 감축노력을 분석하여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

고 이에 대해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적용 공기업 (30)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적용 공기업 (15)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적용 공기업(14)

2011년 2012〜2014년 2015년〜현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목표관리제 유지)

한국철도공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유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 -

<표 11> 온실가스 관련제도에 따른 공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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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량) 

건물·교통
【국토부】

수자원·폐기물
【환경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    588,037 tCO2

한국남동발전 :  56,504,000 tCO2

한국남부발전 :  36,080,000 tCO2

한국동서발전 :  38,383,445 tCO2

한국서부발전 :  39,105,000 tCO2

한국수력원자력 : 3,753,000 tCO2

한국전력공사 :   1,420,000 tCO2

한국중부발전 :  42,625,000 tCO2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12,663 tCO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631,406tCO2)

<표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부문에 따른 공기업 분류

※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공기업 없음

구분 사업장 업체 자발적 참여업체

온실가스배출량 (tCO2) 25,000 125,000 상관없음

연구대상
김포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

<표 13> 온실가스 할당업체 지정 기준 및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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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방법

1. 연구의 분석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수단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감축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유용한

정책수단이지만 목표보다 초과 감축에 대한 보상이 없고 미달성의 경우

과태료의 책임만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온실가

스 감축기술 개발에 대한 촉진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시장유인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는 직접규제와 비교하여 감축비

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상이 기업이 아닌 온실가스 총량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대안

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배출허용량)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추진된 방법론을 목표설정, 기존

설비의 교체, 투자를 통한 신규설비의 도입, 에너지 절약으로 구분하여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투입

시장유인수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5년〜)

규제수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12〜2014년)

목표설정

기존설비 개선

신규설비 도입

에너지 절약

영향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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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일 먼저 직접적인 규제를 추진하였다. 2011년 공공부문을 선두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었으며 뒤를 이어 2012년부터 배

출량이 많은 기업은 대상이 되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고 다

른 한편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배출권거래제를 순차적으로 정착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도

입 이전 정부가 규제를 중심으로 3년(‘12∼’14년)간 추진한 한국공항공사

와 인천공항공사의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현황을 세

부적으로 접근하여 목표 달성뿐 아니라 실제 감축량 및 이행실적의 차

이, 감축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살펴봄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규제라는 측면의 감축노력의 시사점을 찾아볼 예정이다. 다음은 2015년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와 이미 10년간의 운영경험을 갖는 유럽의 배출

권거래제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예상되는 제도의 문제점과 정착화 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대상인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

제공항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공항 내부에서 어떠한 감축노력을 얼마나 했고 저감수단별

감축효과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포국제공

항과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

체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3월말까지 지난해의 이행실적을 총 3년간 정부

에 제출하였다. 검증이 완료된 이행실적보고서는 신뢰성을 확보하였기에

내용에 기록된 추진실적의 개선내용과 절약효과를 비교 할 수 있다. 공

항별 온실가스 세부 감축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저감수단은 표15에 정리

하였으며, 고시2014-186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의 서식 7의 저감수단 코드를 준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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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수단 주요내용 코 드

연소설비
· 보일러 효율 개선 예) 보일러 청소

· 설비 통합운전 등 운전방법 개선 등
1111〜1399

증기시스템

· 증기 손실방지

· 응축수 회수이용

· 증기압력 적정화를 통한 열손실 방지

· 배관개선을 통한 방열손실 방지 등

2111〜2199

열사용설비
· 노후설비 교체, 폐열 및 여열 회수 등

· 최적화를 통한 효율개선
3111〜3599

전력시스템
· 전력피크 제어를 통한 절감

· 역률개선, 수변전설비 개선
4111〜4399

모터시스템
· 인버터 설치를 통한 효율화

· 노후설비 교체 등
5111〜5399

건물/조명/공조

· 조명회로 분리로 구역별 점등을 통한 절감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 실내온도 조정 및 전열교환기 설치

· 단열 및 기밀 개선

6111〜6399

대체에너지 · 태양열, 지열 등 대체에너지를 통한 생산 7111〜7199

공정개선
· 공정 및 공법의 개선

· 기타
9111〜9199

<표 14>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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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온실가스 저감수단 분석

제 1절 목표관리제도의 목표 설정

1. 목표의 설정 및 관리

1) 목표 설정의 원칙

산업·발전, 건물·교통, 폐기물, 농업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온

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등의 목표를 설정할 때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과거 배출량의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하되 신·증설 계획과 국제경쟁

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26)고 명시하고 있다.

2) 기준 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

년으로 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업체의 합병·분할 또

는 영업·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되거나 조직 경

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이 발생한 경우, 온실가스 배

출량 산출방법론이 변경된 경우에 부문별 관장기관과 합의하여 기준 배

출량을 재산정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유 발생 60일 이내 검증기관

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정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27) 목표관리

대상기간은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상배출량은 기

존 배출시설과 신·증설시설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예상배출량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

리)에 따른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배출허용량을 산정한다.

2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 23조
2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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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목표(배출허용량) =

[(기존시설 기준 배출량 x 예상성장률)+ 신·증설예상배출량]

× 업종 감축계수

2. 목표 관리의 특례 및 재설정 등

1) 목표 관리의 특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는 국제적 동향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

리와의 연계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기여도, 전력수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전, 철도(지하철 포함), 사전

협의된 업종 및 배출시설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2) 목표의 재설정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배출시설 가동상황 및 신·증설계획 이행

상황 등을 목표 이행연도에 점검할 수 있는데, 영업상의 변경으로 전체

배출량이 변동된 경우 당초 목표가 설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변경된 조직

경계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업체의 목표

를 재설정하는 경우 관장기관은 총괄기관(환경부)에 제출한 후 사유와

결과의 근거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3) 목표 달성의 평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7조제1항은「부문별

관장기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두 가지 목표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여부와 감축률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매년 제출

되는 이행실적을 분석해보면 실제 추진된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증빙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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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김포국제공항

1. 이행실적 분석(2012〜2014)

김포국제공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공항으로서 2000년까지는 모든 국제선

이 취항하였으나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로 국내선을

중심으로 도쿄, 상하이, 오사카, 베이징 등 단거리 국제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적용범위 매출액(억원) 에너지비용(억원) 대상면적(㎡) 근무인원

사업장 3,679 59.6 (1.62%) 443,950 429

<표 15> 김포국제공항 관리업체 정보

1) 김포공항 온실가스 배출현황 (‘12∼’15년)

[그림 5] 김포국제공항 온실가스 배출량(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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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을 파악·기록·유지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3자 검증

을 통해 구축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매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

터링할 뿐 아니라 분석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해야하며 이행실적으로 제출

되는 최종 배출량은 1년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 인벤토리상의 배출량은

기록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제출된 자료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관리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여 확정한다. 매년 강화되는 감축목표는 공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그림 6에서 김포국제공항은 정부에서 확정한

예상 배출량에서 매년 10∼20% 이상의 감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포국제공항의 지속적인 여객증가율과 시설증가, 최근 몇 년간

발생되고 있는 폭염, 한파뿐만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 만족수준을 충족해

야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많은 자구적 노력이 추진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6] 김포국제공항 온실가스 감축량(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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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공기업의 특성상 정부의 목표를 지키지 못할 때는

경영평가 불이익과 대외 신뢰도 하락 등 많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축노력은 [그림 7]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 측정된 감축량과 이행실적명세서 상에서 증빙되는 감축량을 비교한

것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단기에 효과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행과정에서 자료로 증빙 할 수 없는 인위적 에너지 절약

을 의미하며 감축기술 및 대체에너지 생산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림 7] 김포국제공항 연도별 투자액 및 온실가스 감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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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그림 9]에서 보듯이 감축에 대한 부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설비에 따른 연간 에너지 절약비용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김포공항의 경우 제도가 도입 후 2012년 예상 배출

량 대비 4,354 tCO2를 감축하였으나 이행실적으로 증빙되는 자료는 175

tCO2 이며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비데 타이머 100개를 설치하고 공항 내

형광등 2,881개, 유도로등 331개를 고효율조명기기로 설치하여 증빙된 감

축량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상의 감축량과 증빙자료상의 4천톤의 차이

가 발생된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측정이 어려운 에너지 절약부분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을 보면 실제 투자는 조명교체

에 97%이루어졌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조명으

로 교체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력시스템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냉난방 온도조절이나,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타이머, 회로분리 등의 노력이 이러한 감축량에 주요한 수

단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김포국제공항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2012)



- 38 -

3) 2013년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김포국제공항의 2014년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4,768 tCO2 이며 이행실적

증빙도 4,751 tCO2로 2012년과 비교할 때 전력시스템과 조명교체밖에 없

었던 온실가스 저감수단 실적이 [그림 10]를 보면 연소설비 외 6개 분야

로 보다 다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김포국제공항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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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의 이행실적 명세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 증빙되지

못한 저감수단 증빙이 2013년부터 전기 계량을 통해서 대부분 명확하게

설명 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는 냉온설비

에 가장 많았으나 실제 감축량은 건물/조명/공조 부문에서 가장 많이 감

축되었고 냉온설비가 그 다음으로 뚜렷한 감축량을 보인다. 대표적인 2

가지의 저감수단 감축비율을 살펴보면 건물/조명/공조에서 고효율조명기

기 투자금액이 가장 많았으나 실제 감축비율은 냉난방 절약에서 97%를

차지하였는데 2,323 tCO2으로 총 감축량의 절반에 육박한 수준이다. 냉온

설비는 모두 냉동기 교체에 투자되었으며, 노후 냉동기교체의 온실가스

감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감축비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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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김포국제공항의 2013년 온실가스 감축량과 유사하게 증빙되었던 저감수

단이 2014년 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외부환경 변화에서

기인한다. 먼저 김포공항에 임대시설로 있던 이마트와 김포공항 아울렛

이 계약만기로 나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이마트의

경우 대기업이고 관리업체에 지정되어 있어 김포공항의 배출량과 별도로

관리고 있었으나 김포공항 아울렛의 경우 관리업체에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업체이기에 김포국제공항의 배출량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영업종

료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이 대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그림7]에서 나타나

는 3,414 tCO2은 김포공항 아울렛의 예상 배출량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전년도는 건물/조명/공조와 냉온설비의 2가지 저감수단에서

대부분의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루어졌다면 2014년은 [그림 12]와

[그림 13]에서 보듯이 연소설비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량

도 뚜렷하게 함께 증가되었다.

[그림 11] 김포국제공항 온실가스 저감수단 투자액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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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김포국제공항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량(2014)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3가지 수단은 전년도와 동일한 건

물/조명/공조와 냉온설비 2가지와 추가적으로 연소설비에서 상당량의 온

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세부내용을 살

펴보면 연소설비에서 보일러 청결 등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도 이루어졌

으나 실제 온실가스 감축비율에서는 노후 보일러 교체를 통한 감축량

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냉온설비의 경우 투자금액은 내구연한이

된 냉동기를 고효율로 교체하거나 효율이 매우 낮은 노후화된 냉동기를

교체하는데 투자된 금액이 비슷하나 노후 냉동기 교체를 통한 감축량이

74%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조명/공조에서는 정부

권장정책인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가장

높은 투자금액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온실가스 감축은 냉난방 절약을

통한 전력소비의 억제에서 76%를 차지함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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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감축비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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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포국제공항 온실가스 저감수단 분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으로 3년간 김포국제공항의 이행실적

명세서를 분석하면 기존설비의 개선, 신규설비 도입, 에너지 절약이라는

저감활동으로 크게 구분된다. <표 17>에서 보면 2012년 에너지 절약이

매우 높게 보이는데 이것은 시행 첫해로서 이행실적상의 증빙을 위한 수

단별 감축량 계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신규설비의 투자에 대한 절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3년과 2014

년은 저감활동에 대한 감축효과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보일러 청결

이나 응축수라인 단열보수 등의 기존설비 개선과 노후보일러와 냉동기를

고효율로 교체하고 고효율조명기기 도입확대 등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효

과가 감축량으로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로분리를 통한 구역별 점등이나 타이머를 통한 전력수요관리와

냉난방 온도조절이 총 감축량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2012 2013 2014

기존설비 개선 113 2.6% 708 14.8% 716 12.5%

신규설비 도입 63 1.5% 1,690 35.4% 2,356 41.2%

에너지 절약 4,178 95.9% 2,370 49.8% 2,650 46.3%

총 계 4,354 100.0% 4,768 100.0% 5,722 100.0%

<표 16> 온실가스 저감수단을 통한 감축량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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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인천국제공항

1. 이행실적 분석(2012〜2014)

인천국제공항은 1991년 11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1994년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후 1999년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01년 3월 29일 개항되었다. 전 세계 54개국 184개 도시를 88개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항공기 항공기 29만회, 항공화물 256만 톤, 여

객 4,511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이다.28)

적용범위 매출액(억원) 에너지비용(억원) 대상면적(㎡) 인원

사업장 17,364 391 (2.25%) 1,169,985 1,071

<표 17> 인천국제공항 관리업체 정보

2) 인천국제공항 온실가스 배출현황(2012∼2015년)

195,000 

187,596 
191,028 

185,974 
181,798

167,368 168,827 170,480

150,000 

155,000 

160,000 

165,000 

170,000 

175,000 

180,000 

185,000 

190,000 

195,000 

200,000 

2012 2013 2014 2015(검증중)
예상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 14] 인천국제공항 온실가스 배출량(tCO2)

28) 인천공항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2015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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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온실가스 배출량도 [그림 15]에서 보듯이 기준배출량 대비

3년간 6∼11% 이상의 감축률을 보이며 김포국제공항과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대상면적이 김포국제공항과 비교하

여 매우 넓고,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도 5배에 가깝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축량도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이행실적 명세서 상의 증빙된 감축량은

실제 온실가스 인벤토리상의 검증된 총 감축량의 20%밖에 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앞서 서술된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2012년 초반에 실적

으로 증빙되지 못한 부분도 2014년 실적에 90% 일치되게 제출되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그 차이를 이행실적 명세서상에서 증빙되어 제출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량의 증빙 차이는 노후설비 교체와 시

설설비투자 등 명백한 증빙이외의 감축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동하

절기 냉난방 온도 조절 및 최대전력관리, 불필요한 장소의 점·소등 개선

등 다양하게 데이터로 보이지 않는 노력이 추진됨으로 이러한 감축량의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인천국제공항 온실가스 감축량(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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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인천국제공항의 2012년 기준배출량은 195,000 tCO2이나 13,202 tCO2(6.77%)

감축하여 실제 배출량은 181,798 tCO2이였다. 그러나 총 감축량 중에서

이행실적에 증빙자료는 35% 수준의 4,587tCO2인데, 이러한 온실가스 저

감수단 이행실적은 냉온설비와 조명교체의 2가지 수단으로 나타나며 노

후 가열설비를 고효율 흡수식 내동기로 4대 교체하였으며, 고효율조명기

기 교체는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부대건물에 총 20,438EA 교체

되었다. 따라서 총 감축량의 65%인 85,000 tCO2는 김포국제공항의 사례

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에너지절약 유도와 실제 이루어진 냉난방 온

도절약 등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5]에서 2012년 냉온설비와 고효

율조명기기 교체에 대한 투자는 당해 연도 전기절약으로 연동되어 연간

절감금액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비용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

점에서도 효과적인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인천국제공항 2012년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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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인천국제공항의 2013년 기준배출량은 187,596 tCO2이나 20,228 tCO2(10.78%)

감축하여 실제 배출량은 167,368 tCO2이였다. 그러나 총 감축량 중에서

이행실적에 증빙자료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더 낮은 23% 수준의 4,587tCO2

이 명시되었는데 세부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과

동일하게 노후 가열설비를 고효율 흡수식 내동기로 총 4 교체하고 고효

율 조명기기로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부대건물에 총 20,438EA

교체하여 동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7] 인천국제공항 2013년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5) 2014년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인천국제공항의 2014년 기준배출량은 시설증가를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늘어난

191,028 tCO2이며 22,201 tCO2(11.61%) 감축하여 실제 배출량은 168,827

tCO2이였다. 총 감축량 중에서 이행실적에 증빙자료는 4,004tCO2이 명시

되었는데 그림 19의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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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비교하였을 때 모터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모터의 내구 연

한이 도래로 고효율 모터교체를 통해 온실가스 절감이 연간 96 tCO2되었다.

또한 전력시스템의 개선으로는 경유보일러를 지열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

며 지속적 사업으로 고효율조명기기를 여객터미널, 탑승동, 교통센터, 부

대건물에 총 20,189EA교체함으로 연간 3,837 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

루어졌다.

[그림 18] 인천국제공항 2014년 온실가스 저감수단 이행실적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국제공항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라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초과 감축을 달성했으나 제출된

이행실적상의 나타나는 기존설비 교체와 신규설비 투입은 총 감축량의

12∼35%로서 나머지 65∼78%의 감축량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부분의 감축량은 투자와 연결되지 않는 인적 노력이 주요

한 수단으로 에너지 소비의 90%인 전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서 인위적인 온도조절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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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국제공항 온실가스 저감수단 분석

인천국제공항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실적은 에너지 절약에 대

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설비에 대한 감

축량은 증빙에 의한 감축량만이라고 가정하고 실제 감축량과 증빙실적상

의 차이를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감축량으로 추정하였다.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 감축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과 2013년 모두 에너지

절약으로 추정되는 감축량이 가장 많으며 가열설비 및 고효율조명기기

도입을 통한 감축량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발전설비 및

모터설비의 개선을 통한 감축량도 존재하나 감축비율이 매우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2 2013 2014

기존설비 개선 - 0.0% - 0.0% 173 0.8%

신규설비 도입 4,586 34.7% 4,586 22.7% 3,832 17.3%

에너지절약 8,615 65.3% 15,641 77.3% 18,197 81.9%

총 계 13,202 100.0% 20,228 100.0% 22,201 100.0%

<표 18> 온실가스 저감수단을 통한 감축량 (tCO2)



- 50 -

제 4절 소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건물부문 적용을 받는 김포국제공항(사업장)

과 인천국제공항(업체)의 3년 동안 배출량과 감축량 그리고 이행실적 명세서

상의 온실가스 저감수단을 통한 감축량을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를 도입 전에 보다 안정적인 감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목표관리제

는 대부분의 감축량이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목표 달성이 가장 대표적인 저

감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항의 특성상 지속적인 시설증가뿐 아니라

여객 증가를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수단은 일시적으로 효과

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한계성을 나타낸다. ‘마른수건을 짠

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위적인 억제와 절약이 앞으로 더 이상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규제

수단을 대체하는 시장유인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사실이다. 무조건적인 절감

이 아니라 기업별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성이 감

축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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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절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전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2015년의 시작과 함께 배출권거

래제로 전환되어 적용을 받게 되었다. 처음부터 정부는 궁극적인 목표를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두고 목표관리제를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 경영으로

전환되어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펼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러나 앞서 4장에서 보듯이 목표관리제상에서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대부

분이 에너지 절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감축기술이나 대체에너지

에 대한 추가적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현재 목표관리제를 적용받

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었고 제도가 시행된 후 1년

이 지났으나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 이전에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

다. 따라서 5장에서는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는 배경 및

제도를 비교할 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이슈화

되는 사항을 도출하고 이러한 사항이 공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전략적

으로 대응해야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1.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발달한 산업구조의 특징을 반영하여 여

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높고 1990년부터 2007년 동안 한국의 탄소배출

량은 두 배 증가했으며, 전 세계 배출량의 27% 증가율을 훨씬 앞질렀다

(OECD, 2011). 따라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선언한 2020년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장유인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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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으며, 목표관리제와 같이 직접규제수단은 방법이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들 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를 위한 한계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모든 기업들

이 동일한 배출기준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개입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된

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유인

수단은 경제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투자를 통하여 기업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탄소의 가격을 매길 수 있

는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으로 직접 규제에 비하여 비용이 효과적

으로 적게 소요됨으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른 기업 간 감축비용으로

국가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5년 1

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할당업체들은 2016년 3월에 시행 첫 해인 2015년

의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검증절차를 밟고 있다.

[그림 1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 (자료: 환경부 2014)



- 53 -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체계(MRV)는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에서는 단 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감축만을 추진할 수 있고 목

표보다 초과로 감축하여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수 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의 거래·상쇄를 활용하여

감축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이월·차입이 가능하여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29)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참여기업이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공

통

점

감축목표
· 국가목표에 따른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 정합성 유지 계획

· 양 제도의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

측정보고검증
(MRV)

· 목표관리제 하에서는 구축되는 MRV 공통 활용 계획

· MRV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 

감축경계 · 자사 사업장 내 감축 + 조기감축실적 + 외부감축실적 인정

차

이

점

작동방식 직접규제 가격에 따른 시장메커니즘

이행기간 단년도 (매년 목표 설정) 다년도 (계획기간 단위)

목표달성 수단 사업장 내 감축
사업장 감축, 외부감축 구매, 

이월/차입/상쇄

초과 감축 인센티브 없음 외부 판매 또는 이월

초과 배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초과배출량 비례 과징금

<표 19>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자료 : 환경부 배포자료에서 재구성)

29)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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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관리제 【직접규제수단】 배출권거래제 【시장유인수단】

정부
· 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빠르게 나타남

· 직접규제에 비해 오염물질 감축비용 
 절감 가능30)

기업
· 추가 감축의 보상 없음
· 목표 미달성 시에 과태료 납부
·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촉진 어려움

· 개별기업의 감축비용 절감 
· 부문의 감축실적 판매 가능으로 
 사회 전체 오염물질 감축 활성화

목표
할당

산업구조 개편을 반영하는 배출권 
배분이 어려움

· 배출권 거래 가능으로 합리적인 
 할당방식 채택으로 국가의 정책적 
 목표를 반영한 목표 설정 가능

대상 · 개별기업/사업장 배출량 온실가스 총량

장점
· 정책의 효과 예측성
· 돌발 상황 대응이 용이

·온실가스 수량 목표 달성
·업종별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에 유리

단점
· 과도한 정부개입
· 규제 포획

· 총량 설정의 임의성, 가격변동 가능성
· 초기할당 과정의 형평성, 시장 참가비용

<표 20> 정책수단으로서 제도 비교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에서 재구성)

3)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는 5년 단위(1차 계획기간 ‘15∼’17년 경우 3년)의 배출권거래제의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기준 및 할당량, 조기감축실적

인정 등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을 우선 수립하였다.31)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시행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를 지

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

고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에게 계획기간 내에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

게 된다. 제 1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은 5대 부문, 23개 업종, 총 525업

체가 지정되었다.

30) 미국의 RECLAIM은 직접규제 대비 대기오염물질 감축비용을 최소 40%이상 절감
    (Sorrell, S., J.Skea, 1999)
31) 환경부, 20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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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  문 업  종

1 전  환 (1) 발전 · 에너지

2

산  업 (17)

광  업

3 음식료품

4 섬  유

5 목  재

6 제  지

7 정  유

8 석유화학

9 유리 · 요업

10 시멘트

11 철  강

12 비철금속

13 기  계

14 반도체

15 디스플레이

16 전기전자

17 자동차

18 조  선

19
공공 · 폐기물 (2)

수  도

20 폐기물

21
건  물 (2)

건물(통신제외)

22 통  신

23 수  송 (1) 항  공

<표 21>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5〜’17) 업종 분류

4) 정부의 추진방향 (2016)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시행이 된지 1년밖에 되지 않

아 유럽이나 다른 국외 사례에서의 성숙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계획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되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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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년), 2차(‘18〜’20년)만 3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1차 계획기간까지는 제도의 성공

적인 정착을 위해 주력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차

계획기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2016년부터 기후변화대응 컨트롤

타워를 총리실로 격상할 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총괄을 기재부로 이관

하고 연중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대응개편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추

진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시장과 기술 중심의 감축수단을 적

극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

R&D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분 현  행 개  편

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 · 조정

【 환경부 】
【 범부처 총력체계 】

국무조정실 총괄
부문별 소관부처 책임제

배출권 거래제
운영

기재부 총괄 · 환경부 운영

기재부 총괄 강화
4개 관장부처 운영

(국토, 농림, 산업, 환경)
*환경부 인증 전 협의

중장기 전략수립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년 감축목표 기준)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30)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2050 저탄소 발전 전략

온실가스 감축수단 규제 중심 시장 · 기술 · R&D 병행

지자체 · 시민사회
협력 형식적 관리 실질적 협력 (환경부 주관, 부처 협조)

<표 22> 기후변화대응체계 주요 개편방향

(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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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2005년부터 시행된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를

주요 모델로 삼았으며, 세계 경제위기 직전까지는 매우 성공적 사례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효과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어 적

극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배출

권의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한 실정

으로 이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국내의 부진한 배출권거래현황

을 통한 이슈와 더불어 공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대한 부담에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 EU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비교

EU의 배출권거래제는 1기(‘05〜’07년), 2기(‘08〜’12년), 3기(‘13〜’20) eh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했다. 처음에는 25개국 대상으로 출

범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5% 유상할당을 규

정하였으나 실제 0.12%가 할당되었다. EU의 배출권 평균가격은 1기에

18.4유로/톤에서 배출권의 과잉공급으로 2007년 0.7유로/톤까지 급락했는

데 2기에는 1기의 배출권 이월을 금지와 유럽의 재정위기 및 경기 둔화

로 배출권 수요가 감소되어 가격의 하락이 더욱 심화되었다. 3기는 현재

진행 중으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1% 감축을 목표로 발전부문

100% 및 산업부문 20%를 유상할당 할 뿐 아니라 국가할당계획을 폐지

하고 유럽을 전체로 할당하여 보다 도전적인 감축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배출권거래제를 모델로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출범하였고 1차 계획기간이 2015〜2017년까지 현재 시행중이다. 당초 유

상할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산업계의 반대와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어 100% 무상할당으로 출발하였다. 이미 EU의 경우에서 보듯이 1기

에는 실제 목표보다 매우 낮게 유상할당이 추진된 것으로 보아 제도 초

기시행에는 유상할당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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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EU의 배출권제도는 1기와 2기를 거쳐 3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10년간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경제는 성장하

면서 온실가스는 19% 감축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났는

데 이는 유럽의 경제침체보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

책적 노력이 주요한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발전회사

들을 중심으로 저탄소 기술개발을 유도하였고 재생에너지부문의 고용을

촉진하여 직간접 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것을 대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성과의 이면에는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며 기업

이 배출권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에 따라 부당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온실가스 규제가 심화되면 기업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

외로 이전할 경우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EU의 배출권거래제는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만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데, 미미한 거래량과 이에

따른 불명확한 시장가격 문제는 선행되어야 과제로 남겨져 있다.

구분 구분 유럽(EU) 한국

1기

기간 2005〜2007 (3년) 2015∼2017 (3년)

유상할당
실제 0.12%

(법상 5% 이내)
0%

(무상할당 100%)

과태료 40유로/톤
톤당 시장가격의 3배

(최대 1톤당 10만원 이하)

2기

기간 2008〜2012 (5년) 2018∼2020 (3년)

유상할당
실제 3.07%

(법상 10% 이내)
3%

(무상할당 97%)
과태료 100유로/톤 미정

3기

기간 2013〜2020 (8년) 2021∼2025 (5년)

유상할당
발전부문 100%

여타 산업부문 20%
10%

(무상할당 90% 이내)

과태료
100유로/톤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미정

<표 23>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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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유럽 배출권 거래가격 추이

(자료 : EEA, EU Emissions Trading System data viewer)

성 과 주요 내용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

(Decoupling)

· 경제는 성장 : 1990∼2012년 GDP 45% 증가

·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 1990∼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19% 감소

  - 2012년 배출량 35억 톤(2005년 대비 12.1% 감소)

저탄소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 부문 

활성화

· 2012년 EU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 세계 총량의 22.5% 수준

  - 태양광은 전 세계 총량의 70% 및 풍력은 38% 수준

재생에너지부문

고용촉진

· 2013년 EU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전 세계 관련

 일자리의 19.1%인 123.8만개

한 계 주요 내용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 초과할당방식 채택에 따른 배출권 가격 폭락

기업의 부당이익 문제 배출권 초과할당 기업들의 배출권 전용

탄소누출 우려 상존 유상할당방식 확대에 따른 민간업종 중심 탄소 누출

<표 24>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성과와 한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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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배출권거래 현황 : 2015년

2015년 1월 12일 개장한 한국거래소는 1차 계획기간(2015.1.1.〜2017.12.31.)

에 해당되는 2015년, 2016년, 2017년 할당배출권(Korean Allowance

Unit: KAU)이 상장되었으며, 2015년 4월 6일 2015년 이행연도 상쇄배출

권(Korean Credit Unit: KCU)이 상장·거래되었다. 배출권거래시장 개장

이후 약 1년간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된 배출권은 124.2만톤으로 거래대금

138.9억원이며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량은 411.6만톤으로 총 거래량은

550만톤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와 장외를 통한 총 거래량은 2015년 할당

량 5억 4,300만톤 대비 약 1% 수준이며, 총 거래량의 96%가 협의매매방

식으로 거래되었고 경매매매방식에 따른 거래는 4%에 불과했다.

2015년 할당배출권(KAU)의 경우 1월 중 4일만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10

월 중 2일, 12월 중 2일로 총 매매일수는 8일로 32.1만톤이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은 38.7억원이였다.

거래월 매매일수 거래량
(천 톤)

거래대금
(억 원)

평균매매가격
(원)

협의매매 거래량

(천 톤) 거래량 비중

1월 4일 1.4 0.1 8,370 0 0.0%

10월 2일 180.0 21.6 12,000 168 93.3%

12월 2일 140.0 16.9 12,100 140 100.0%

계 8일 321.4 38.7 12,028 308 95.8%

표 25 2015년 할당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대금

(자료 : 한국거래소)
한편, 2015년 상쇄배출권(KCU)의 매매일수는 총 11일로 99.1만톤이 거래

되었으며 거래대금은 100.3억원이였다. 상쇄배출권(KCU)의 평균매매가

격은 상승하는 추세로 거래가 시작된 4월에 비해 12월의 매매가격은

36.2% 증가되었다. EU의 경우 할당배출권 가격이 상쇄배출권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에 아직 배출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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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월 매매일수
거래량
(천 톤)

거래대금
(억 원)

평균매매가격
(원)

협의매매 거래량

(천 톤) 거래량 비중

4월 5일 279.7 29.2 10,440 275.0 98.3%

6월 1일 500.0 51.0 10,200 500.0 100.0%

12월 5일 141.1 20.1 14,222 108.0 76.6%

계 11일 920.7 100.3 10,889 883.0 95.9%

<표 26> 2015년 상쇄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대금

(자료 : 한국거래소)

3) 배출권거래제 주요 이슈

· 할당량에 대한 이의 제기

환경부가 2014년 12월 1일 확정한 업체별 할당량에 대해 12월말까지 총

243개(할당업체의 46%)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

다. 주요내용은 할당신청이 누락되었거나 계량기설치나 보고절차 등 신청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연평균 100톤 미만의 소규모 배출시설과 연평균

3,000톤 미만의 소량배출사업장의 추가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하여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신증설 시서에 대한 재검토, 업체

별 특이사항 반영,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할당량 확대 등 이였다.

· 부진한 거래실적

앞서 살펴 본 한국거래소의 거래현황을 볼 때 현재까지의 거래량은 2015

년 할당량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기업의 참

여가 소극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낮게 나타난다.

· 과태료와 과징금

배출권거래제도에 앞서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별표7에서 거짓보고 및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 300만원부터 3차 1,000만원을 지불해야하며 목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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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는 할당 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할

당량보다 부족할 경우 1톤당 10만원 범위내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

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한다32). 이러한 과태료는 기업의 재정여건에 따라 배

출량을 감축하는 노력보다 비용을 감수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왜곡된 현

상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 공기업의 감축과 초과배출 부담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배출권을 확보할

경우에는 판매 또는 이월을 결정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의 경우 손

실과 이익으로 연결되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손실의 경우는 세금을 낭

비했다는 질타이며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무분

별한 투기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 배

출할 경우 3배의 과징금을 내거나 배출권을 구매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된다.

과징금의 경우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손실과 경

영평가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 공적

자금으로 구입한 배출권의 형성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여 위험요소를 감수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월한다면 정부는

감축계수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출권 100%를 인정받지 못하는 단

점을 갖는다.

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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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공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서 목표관리

제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

의 불투명한 상황과 함께 앞서 언급된 초과 배출·감축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기에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의지에 따라 일반 기업들도 에너지 효율개

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계획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업의 대응은 필수적이며, 이미 많은 공기업이 고유 사업영역과 관련된

부문에 탄소감축기술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전략 추

진과 함께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중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기업의 대응실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2015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중 262

개 기업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3%가 2016년 내에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33) 이러한 조사결과는 배출권거래제가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

고 거래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나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계획 분야로는 ‘기존설비효율

개선’(55.4%)이 가장 많았고 ‘신규설비도입’(17.1%), ‘전략수립컨설

팅’(12%), ‘온실가스관리시스템’(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배

출권거래제 대응과 관련하여 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제도의 미흡, 배

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판매물량의 부족 뿐

아니라 정보부족도 포함되었다.

33)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2016.2.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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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6년 온실가스 감축 투자계획 수립여부 및 사용계획

(자료: 지속가능경영원)

2. 공기업 배출권거래제 대응

1) 온실가스 감축 사례

· 한국공항공사

2009년 저탄소 녹색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전담조직인 ‘녹색공항팀‘을 만들어 전사적인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항 특수성을 반영한 친환경 녹색기술인 AC-GPS

(AirCraft Ground Power Supply :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을 개발하

였는데 상용전원(60Hz)을 항공기용 전원(400Hz)으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장치로서 탄소배출을 항공기 보조엔진 사용과 비교하여 80% 감축하는

친환경 설비이다. 공항에서 AC-GPS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공항의 근

로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

으로 감축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LED항공

등화를 자체 개발하여 전국 9개 공항에 LED 항공등화 3,660개 설치로

5년간 온실가스를 1,113 tCO2 감축하여 336,768천원 절감하였고, 해외공



- 65 -

항(노르웨이, 이란) 수출로 글로벌 녹색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항의 외곽 보안등 운영을 개선하고 에너지절감형 탑승교설치 등을 통

해 매년 온실가스 1,688 tCO2 감축하고, 전국 공항에 물 절약 목표 관리

제라는 자체적인 제도를 시행하여 2015년 물 사용량 33만톤 이상을 절

약하였다. 공항의 환경적 영향을 받는 소음피해지역에 ‘탄소 중립의 숲’

조성 및 ‘게릴라 가드닝‘ 활동을 시행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힘쓰고

녹색캠페인의 일환으로 ’녹색여행·녹색명절 만들기‘ 시행으로 공항운영자

로서 여행객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내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국토부와 공

동으로 국제과정인 ‘공항 온실가스 관리과정’을 개발했으며, 2009년부터

Green Cargo Hub Project를 시작하여 취항 항공사 및 물류기업과 함께

경량형 화물 컨테이너(ULD:Unit Load Device)를 개발했는데 특수재질의

천과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기존 철제 ULD 중량대비 60% 수준으로 경

량화하고 개발된 화물용 생·광분해성 비닐은 매립하지 않아도 자연분해

기간을 1년으로 단축 등 항공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완공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을 도입하여 사용 중인 모든 설비와 전력, 가스, 중온수 등 모든 에너지

소비상황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경제성 실현을 달성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자연과 조화로운 수자원개발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가치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2013년까지 총 10개의 저탄소정수장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인

증은 용수, 정수약품 등 원재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

는 것으로 입증되면 이루어지는 인증이다. 또한 광역-지방 이원적 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펌프 중심

에서 배수지 제어방식으로 변환을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 뿐 아니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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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급수로서 용수공급 전력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2,356tCO2/년 절

감하였다. 또한 2011년 세계 최초 댐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실증모델을 개발하여 2012년 상용화 하였다. 뿐만 아니라 총 84개 발전

시설에서 수력, 조력, 풍력, 태양광 등을 이용하여 발전량 3,040GWh를

생산하였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온실가스 135만톤 감축에 해당된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오염처리, 오염예방, 이해관계자, 법규대응 및 복원활동

이라는 총 4개 활동범위로 환경원가를 산출하여 환경설비의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자체적 환경성과평가(EPE: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지수 도출 및 환경경영 성과에 대한

계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사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천

연가스 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금, 산업용, 열병합용으

로 구분하여 보조금, 설치지원금, 설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초기 가스도

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계 최고의 녹색도시 주택건설로 녹색성장 선도’라는 비전과 ‘녹색도시

건설 및 녹색산업기반 조성’, 친환경주택건설 및 녹색산업기반 조성‘,’온

실가스 감축체제 구축‘,’녹색경영 실천‘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

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해 그린 기자재를 설계에 적용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감소시켰는데 기존주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60% 절감되는 효

과를 갖으며 녹색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난방과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그것 뿐 아니라 녹색교통 체계구축은 U-City로서 교통량을 측정하고 정

보를 제공함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지능형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루어

져 자가용 운행이 줄어듦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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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2012년부터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
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탄소감축기술 해당 공기업

에너지 저장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

· 한국동서발전 : 주파수 조정용 기술

· 한국전력공사 : 기술 개발 및 대용량 4MW/8MWh ESS 

                100시간 실증운전

탄소포집기술
(CCS: Capture CO2 

System)

· 한국남동발전 : CO2 포집 및 재이용 기술

· 한국남부발전 : 건식 CO2 포집 기술

· 한국서부발전 : IGCC(석탄가스화발전)식 CO2 회수기술

· 한국전력공사 : 습식 및 건식 CO2 포집 플랜트 장기운전

Smart Grid
· 한국전력공사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요관리형 

                충전시스템 개발

사업특성별

· 인천공항공사 : Green Cargo Hub 경량형 화물 컨테이너 및 

                분해성 비닐 등 항공물류분야 탄소감축 연구

· 한국가스공사 : 액화천연가스 과정에서 해양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화기 해빙시스템 개발

· 한국공항공사 : LED항공등화 및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개발로 기존방식보다 최대 80% 탄소감축 

· 한국남동발전 : 미세조류를 통해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탄소

                직접제거(KIST 공동 개발)

· 한국수자원공사 : 첨단홍수분석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RPS34) 적용)

· 한국가스공사 :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 한국남동발전 : 태양광, 연료전지, 육상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 한국남부발전 : 태양광, 풍력, 소수력

· 한국동서발전 : 수상태양광, 에너지복지형 풍력사업, 바이오매스

· 한국서부발전 : 태양광, 연료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 한국전력공사 : 해상풍력 실증단지 최적 설계

· 한국중부발전 : 태양광, 바이오매스, 폐기물

<표 27> 공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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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

· 중장기적 전략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정부는 직접 규제의 수단으로 공공부문과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추진하였으며, 4장의 분석결

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감축성과는 확실하게 보였으나 실제 저감수단을 분

석해본 결과 인위적인 에너지절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나 탄소감축기술

은 현실을 개선할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

적인 탄소감축 기술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며 EU의 NER 300과 같이 배

출권 유상할당에 의한 경매 수익은 다시 저탄소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

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에 재활용하는 사례처럼 정부가 저탄소 기술 개발

에 대해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련분야의 투

자를 촉진해야한다. 이미, 공기업은 사업영역과 기업특성에 관련된 탄소

감축기술 R&D를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도 함께 병행되어야할 부분이다.

또한 현행법상 1〜2기인 2020년까지는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가 차단되

어 있어 국내 온실가스 감축노력에만 치우치기 쉬우나, 3기가 시작하는

2021년부터 해외 감축분이 인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필요하

기 때문에 글로벌 녹색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 공기업의 시장유인요소 필요

현재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 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여건이 공기

업이 참여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을 연출한다. 정부의 할당량을 초과해

서 배출하기도 어려우며 감축했다고 쉽게 시장에 판매할 수도 없고 이월

할 경우 배출량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인데 이러

한 불확실한 제도와 거래시장 환경은 공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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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인식되고 있기에 할당량의 1%라는 미미한 거래실적을 가져왔다

고 볼 수 있다. 실제 시장에 참여하는 장애물이 전혀 없음에도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모호함에 따른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

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초과배출 시 비용부담을 갖게 되고 감축을 통

한 배출권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될 때 시장의 유입이 증가될 수 있

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명확한 세부지침 확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제

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감축사업

대부분 공기업의 사업장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감축노력은 탄소상쇄제도

와 같은 외부감축사업을 통하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연계

하여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 및 산림 황폐화

방지사업(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쇄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 그린 파트너쉽 협의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이나 뉴질랜드뿐 아니라 심지어 중

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급진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도입과정에서 배

출권거래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여론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순응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 중립적인 위

치에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당위성을 홍보함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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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요약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하고 2009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

에 선언하였다.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을 제정하고 직접규제방식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거

쳐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는 자발적 국가기여방안으로 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다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공표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시

행하였고 그 준비과정으로서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

용된 공기업은 전체 30개 중에 15개였으며 다시 14개의 공기업이 배출

권거래제의 할당기업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14개의 공기업

중 12개의 공기업은 발전부문에 해당되어 자체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

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세부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

해 건물부문에 해당하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온

실가스 저감수단을 분석하였다.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부여받

은 목표를 초과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감축량을

살펴보면 두 공항 모두 유사하게 인위적 에너지 절약이 온실가스 감축

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규설비의 도입의 효과가 그 다

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수단으로서의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이미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탄소감축

기술은 그것을 상쇄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장을 기반

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필연적 선택이지만 2015년 제도도입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전체 할당량의 1% 수준의 거래실적으로 미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정부가 유럽의 배출권거래

제를 모델로 도입하였으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 1차 계획기간(‘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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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동안 유상할당이 없기 때문에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부담이 더욱 더 배출권거래에 소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소감축 기술개발과 탄소분야 전문가 양성 등

중장기적 전략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공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

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지침 확정과 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사업장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감축노력도 외부감축사업을 확대를 통해 다양화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급진적으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공기업이 중간적 위치에서 정부와 기

업을 연결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합리성을 홍보함으로 배출권거래제

의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제 4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가장 먼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

함으로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선포하였고, 다음해인 2012년 기준 배출

량을 초과하는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를 3년간 시행함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규제수단인 목표관리제가 공기업의 온실가

스 감축에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였으나 건물부문의 대표적인 김포국제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3년간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40〜50%가 인

위적인 에너지 절약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5년부

터 도입되어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도상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공기업의 모호한 입장과 위치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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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함께 고민해야할 점들을 모색하고자 화두를 던지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에너지 소비량이 비교적 명확하고 건물부분의 적용

을 받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만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수

단을 분석하였기에 모든 공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실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산업·

발전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요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

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이나 탄소를 수집하는 기술이 더욱 중요

하고 파급력이 큰 부분이지만, 현재 배출권거래제도의 불안정하고 유

동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대상 공기업들에게는 경영상 매우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의 무상할당기간인 1차

(‘15∼’17년) 계획기간이 끝나고 2차(‘18〜’20년)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18년 이후에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 노력이 필

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상할

당기간 동안 공기업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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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Gimpo International Air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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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declared the vision of Low-Carbon Green

Growth in 2008. And in 2009, and declared to reduc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up to 30% until 2020 compared to

BAU. To achieve a goa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Fundamental law of Low Carbon Green

Growth’ and started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through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Meanwhile, all countries began to apply new

climate system, followed Post Kyoto Protocol. Korean

government declared again with a modified goal that reduce



- 76 -

greenhouse gas up to 37% compared to BAU as a method of

voluntary contribution. In Korea, internally, the process of

introduction for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was

started in order to achieve a goal declared officially to

international society. For domestic reason, Korean government

executed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which is set a goal of amount of reduction as prior-stage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State-owned

companies which were applied this system were 15 out of 30.

Korean government confirmed 14 state-owned companies in

2015 with finalizing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However, 12 selected companies out of 14 were in development

sector. They consumed electricity that generated themselves so

they were not relevant to measur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erefore, Gimpo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ere researched whether to have means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lthough two airports have over-performed with

breaking the goal every year, the result of analysis was as

followed; energy saving was the majority amou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secondly was effect of new facility.

Therefor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as

regulations faced a limit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New

Regeneration Energy and Technology of reducing Carbon

Emission do not reach to offset the limitation. Eventually,

adop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was

planned but it has not settled down that only 1% of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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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of trading has achieved since 2015. Because Korean

government adopted current process of Europe then amended

the process of 1st stage(2015~2017) for non-paid distribution to

settle down. Especially, state-owned companies may feel burden

on profit or loss and be passive to participat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Thus, to settle dow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it should be considered mid and long

term project such as companied optimized R&D of reducing

carbon emission and training of carbon technology expert.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emplate to improve conditions

that state-owned companies are hard to penetrate. And

state-owned companies should diversify internal effort of

reduction to external and make a consortium as a middleman

which connect government and private-owned companies. The

consortium will contribute to elevate a particip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with promoting its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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