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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제 탄소금융시장이 신속

한 성장을 가져왔다. 본문은 국제탄소금융시장의 탄생배경 및 현황을 간

단히 소개하면서 미래 의 잠재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중국의 탄소금

융현황을 소개하였다. 현재 CDM사업의 최다 유치국인 중국의 탄소금융

시장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자국의 탄소거래시장의 설립과

정 또한 난제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추진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문에서는 크게 국가할당방안과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및 CDM사업 활성

화방안으로부터 착수하여 난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탄소금융시장, CDM, 추진난제, 활성화방안

학  번: 201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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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환경보호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 동안 경

제개발을 이루기 위하여 가국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된 환경파괴로 인하여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지진, 홍수, 태풍, 가뭄 등의 각종 자연재해

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자연재해의 가장 큰 원

인 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산업폐기물과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지구온

난화 문제이다. 

  중국은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061Mt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만약 산업구조

와 에너지 소비구조에 있어 유효적절한 정책변화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지

금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매년 3%의 속도로 증가할 것

이며 2015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이고 2030년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총량의 25%를 차지하게 될 것

이다.1)2005년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저탄소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교토 의정서에 의

하여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기로 약속을 하

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

기로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그 동안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아로 인식되었던 탄소가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재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금융과 결합하여 탄소금융

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2)

  중국은 환경오염도 해결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1) 國際能源署，2009

2) 박석재, 한낙현, 김은주, 2010, 녹색금융과 탄소금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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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해외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데 유리한 청정개발체제(CDM) 중심

의 탄소배출권시장을 도입하였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CDM 배출권 

공급국인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시장 잠재력이 높다. 기업의 

CDM 프로젝트 등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탄소대출 제공, 환경 거래소의 운영, 준 펀드회사의 저탄소금

융 관련 종합 서비스 등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3) 그러나 중국의 탄소금융

시장 관련 체제는 아직도 미숙하며 금융위기의 충격에 취약한 현황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교토 제3차 공약시기에 중국은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

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에 탄소금융에 관한 충분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문은 세계의 탄소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탄소금융시장 발전이 부진한 이유 등 문제

점과 활성화방안을 제기하여 중국이 다가오는 감축의무를 이행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하며 다른 나라의 탄소금융시장 개발 시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2절 선행연구

  

  중국 정부의 저탄소 정책지원 보조에 맞춰 국내 탄소금융시장이 점차 

형성됨에 따라 국내학자들의 탄소금융시장과 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袁鷹(2008)는 탄소금융은 “탄소배출”과 관

련된 모든 금융 활동을 가리키고 탄소배출과 관련된 각종 이익 거래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금융상품을 포함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직접투자 및 융자활동,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

출을 줄이는 기업 혹은 기구에게 제공하는 금융 중개 서비스 등도 포함된

다고 제기하였다. 黃山楓(2008)는 중국이 CDM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 공헌하였지만 프로젝트의 분포 불합리, 정보 비대칭, 방

법론 이탈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吳曉霞(2010)는 CDM이 중

국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CDM 시장에 

3) 정지형, 2010, “중국 탄소금융의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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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된다고 제시하면서 중국 CDM 사업은 심사리스크, 정치적 리스

크, 경제적 리스크 및 시장 리스크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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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탄소금융시장의 개념 및 현황

  1.기후변화협약(UNFCC)  

  탄소금융은 교토의정서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비롯되였다. 1994년 3

월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UNFCC)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류 최초로 시행된 협약이다. 기후변

화협약은 모든 국가들이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growth)”을 위해 공동으로 노

력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지

지만 의무부담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책임이 적용됨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고 기술과 자본적 능력이 있

는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제사회는 대응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각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켜야 

하고 또 촉진시킬 권리를 가진다. 기후변화 협약은 세계상에서 처음으로 

되는 이산화탄소를 등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가 인류의 경제화 

사회에 조성하는 불리한 영향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후에 구체적인 규제기준의 설정과 정책의 강화

를 위해 개정 및 후속 의정서 제정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제3자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한층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2.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

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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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총 38개국을 포함하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 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

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

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 거래제도(ET)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교토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중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구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도국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은 시장화의 수단으로 “기후공공재”를 희소한 자원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효율과 기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인해 창출되는 

신용을 탄소배출감축신용이라고 통칭하며 탄소신용이 창출됨에 따라 탄소

시장과 탄소거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탄소시장이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할당량 거래시장(allowances market)과 프로젝트 거래시장

(project-based market)으로 구분된다.4) 할당량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

출 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

하는 시장으로 EU 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가 대표적이다.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딧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CDM, JI, 자

발적 탄소시장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탄소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탄소배

출권은 다른 상품으로 파생되어 투자가치와 유동적 금융자산의 성격을 갖

게 되었고 탄소금융활동, 탄소배출감축 선물시장, 탄소배출신용 등의 환

경보호 파생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게 되었고 “저탄소 경제”와 부합하는 새로운 

금융형태 즉 탄소금융(Carbon Finance)이 생겨나면서 각국의 기업, 특히 

금융업에 커다란 발전기회를 부여하였다. 5)

4) 진 익, 유시용, 이경아, 2009,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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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의미에서 탄소금융은 탄소배출과 관련된 모든 금융 활동을 가리키

고 “탄소배출”과 관련된 각종 이익 거래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을 위한 직접투자·융자활

동,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 혹은 기구에게 

제공하는 금융 중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탄소금융 업무의 주체는 탄소

판매자(프로젝트 책임자, 배출 감축량 판매자), 탄소 구매자(탄소 펀드, 국

제금융기구 등의 배출감축 구매자),와 탄소배출감축 수익의 국가비용관리

기구(예를 들어 중국청정개발체제기금)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유럽기후거

래소(ECX), 영국기후거래소(TEG), 시카고기후거래소(CCX)와 호주국가신

탁(NSW)등의 국제 탄소배출권시장이 있다.6)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탄소 거래규모는 눈에 띄게 증가

하였다. 세계은행7)의 예측에 따르면 2012년 탄소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

각 100억 톤과 1500억 유로(약 1800억 달러)이며 석유시장을 초과한 세

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가망이 높다고 하였으며 2020년에 가서는 탄

소거래량과 거래금액이 440억 톤과 444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

다. 

  

           

5) 정지형, 2010, “중국 탄소금융의 현황 분석”

6) 정지형（2010）

7)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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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중국 탄소금융시장의 현황 

  제 1 절 탄소금융시장의 발전배경 

  2007년 중국의  배출량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30년에는 전세계 배출량의 30%에 달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전망에 의하면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구조에 있어서 유효한 정

책변화가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금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매년 3%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2015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초과한 세

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될 것이고 2030년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총량의 2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자국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

식하고 그에 따르는 해결책을 제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는 물론 지구 전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는 기후변화문제

와 교토의정서의 체결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에너지효

율은 향상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

으며 상관된 환경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은 중국의 우세를 이용하여 선진

국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CDM 기

제는 중국이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감축도 진행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일전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

다. 

  제 2 절 탄소금융시장의 발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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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DM 시장의 발전 

  1990년 국무원은 기후변화 정책 및 조치를 제정하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 협조 T/F를 설치하였으며 1993년에는 

UN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였고 1998년과 2002년에 교토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각각 완료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CDM 프로젝트 최대 유치국으로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05년 6월 최초 CDM 사업으로서 네이멍구 후이팅시러 

풍력발전소사업의 성공적인 등록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CDM 시장은 

신속히 확대 되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EB가 등록을 비준한 전 

세계 CDM 프로젝트 건수는 5053개, 예상 배출감축량 6.9억 이산화탄소 

당량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 말의 67만 이산화탄소 당량에 비하면 

1104배나 증가하여 전 세계 CDM시장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DM시장과 관련하여 각국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전체 등록된 CDM사업 건수중 51.69%를, 예상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전체 

예상에서 65.17%차지하여 현재 CDM시장의 주요 공급국이며 CDM 

등록건수와 CERs8) 획득 측면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는 전체 등록된 사업건수중 14.96%를 차지하여 중국 버금으로 

2위를 차지한다.9)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는 오염저감기술, 

에너지재생기술과 탄소시장의 확대에 따라 에너지시장 금융시장 등 

온난화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고 있으며 탄소시장에서 

중국은 최대 청정개발체제 사업 유치국이자 배출권 판매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8)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은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CDM사업 시행을 통

해 발행한 배출권이다.

9)http://cdm.unfccc.int 유엔변화기후협약 CDM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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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주최국별 등록된 사업 건수

                       

               유엔기후변화협약 CDM EB CERs 발행현황

                                   출처:유엔기후변화협약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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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분포:

  CDM 프로젝트에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등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3년 3월 21일까지 

국가발전위원회에서 비준한 4904건에 달하는 CDM 프로젝트 건수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사업은 3668개로 1위를 차지하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은 610개로 두 번째로 많다. 10)중국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의 기술개조 투자액은 1조 위안에 

달하고 재생에너지는 전국 에너지 공급의 15%에 달하며 풍력, 수력, 

원자력,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총 투자액은 3조위안 이상이다. 

                유형              프로젝트건수

       에너지절감 및 효율향상                  610

          메탄가스회수이용                  422

           쓰레기소각발전                   27

            신재생에너지                 3668

            N2O분해제거                   43

           조림 및 재조림                    5

              연료대체                    50

             HFC-23분해                   11

                기타                   68

       截至2013年03月21日，國家發展改革委批准的全部CDM項目4904項

10) http://cdm.ccchina.gov.cn/NewItemTable.aspxCDM清潔發展機製網 CDM項

目數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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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분포: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승인한 4909개 CDM 프로젝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천성은 518개로 1위를 차지하며 그 버금으로 운남, 

내몽골은 등 경제발전이 낙후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형 및 지질 조건이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이용에 

적합하며 바이오매스 이용 등 농촌 환경개선사업과 직결된 프로젝트의 

개발 여지가 매우 크다. 지역적으로 구분해 보면 남서지역은 수력이 많이 

분포 되여 있고 북서지역은 태양광, 동남연해와 동북, 감숙 및 

신강지역은 풍력자원이 풍부하다. 지역별로는 경제가 발전한 동부 

연해지역보다는 사천, 운남, 내몽골, 감숙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가 

낙후한 서부지역에 CDM 프로젝트가 집중 되였다. 

  성별  항목수   성별  항목수   성별  항목수   성별  항목수

  사천   518   운남   479  내몽골   369  감숙성   256

  하북   250   산동   250   신강   196  호남성   194

  산서   186   녕하   165   하남   158  귀주성   156

  료녕   155   길림   148  흑룡강   140  호북성   131

  강소   128   광서   127   산서   123  광동성   123

  복건   122   절강   119   안휘    91  강서성    80

  중경    77   청해    68   북경    27  해남성    26

  상해    25   천진    17   서장     0   합계  4904

      截至2013年03月21日，國家發展改革委批准的全部CDM項目4904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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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2011년 8월 국무원이 발표한 <12.5에너지 절약·배출감축종합업무방안

의 통지>11)에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건립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배출을 2010년 대비 17% 감

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허베이성 등 23개 성, 성급에 해당하는 베이징, 

톈진시 등 4개 직할시와 네이멍구자치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한 “12.5”기

간 각 지역의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지표를 제시하였다. 

   2011년 11월 <중국 기후변화대응과 행동>12)에서 중국의 국가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건설에 관한 정책방향을 실시하였

으며 2011년 1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업무

에 관한 통지>13)를 통해 7개 도시에서 탄소배출권거래사업을 실시할 것

을 승인함으로써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강제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 되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해 7개 성시의 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을 공

식화하기 이전부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고 있

었으며 베이징 역시 그러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2008년 6월 북경환경거

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전, 금융융자센터, 오염배출권 및 에너지 감축량 거래, CDM 정보 제공 

및 보조금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 운영기업이다. 

  상해 환경거래소는 2010년 세계엑스포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 저

감 활동에 대해 상품화를 적극 시도하였다.14)

  천진지분거래소, 시카고기후거래소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천진배

출권거래소는 중국 내 대형 석유화학, 전력, 금속제련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하였다. 

  중국 당국이 설립하기로 한 탄소시장은 현재 여러 도시에 배출권거래소

를 설립하였으나 아직까지 자율적 기반에 의거한 탄소시장 육성에 그치고 

11) “國務院關於印發"十二五"控制溫室氣體排放工作方案的通知”國發〔2011〕26號，2011．8．31

12) “中國應對氣候變化的政策與行動(2011)”白皮書

13) “關於開展碳排放交易試點工作的通知”，2011年11月， 国家发展改革委

14) 중국 저탄소경제 발전전략과 시사점, 2010.1.12,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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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거래가격, 거래량, 거래소의 규모 모두 상대적으로 초기시범단계

에 처하여 있다. 

3.탄소펀드의 설립 

  중국은 현재 탄소펀드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중국탄소펀드와 CDM 펀

드는 중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적은 카본 싱크(Carbon sink)15) CDM 관

련 펀드이고 탄소배출감축량의 매매거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준 탄소펀드에 속한다. 

 중국녹색탄소펀드는 중국녹화기금(中国绿化基金)하의 전문 프로젝트 펀

드이며 전국적인 공모펀드에 속한다. 2007년 중국의 석유회사인 CNPD

의 지원을 받아 중국녹화기금의 하위재단으로 설립되었다. 설립이후 

2010년까지 3년 동안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통하여 북경, 하북, 내몽골 

등 15 개 성시에서 100만 묘의 탄소 흡수원의 산림을 조성하였고 탄소흡

수량의 계산과 평가를 시행하여 중국의 첫 번째 재 조림 CDM 프로젝트

를 실시하기도 했다. 16)

  이밖에 2007년 11월 9일 중국 CDM 펀드 관리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되

었는데, 이 관리센터는 재무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으며 펀드의 수령, 모

집, 관리와 그 사용에 전문적으로 책임을 진다. 

4.상업은행의 저탄소업무 추진

  금융기구의 참여는 탄소시장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금융기관들이 충분

한 수익성이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입하여 최근 환경문제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기업

으로 인식되어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등 배출권 거래를 사회공헌의 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인 

상업은행은 주로 대출정책방면에서 유동적 자원을 이용하여 저탄소 기술

15) 이산화탄소 흡수계,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넓은 삼림 지대

16) 정지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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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업발전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산업발전의 특징과 관리감독에 의거하

여 녹색금융의 혁신을 주도한다. 

(1)농업발전은행

  농업발전은행은 주로 농촌에너지 개발 이용 관련사업과 오폐수처리와 

물자원 절약 등 프로젝트에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2010년 말까지 농

업발전은행은 에너지절약과 오염배출 감축에 관련 대출 잔액은 437.01억 

위안이며 이는 작년 114억 위안의 대출 잔액보다 35.29% 증가하였다. 

(2)공상은행

  공상은행은 2011년 4월 <녹색대출실시방안>을 제출하여 녹색대출전략

을 장기적으로 견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상은행은 대출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대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했다. 전략적 신흥(주

가,차트)산업, 선진(주가,차트)형 제조업, 현대적 서비스업, 에너지절약ㆍ

오염배출감소 등 녹색산업 대출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 말 녹색경제 프로

젝트 대출 잔액이 5000억 위안을 넘었다.

(3)포발은행 

 포발은행은 중국 내 최초의 탄소금융혁신의 은행 중의 하나이다. 

2005년부터 탄소금융 영역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저탄소경제의 혁신적 서비스 방안을 겨냥한 <탄소신용대출 

종합서비스방안>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는 국제금융공사(IFC)의 

에너지효율 융자방안, 프랑스개발서(AFD)의 에너지효율 융자방안, 

CDM의 재무 상담방안, 탄소주주권 융자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업계 

내에서 가장 완전하게 저탄소경제의 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탄소금융 

상품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9년 7월 포발은행은 섬서성(陕西省)의 모 

수력 프로젝트에 CDM 재무상담 프로젝트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배출감축량구매협의>(ERPA)에 서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내 

은행계에서 CDM 재무상담의 혁신적인 성공을 알리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17)

17) 정지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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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탄소금융시장의 추진난제

제 1 절 중국 CDM 사업의 리스크

  중국은 감축의무가 없으며 탄소시장의 시장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에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은 국제 경제와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 시장 리스크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산업 활동 저하로 전력

수요 등이 급감하면서 연간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배

출권시장의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주어 탄소가격은 대폭으로 하강

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이전에 2차시장의 CDM 가격은 약 20~23유로/

톤 이었지만 2012년 1월 중순에는 3.6유로/톤으로 가격이 폭락하였다.  

많은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

며 이들은 UN이 개발을 허락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비용 지불을 거절

하고 있어 중국의 저탄소발전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탄소배출권 시장

은 2013년에도 계속 존속할 것이지만 EU와 미국의 수요급감으로 교역 

규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 프로젝트 리스크 

 2009년 코펜하겐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중국의 10건의 풍력발전 프로

젝트가 EB(Executive board)18)에게 거절을 당하였으며 2010년 7월말에 

18) CDM프로젝트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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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UN 청정개발체제 EB의 제 55차 회의에서 중국의 20건 프로젝트는 

또 거부당하였다. 최근의 많은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추가성19)에 대한 의

문을 받았는바 이것은 원인중의 하나이다. 그 다음으로 CDM 심사과정에

서 중개개관의 지정 경영실체에 대한 프로젝트와 감축량의 비준과 심사과

정이 공정성과 객관성면에서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는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에 치우쳐있는바 이는 경제가 더

욱 낙후하고 오염감축공간이 많은 아프리카에도 사업을 균일하게 분배할 

것을 원하는 유럽의 취지에 있다.20)

3. 정책리스크 

  

  중국은 현재 탄소시장에서 최대 CDM 사업 투자 유치국이자 배출권 판

매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공약시기

에서 유럽은 중국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CER(탄소배출권)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중국으로의 투자편중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중국에서 대향 진행되었던 HFC23, N20 계

열의 사업은 특히 CER 발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1) 

4. 기술이전 리스크

  현재 중국이 참여하는 CDM 프로젝트의 대다수 감축설비는 낙후하고 

기술수준도 낮은 편이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메탄가스 발전 등 분야는 

선진국 투자기구들이 CDM 프로젝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이 

가장 낮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새로운 자본의 증

19) CDM에서의 추가성이라 함은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물리적(양적)으로 감소하

여야 하며 일반적인 상업투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CDM사

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CDM에서는 각 사업에 의한 배출감축량 혹은 흡수 증대량의 

추가성에 대한 요건을 인정받아야 하며 교토의정서 제 12조는 CDM사업에서 얻어지는 배출 감

축량 혹은 흡수 증대량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증가 혹은 추가 (additional)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http://www.icshp.org/dispArticle.Asp?ID=724預計非洲或將成為下一個碳減排的前沿市場

21) http://view.cjzg.cn/redian-pinglun/1358156938165962.html怎樣拯救瀕危的碳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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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낮은 비용, 낮은 기술로 조작이 가능하므로 EB에

서 등록 성공률이 매우 높다.22) 중국은 선진국의 양호한 기술양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2 절 탄소시장체계의 미숙함

1.거래소의 분산화 및 거래시장의 미성숙 

   2008년 북경, 상해, 천진 3개의 환경거래소를 육속 설립한 이래 무한, 

장사, 곤명 등 탄소거래소가 잇달아 설립되고 있다. 이미 설립된 거래소

들 사이에는 탄소시장 쟁탈권을 벌려 규모가 크고 자금이 많은 거래소가 

각지의 거래소에 자금을 주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시장할거 

현상은 초반의 탄소시장의 발전을 저애할 것이다. 첫째로 거래소의 수량

이 많아짐에 따라 매개 거래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며 불필요한 

인력과 재력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도래한다. 둘째로 통일된 관리

가 결여하여 직권이 중복되는 우려가 있다. 셋째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제정 및 하달속도가 느려 거래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23)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육속 진생 되고 있으나 거래시장은 아직도 제

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 역시 제한적이며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할 기업의 시장 참여 저조로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은 미성

숙한 상태이다. 

2. 등록 시스템 미비 

  현재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각 성시 배출권거래소는 각기 부

22) 林黎，我国清发展机制的现状及问题，城发展研究，2010.2

23) 張健華，我國碳交易市場發展的製約因素及路徑選擇，《金融論壇》 2011年0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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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 등록제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시장 일체화를 방해하고 있다. 탄소거

래소의 수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일부거래소에서는 무분별한 등록을 진행

하여 무질서하게 운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탄소중개부문의 취약

  중국의 만간부문의 탄소시장 전문성과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한 형편이다.  CDM 사업 추진시 국내보다는 외국의 검인증 기관을 선호

하고 있으며 직접 탄소거래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국내 상업은행 및 컨

설팅 회사보다는 외국 관련 전문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24)적지 않은 탄소

거래는 정부가 중개역할로 주도하여 주로 이루어 졌다. 정부의 도입은 시

장형성의 초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일하에 시장을 넓히려면 자국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중개 서비스 기구가 시장에 많이 참여하여야 할 것

이다. 

4. 상업은행의 탄소관련업무 

  현재 상업은행의 탄소관련 업무는 탄소거래의 대출 등 간단한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CDM 분야는 신생 사업 분야로 중국의 현실에 부합

되는 CDM 방법론 및 기술을 연구하는 인재, 양질의 CDM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24) 林黎，我国清发展机制的现状及问题，城发展研究，2010.2



- 19 -

    

    제 5 장 중국 탄소금융시장의 활성화방안

  2012년 11월 26일~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

약(UNFCC)의 당사국총회는 2차 교토의정서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2차 

공약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까지이며 중국은 의무감축국에 선정

되지 않았으나 3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의무감축을 진행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중국은 산업구조 전환기에 처해있어 

석유, 석탄 등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국정

에 맞는 탄소금융시장 활성화방안을 채택하여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 1 절 국가할당방안과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마련

1.제도적 인프라 구축방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탄소시장의 침체는 탄소시장체제가 확고하

지 않은 중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주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의 경험

을 본받아  대표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을 중점으로 거래시장을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된 법규 정책을 제정하여 시장의 순리로운 운행

을 담보하여야 한다. 

(1)선진국의 체제를 활용

  EU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행을 목표로 역내 1만 2천여 개의 배출업체에 

대한 배출권거래 (EU ETS)를 시행하고 있다. ETS가 운영된 이래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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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출권 거래량이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세

계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 발전하였다.25) 중국은 성공적으로 운영

된  ETS의 운영방식을 참조하여 자국의 체제설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TS실시과정에서 철강, 전력, 화학 등 다 배출 업체가 대상이며 규제대

상 업체의 이산화탄소배출은 전체의 45%에 달한다. 1단계는 2005-2007

년이며 99%이상의 할당은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였다. 2단계

(2008-2010)에서도 대부분 무상할당분배 방식으로 더 광범위한 산업을 

포함하여 보조하였다. 거액의 자금을 에너지집약산업에 투입하여 기업의 

배출 성본을 낮췄으며 감축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중국

은 발전도상국으로 경제체제의 전환단계에 있어 아직도 석탄 등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므로 저탄소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경제의 지속

적인 발전을 저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중국은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초기에는 일부분의 탄소배출권

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참여기업의 시장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산업보호

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2)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총량제한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체와 공공기

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 뒤 매년 그 성과를 점검해 미달할 경우 행

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탄소배출저감은 비용 부

담으로 작용하는 바, 수출기업의 경우 과도한 환경개선 비용부담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정부는 오염감축 기업

에 일정한 정도의 무상할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탄소시장에 참여

를 격려해줄 필요성이 있다. 

(3)배출권 가격 

  중국은 탄소배출권 판매국으로서 시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가격규제를 

25) 經濟參考報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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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시장에서의 VER의 가격을 8유로 좌우로 정함으로써  배출기

업의 수익성 관리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는 탄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에서 점차 물러나 자발적인 

가격신호가 형성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합당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4)배출량 보고 및 인증제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제도의 정착은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이전에 추진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제도

는 그 자체만으로도 산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EU ETS의 시행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배출

량 자료 축적의 부족이 정부의 할당량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이전 다년간에 걸친 배출량 보고 및 인증제도 시행

과 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통일된 등록 시스템 등록 

  탄소배출권의 국가차원의 레지스트리 및 인벤토리 시스템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안정성이 높은 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배출권의 소

유권을 기록하고 거래를 통해 발생한 배출권의 변화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되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문

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는바 전국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

족은 탄소거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기구를 제정하여 산하에 각 

거래소들의 등록상황을 감시하고 관리하여 배출권을 중복 판매하는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할 것을 제의한다. 

(6)법적 제도

  정부는 탄소시장이 잘 작동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

여야 할 것이다. 향후 감축의무 대상국에 선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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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

소배출권 거래에 부과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제상의 문제, 탄소배

출권의 품질인증 등에 대한 규정과 국내 탄소시장과 국제탄소시장과의 연

계방안 및 거래의 자유화 등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2. 추진방식

(1)특정된 지역, 중요한 산업을 시범으로 함.

  특정 지역과 특정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 시범 작업을 적극 추진하

고 중국 탄소 시장의 신속한 발전을 적극 추진한다. 저탄소 시범 작업은 

전국의 탄소 강도를 낮추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핵심 조치로 되

는 동시에 녹색 저탄소 발전 경험을 탐색하는 효과적인 루트로 된다. 시

범 지역을 설립할 때 지나치게 많은 곳에 설립하여 정부 지출과 인력 낭

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강제적 탄소거래를 위주로, 자발적 탄소거래를 보조로 하는 메커니즘

을 형성하여야 한다. 자발적 탄소거래만 존재하는 탄소시장은 시장참여자

의 참여열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며 시장거래는 미미한 정도에만 그친다. 

자발적 탄소거래를 진행하여 감축과 거래를 병행하여 시장기제에 익숙하

게 하면서 강제적 탄소거래를 차츰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절 CDM 사업 활성화 방안 

1.감축기술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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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탄소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을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하여 기술개발이나 저감설비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서 대신 투자해

주고 오염감축 절감액은 감축시설 사용자와 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하여 배

분하는 것이다. 오염감축기업은 투자 후 감축설비를 자신의 소유로 하게 

되며 이로 하여 감축활동이 더욱 효율성 있게 진행됨으로 탄소시장의 배

출권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저감을 하는 동시에 자체의 

기술설비도 제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래시스템 또한 중국

의 탄소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일국청정개발체제 구축

  CDM사업 참여형태별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양

국 간 청정개발체제”로 하나의 선진국이 사업을 개발하여 후진국에 유치

하는 유형이고, 둘째 “다국간 청정개발체제”로 다수의 선진국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후진국에 유치하는 유형이다. 셋째로 “일국 청정개발체

제”는 개발도상국이 단독으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교토의정서상 부속서 I 국가에만 크레딧을 판매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26)

  중국의 첫 번째 일국청정개발 CDM 프로젝트인 金口壩28MW水電CDM

項目는 양국 청정개발 체제를 일관하던 중국 개발 업체가 새로운 사업방

식을 구상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일국 청정개발체제는 개도국 단독으

로 CDM 사업을 개발하여 생성된 CER을 중개기구한테 팔거나 자기가 저

축하는 방식으로 참여기업은 가격리스크와 프로젝트 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다. 金口壩프로젝트의 가장 큰 우세는 개발 업체가 생산한 탄소배출권 

판매권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 리스크를 줄일수 있다. 또한 

판매자와 거래자의 협약과정이 생략되면서 탄소배출권의 생산-판매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개발 업체가 금융위기로 인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27) 

26) http://donidang.tistory.com/951배출권의 거래방식

27) http://finance.ifeng.com/money/roll/20100918/2634869.shtml單邊CDM試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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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탄소정보 플랫폼 및 컨설팅 기구의 설립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가격변동

은 거래쌍방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위험성이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로 시장 참여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인

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예하면 탄소시장 컨설팅의 선도주자인 포인트 카

본(point carbon)은 탄소거래와 관련한 회원관리와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탄소가격 예측 치와 탄소거래시장의 가격 및 판매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8) 중국의 대다수기업은 탄소시장과 거래가격에 대한 요해

가 적기에 정확하게 탄소금융시장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탄소정보 플

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위기로 인한 탄소시장의 침체와 중국의 프로젝트가 EB의 거절을 

당하는 등 불확실성의 증가는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융자임대, 재무 컨설팅, CDM 프로젝트의 

구매 혹은 개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탄소펀드 육성

  2020년에 시작되는 제 3차 공약기간에는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

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되기 전

에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조성하여 CDM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

업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펀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성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탄소펀드는 

정부주도형  펀드로서 자금조성이나 관리방면에서 비교적 단순하나 상대

적으로 위험성이 적어 온실가스 저감과 지역개발 촉진이라는 교토의정서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부합할 수 있다. 국제탄소시장은 제도적 불확실성

이 크고 시장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정부는 내부적으로 투자대상 지역이

28) http://www.istis.sh.cn/list/list.aspx?id=3288關注氣體排放貿易，介紹碳點（point carbon）諮

詢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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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등에 대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세부적인 사업위험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시장분석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양한 파생금융상

품의 개발을 통해서 위험관리 능력을 보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상

의 탄소펀드발전을 경험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국제탄소펀드를 인입하여 

CDM 프로젝트의 개발에 활용하여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5.상업은행의 녹색금융활성화

  현재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탄소관련 업무는 탄소거래의 대출 등 간

단한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2012년 2월 중국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업 

금융기구의 녹색신용대출업무에 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한 <녹색신용대

출지침>29)을 발표했다. 환경보호부는 중국의 산업상화에 부합하는 녹색

신용대출 환경보호지침 제정을 검토 중인바 동 지침에서는 녹색신용대출 

정책을 세분화하고 이를 적절한 시기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것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을 7대 신흥 산업의 하나로 제정하여 정책제정을 실시한 성과인 것이다. 

상업은행은 정책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더욱 다양한 CDM 프로젝트 융

자방식을 추진하는 동시에 탄소거래 중개자로써 재무컨설팅업무를 진행하

며 탄소배출권을 기초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거래의 활성화를 추

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9) 中国银监会关于印发“绿色信贷指引的通知”，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2012〕４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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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개선 움직임과 더불어 나타난 저탄소경제는 저에

너지소모, 저오염, 저탄소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저탄소경제 발전에 대

한 중국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CDM 중심의 탄소배

출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북경, 상해, 천진 등에 탄소배출

권 거래소를 세워서 탄소배출권거래, 환경∙에너지권익거래의 장을 마련하

고 있다. 또한 상업은행들도 에너지절약∙배출감축대출, 탄소신용대출 등 

탄소금융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금융시장은 중장기적으

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금이 저탄소경제로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비용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경개선 및 저탄소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메

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건설 과정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본받아 중국 

형세에 부합되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탄소시장의 순리로운 운행을 담보

하여야 하 것이며 탄소금융 관련 각종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탄소시

장의 활성화를 가속화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주춤하고 있는 중국의 CDM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중국 기업은 감축기술

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시장참여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컨

설팅기구의 설립을 가속화하여 중국 기업의 참여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국 탄소배출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금

융시장의 연구는 기타 나라들에 유의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아

시아권에서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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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탄소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금융시장 개발 

시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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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 by human beings has caused 

global warming. As the climate warms, the international carbon 

finance market has developed rapidly. China holds the most of 

CDM projects but its carbon finance market is still in infancy. By 

researching the international carbon finance markets, we can 

identity problems in the current carbon finance market of China 

and propose future development paths based on such a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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