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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는 유엔과 유럽연합, 시카고기후거래소 등의 파트너와

의 국제 협력과 학습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시도하였

다. 또한 많은 지역의 지방정부가 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

으로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탄소세 강제

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거래소 설립을 허가한 지방정부의 무능, 중앙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기업 차원의 참여 저조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착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우

선 중국 중앙정부는 국제연합, 유럽연합, 시카고기후거래소 등 해외 관계자들과

의 협력이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건설과 확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중국의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서 선도적인 국가들과의 배출권 거래제 전문 

행정 인력의 교육, 양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책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7개 시범 지역(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선전, 광둥성, 후베이성)에

서 제도 건설과 안정적 성과를 거둔 후에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부터 점진적 확산

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중국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중국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게 거래 대상을 구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

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정부와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과 거래 시장들 간

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failure and limitation the emission 

trade system, an important issue in the Chinese environmental 

policy, faced in the process of policy introduction and dissemination. 

Based on this, it provides measures to make the introduction an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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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of foreign enterprise to aid the domestic corporation to easily 

find a business partner in the emission trading market in China. It is advis-

able to carry forward a collaboration between foreign governments and 

foreign enterprises.

of emission trading system effective in China. China’s central government 

carried out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rough inter-

national cooperation and study with partner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uropean Union, and Chicago Climate Exchange. Furthermore, the dis-

semination seemed successful since the municipal governments in vari-

ous districts actively established the emission trading centers. However, 

the int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Chi-

na faced difficulties due to EU’s constraint on carbon tax, the municipal 

government’s incompetency in permitting the establishment of emission 

trading centers without considering its economical efficiency, the central 

government’s irresponsible administration, and inactive enterprise partici-

p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to implement the following plans i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Firs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hinese central govern-

ment and its partners should focus on a more concrete and systematic 

discussion for the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emission trad-

ing system in China.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in China need to promote cooperation on education and 

training of administrative specialists on emission trading with pacesetting 

countries such as the EU, United States, and Japan. Third,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should carry forward a gradual dissemination of emis-

sion trading starting from the district with the highest economic status 

after obtaining system establishment and stable results from the seven 

pilot districts. Lastl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keywords 배출권 거래 emission trading, 정책 도입 introduction of policy, 정책 확

산 policy diffusion, 국제 협력과 학습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earning, 강제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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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한 노력이 있을 듯하였다.1 그러나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정

치적 불안정,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추진

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되지 않았다. 1990

년대부터 2000년까지 중국은 연평균 7% 이상의 GDP 증가율을 기

록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했지만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바로 잡고자 중국 중앙정부는 10차 5

개년 계획(2001-2005) 때부터 선진 경제권의 환경 정책 수단들에 

대한 도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제조업 중심의 경

제성장과 환경 보호에 대한 여러 지방정부와 기업의 인식 부족으

로 인해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 중앙

정부는 선진국의 환경 정책을 도입하던 중에도 당시 미국과 유럽

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

다. 그로 인해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부각된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

었다. 그러나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체제 발효 이후 오염 물질 배

출량 감소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면

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11차 5

개년 계획(2006-2010) 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에 중국 정부는 2007

년 6월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宝)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国家应对气

候变化领导小组)를 설치하였다.2 또한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1　 http://www.gov.cn/test/2009-08/31/content_1405410.htm(검색일 

2011.7.28)

2　 http://qhs.ndrc.gov.cn/ldxz/default.htm(검색일 2012.4.20)

I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

한 국가가 환경 정책을 추진할 때는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의 

환경 관련 투자, 충분한 행정 인력, 정책 집행 능력이 중요하다. 이

러한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환경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어렵

다. 일반적으로 각급 정부의 넉넉한 환경 관련 재정과 역량 있는 전

문 인력 확보, 환경정책 집행 능력은 경제력을 갖춘 국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은 환경 정책

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환경 정책을 경제개발 정책보다 후순

위에 놓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 관련 전문 행정 인력과 환경오염

을 감시할 인력도 제대로 양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들의 정부는 환경오염의 폐해가 심해졌을 때 환경 정책에 대

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관련 정책은 선진국이나 선진 경

제권의 정책을 도입하여 확산시키고자 한다.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

국이 된 중국도 그러한 패턴을 밟아가고 있다. 1949년 중국공산당

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1970년까지 중국은 중

공업 위주의 경제발전 행보와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국가 주도의 환경 파괴가 일어났다. 중앙정부와 각지의 지방정부는 

이를 보완할 환경 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대다수 국민들도 환

경 보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환경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72년 

초 베이징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으로 인한 어류 집단 폐사 사고였

다.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1973년 8월에 저우언라이(周恩来) 총

리 주재로 환경정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보



62 63중국에서의 환경정책 도입 및 확산의 

경에너지거래소가 설립되었다.5 같은 해 9월 25일에는 시카고기

후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텐진(天津)에도 배출권거래소가 개설

되었다.6 2011년 10월 29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사

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광둥성(广东

省), 후베이성(湖北省), 선전(深圳) 등 7개 지역을 배출권 거래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거래의 점진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国家发

展改革委办公厅关于开展碳排放权交易试点工作的通知 2011).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도시들이 환경거래소를 개설하여 배출권 거래의 확산

을 시도하였다.7

그러나 대다수 지역의 환경거래소는 경제적 실익을 거두지 못

하고 있고 심지어 문을 닫는 곳도 나오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중

국 배출권 거래소 중에서 상하이(上海) 환경에너지거래소만 약간

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 베이징 환경거래소나 톈진 배출권거래

소는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13년부터 베이징환경

거래소가 시범거래 단계에서 정식 거래로 전환되고 상하이환경거

래소는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배

출권 거래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上海证券报 2012.3.28). 

그렇지만 중국 중앙정부와 다수의 지방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

5　 http://news.sohu.com/20080806/n258618959.shtml(검색일 2012.4.23)

6　 http://www.gov.cn/jrzg/2009-12/15/content_1487556.htm(검색일 

2012.6.21)

7　 2009년 12월에는 충칭(重庆), 2010년 6월 2일에는 동북 지역의 랴오닝성(辽宁省) 

다롄(大连)에 환경거래소가 개설되었고 같은 해 7월 30일에는 궤이양(贵阳)에 환

경에너지거래소가 개설되었다. 이 밖에 많은 도시들이 환경거래소를 개설하고 배

출권 거래를 시도하였다.

  http://news.qq.com/a/20100825/000775.htm(검색일 2012.4.25)

기후변화 정책과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후

변화대응사(应对气候变化司)를 만들었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과

거 선진국에서 사용했던 직접 규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 정

책을 함께 실시하였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환경 정책 수단은 환

경 보호 관련 보조금의 증가와 시장을 통하여 오염 물질 배출량 감

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

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탄소배출권 거래제

(Carbon Emission Trading) 도입이 핵심이었다.3

이러한 정책 수단들 중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Carbon 

Emission Trading)는 국가나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기

업이 오염 물질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이산화

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

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

는 권리이다(양승룡 2009, 23-46).4 11차 5개년 규획 기간(2006-

2010)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08년 8월 5일에는 국제연합의 공인

을 받은 베이징환경거래소가 설립되었고 같은 날 상하이에도 환

3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

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한 분량이 배출 감소 실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이다. 청

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생긴 실적을 자국의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제도

를 일컫는다. 

  http://www.usc.cuhk.edu.hk/PaperCollection/Details.aspx?id=7495(검색일 

2012.4.27)

4　 탄소배출권은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인증감축량(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는 이

름으로 발급한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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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국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미진한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중국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확산이 어려움에 직면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확산 시도 

  과정에서의 패턴

1.   국제 협력과 학습(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learning)

중국은 배출권 거래 관련 제도 건설을 위해 국제연합, 시카고기후

거래소, 유럽연합과 국제 협력, 학습을 진행해왔다. 우선 2007년

에 중국 중앙정부는 국제연합과 베이징에 환경거래소 개설을 준

비하였다.8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한 베이징 환경거래

소는 상술한 바와 같이 2008년 9월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배출권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시카고기후거래소와는 25%의 지분 투자

와 자문을 받으면서 제조업체들이 많은 텐진(天津)에 환경거래소 

개설을 준비하여 2008년 9월 25일에 문을 열었다.9 유럽연합과는 

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7020608341610639

&outlink=1(검색일 2012.7.2)

9　 텐진배출권거래소는 중국석유의 자회사 중국석유자산관리공사가 53%, 시카고

기후거래소가 25%, 텐진재산권교역중심이 22%를 투자해서 설립했다. http://

news.xinhuanet.com/fortune/2008-09/26/content_10115523.htm(검색일 

2012.6.23)

입・확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패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확산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 내에서의 배출권 거

래제도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거나 막을 수 있

는 장애 요소들은 무엇일까?

과거에도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

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 중에는 2008년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환경 거버넌스의 문제로 접근했거나(J. Tao 외 2009) 국

제기후변화정치의 구도 하에서 중국 국내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 

특히 지방정부의 낮은 자율성에 주목한 논문(신상범 2010) 등이 주

목할 만하다. 이 밖에 기후변화 정책의 확산에 있어서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하여 부분적으

로 다룬 연구도 있다(Carrapatoso 2011). 그러나 중국의 배출권 거

래제 도입 과정과 중국 내에서 확산 과정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의 도입, 확

산에 대한 시도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국내적 요인, 국제

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보강되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 

우선 기업 수준의 참여가 낮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

다. 중국 로컬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 여부는 중국 탄소배출권거래

제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선행 연

구에서는 기업들의 참여가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한 규명이 빈약

하다. 그리고 중국에서 배출권 거래제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국제

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미진한 편이다. 그러나 기업 수준의 참여가 

낮은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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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개발도상국들이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의무를 이행할 것

을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 체제가 구속성을 가지고 있

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요구는 강제성을 갖지 못했다. 중국

은 이에 맞서 다른 개도국, 저개발국들과 함께 급격한 배출량 감

소 의무 이행을 반대해왔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제도 건설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협정 체결

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의 공동협정 체결과 제도 건설 자문

은 배출권 거래제 관련 행정 인력과 시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국에게 적합한 협력의 패턴이었다. 이

를 통해 유럽연합은 중국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듯 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 유럽연합은 중국과 다

른 국가들의 항공업계에 일괄적으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 시스

템(EU ETS: EU Emission Trading System)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

다.12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항공사에는 회원국 영공에 1kg

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마다 100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고 선언했다.13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

들에게도 EU ETS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천명

했다.14 그로 인해 중국 중앙정부는 2012년 2월 자국 항공업계에 

유럽연합의 탄소세 제안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연합뉴스 

2012.2.6). 또한 중국 로컬 항공사들이 진행 중이던 에어버스 항공

12　 http://news.donga.com/3/all/20120311/44689804/1(검색일 2012.6.2)

13　 http://english.people.com.cn/90883/7723533.html(검색일 2012.4.25)

14　 http://english.peopledaily.com.cn/204372/7748611.html(검색일 2012.5.20)

CDM 사업 위주의 협력을 진행하다가 2011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 건설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1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배출권 거래에 대한 공동협정 체결을 통해 

EU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였다.10 이러한 국제 협력과 학

습은 당사국인 중국과 외부 참여자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배출권 거래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국은 제도의 도

입, 확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국제연합은 세계 최대의 오염 물질 배출국인 중국의 수도에 배출

권 거래소를 설립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 개선을 목표

로 하였다. 시카고기후거래소는 텐진배출권거래소 설립을 통해 투

자 수익을 얻고 중국 북방의 제조업 센터에 배출권 거래를 정착시

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유럽연합에게 있어서는 중국의 배

출권 거래 공동협정을 통해 자문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제도 건

설에 직접 관여한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이었다.11 자문을 통한 국

제 협력과 국제적 학습이 이뤄지면 유럽연합의 대중국 영향력 확

대도 기대할 수 있었다.

2. 유럽연합의 강제(coercion)

2005년 교토의정서 체제가 발효된 후 유럽연합은 중국을 중심으

10　 “중국은 EU로부터 배출권 거래 등기소 개발, 배출권의 할당, 배출 보고 및 확인과 

같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 중국의 바람대로 유럽연합이 지원하

는 과정에서 국제 협력, 국제적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http://www.ecohanwha.

co.kr:9000/ecohanwha/hotnews/data2_view.jsp?code=2&num=8610(검색일 

2012.4.25)

11　 http://www.ecohanwha.co.kr:9000/ecohanwha/hotnews/data2_view.

jsp?code=2&num=8610(검색일 20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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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참여할 기업들의 범위 설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다. 현

재와 같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약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국무

원 기후변화대응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대응사가 제

도 건설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국

내 배출권 거래 제도와 관련해서 통일된 시장과 법규를 만드는 일

에 소홀했다. 거래 시장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

황에서 개설된 대다수 환경거래소들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

었다. 그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고 환경 투

자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상하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배출

권 거래소 영업을 중지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다. 산둥성(山东省) 허

쩌(荷澤)시 탄소거래소는 2011년 9월에 문을 닫았고 2009년 세워

진 산시성(山西省) 뤼량(呂梁)시의 거래소 역시 작년 이후 영업 중

지에 들어갔다(아주경제 2011.9.28). 허쩌시와 뤼량시는 아직 중국

의 일반 행정 단위인 지급시(地级市)에 불과하고 경제 수준이 중국 

평균(1인당 국민 총생산 5,449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곳들이다. 허쩌

시와 뤼량시는 아직 중국의 일반 행정 단위인 지급시에 불과하고 

경제 수준이 중국 평균(1인당 국민 총생산 5,432달러, 中国国家统计局, 

2012.8.15)보다 낮은 곳들이다.19 산둥성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허

쩌시는 2010년 상주 인구 830만 1천 8백명, 2010년 1인당 지역 

총생산은 14,829위엔(2,329달러)이다.20 뤼량시의 경우 2012년 2

19　 http://www.stats.gov.cn/tjfx/ztfx/sbdcj/t20120815_402827873.htm(검색일 

2012.8.16)

20　 http://www.stats-sd.gov.cn/tjsj/nj2011/indexch.htm(검색일 2012.8.3)

기 구매 계약을 지연하기로 하였다.15 유럽의 항공 업계들도 비용 

부담 증가 때문에 유럽연합에 탄소세 부과 방침 연기 요청을 하였

다.16 그러나 유럽연합 기후변화 집행위원장 커니 헤더가드는 2012

년 3월과 4월에 탄소세 부과와 관련해서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밝

혔다.17 유럽연합의 완고한 입장에 중국도 중국민항국 리자샹 국장

의 2012년 5월 23일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의 탄소세 부과를 수

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18 배출권 거래를 위한 협력이 진

행되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유럽연합의 강제와 비타협적 태

도는 중국 기업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배출권 거래제 도

입, 확산을 위한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III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과정의 문제점

1.   미비한 국내 제도 건설과 전국 각지의 

  무분별한 환경거래소 개설

2008년 베이징과 상하이, 텐진에 환경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다

른 지역의 지방정부들도 환경거래소 개설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러나 배출권 거래의 효율적 실행에 필요한 전국적 통일 거래 가격

15　 http://news.ifeng.com/mil/4/detail_2012_03/10/13101811_0.shtml(검색일 

2012.6.3)

16　 http://www.ft.com/cms/s/0/3362d176-6b9c-11e1-8337-00144feab49a.

html(검색일 2012.3.11)

17　 http://www.quardian.co.uk/environment/2012/apr/04/pulluter-pays-

aviation-emissions(검색일 2012.8.7)

18　 http://ccnews.people.com.cn/GB/17974288.html(검색일 20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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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의 유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중국 중앙정부가 

CDM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11차 5개년 규획이 시작

된 2006년부터였다. 2006년에 중국 중앙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중

국에서 CDM 사업을 하려면 중국 측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

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집어넣었고 배출권의 해외 이전에 대해서는 

부가세(4%), 유통세(5%)를 부과하였다.22 외국 기업들에게 불리

한 조건이었지만 유럽의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유

럽 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CDM 사업을 통해 CER을 얻고자 2009

년 10월까지 15억 유로를 투자하였고 유럽연합과 중국 중앙정부

와의 협력을 통해 추가로 6천만 유로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23 

국내 기업들도 투자 참여가 늘어나서 2007년부터 중국은 세계 1위

의 CDM 사업 등록을 기록했다.24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도 지속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8월 28

일까지 유엔기후변화위원회에 등록된 4,527개의 CDM 프로젝트 

22　 “외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중국은 2006년에 12조원을 벌어들였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711/e2007112118094470300.

htm(검색일 2012.7.2)

23　 Nick Mabey, 2009, “Making Choices over China: EU–China Co-operation 

on Energy and Climate”, Centre for European Reform,November, p.1. 

http://www.cer.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attachments/

pdf/2011/pb_mabey_china_nov09-713.pdf(검색일 2012.4.25)

24　 중국은 2010년부터 2011년 7월 말까지 3145개의 CDM 사업을 비준해서 세계 1

위를 기록했다. 이 중 54%인 1519개의 사업을 2011년 9월 15일까지 UN에 등록

했는데 이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다. 2012년 4월 30일 현재에도 중국은 4,024개

의 사업을 비준해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http://www.cgdc.com.cn/

zhzx/16321.jhtml(검색일 2012.4.24)

  http://cdm.ccchina.gov.cn/web/item_num_prov_1.asp?attach_jz=1&Temp

ColumnName=CDM%CF%EE%C4%BF%CA%FD%BE%DD%BF%E2+%2D%

3E+%CD%B3%BC%C6%CD%BC%B1%ED(검색일 2012.4.25)

월 뤼량시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상주 인구는 375만 1천 8백명, 

1인당 지역 총생산은 30,224위엔 (4,679달러)에 불과하다.21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의지로 배출권 거래소를 열려고 

할 때 상급 정부인 산둥성, 산시성 정부와 중앙정부는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성 정부와 중앙정부의 방관이 허쩌와 뤼량의 실

패를 초래한 것이다.21

2.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연계에 대한 박약한 의지

현재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이 사업은 배출권 거래제는 카테고리의 하나에 포함

되어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

출권 거래제와의 연계와 관련 제도 건설을 진행했다면 배출권 거

래제의 도입 및 확산 역시 지금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

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2004년까지만 해도 배출권 거래제뿐

만 아니라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다. 10차 5

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이 되어

서야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실행하였지만 적극적으

로 정책 확산을 추진하지는 않았다(Shin 2010, 245). 중국 중앙정부

가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

이지 않았던 데는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

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Shin 2010, 245). 그로 인해 

21　 http://www.llstj.gov.cn/detail.action?id=1016(검색일 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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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연합 기후변화위원회의 유럽연합 ETS 참여와 

불참 시 탄소세 강요

상술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항공사들에 대

한 유럽연합 ETS 참여와 불참 시 탄소세 중 택일을 요구한 것은 중

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확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로컬 항공업계의 반발은 배출권 거래제에 아직 긍정적이지 않은 

중국 기업들에게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중국 국내 배출권 거래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추진력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현재 

시범 지역인 곳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확산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IV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산의 장애 요소

1. 국내적 장애 요소

1) 중앙정부의 능력 부족과 박약한 정책 실행 의지

중국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 수립과 실행 기능은 분산되어 있다. 

1998년부터 국무원 직속 장관급 조직으로 활동했던 국가환경보호

총국은 2008년 국무원의 정규 부처 장관급 조직인 환경보호부로 승

격되면서 환경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조정원 2012, 53). 그러나 

환경 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인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 거래제 정책

은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개

혁위원회의 직속 최상급 책임자인 국무원 총리가 이러한 정책들을 

중 49.97%(2,262개)가 중국의 프로젝트이다.25 청정개발체제 사업

으로 얻게 된 온실가스 배출권(CERs)의 숫자도 중국이 가장 많다. 

2012년 8월 27일까지 유엔기후변화위원회에 등록된 988,506,940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CERs) 중에서 중국은 60.01%(593,236,803

톤)를 차지하고 있다.26 그러나 청정개발체제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의 건설, 확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또한 CDM 사업

과 연계되고 사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국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건설과 확산에 기여하지 못했다.

25　 http://cdm.unfccc.int/Statistics/Registration/NumOfRegisteredProjByHostP

artiesPieChart.html(검색일 2012.8.28)

26　 http://cdm.unfccc.int/Statistics/Issuance/CERsIssuedByHostPartyPieChart.

html(검색일 2012.8.28)

표 1.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대응사가 비준한 CDM 사업

유형별 수량(2012년 8월 28일 현재)

사업 유형 프로젝트 수량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제고 590

폐기물 연소 발전 23

조림사업 4

신재생에너지 3,361

N2O 분해제거 42

대체연료 50

HFC-23 분해 11

메탄 회수, 이용 321

기타 60

http://cdm.ccchina.gov.cn (검색일 20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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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참여에 필수적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홍보도 부족하였고 배출권 거래제 참여 시 기업에 주어질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능력 

부족은 배출권 거래제가 시범 실시 지역에서도 상하이를 제외하고

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환경거래소 

설립 이후 시범 지역 외의 지방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제도 건설・확

산의 동력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

2) 대다수 지방정부의 빈약한 정책 판단, 실행 능력

여러 지역에서 제조업과 신재생에너지 붐에 이어서 탄소거래

소나 환경거래소 설립 붐이 일어난 것은 많은 지역들이 가능성 있

는 분야와 산업에 분별 없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에 철강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나타났던 무분별한 쏠림 현

상과 성격이 유사하다. 특정 산업으로의 과다한 집중을 막으려면 

지방정부에서 무분별한 환경거래소 설립을 막아줘야 한다. 그러

나 적지 않은 지역의 지방정부가 설립 이후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

이 환경거래소 설립을 허가하였다. 2011년 9월 경제참고보(经济参

考报)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100여 개 지역에 탄소거래소나 환경거

래소가 설립되었지만 대다수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经济参考报 2011.9.28, 3). 이는 많은 지역의 지방정부가 여전히 정

책의 타당성을 판단,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각지의 

환경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이해하고 체

계적으로 진행할 전문 행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점은 배출권 거래제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정책들이 많은 지역에

직접 관리감독하고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중

국 중앙정부의 환경 행정 구조는 미국에서 환경보호국(EPA)이 막

강한 권한과 풍부한 예산으로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환경보호부는 국무원의 정규 부처로 승격된 지 오

래 되지 않았고 미국의 환경보호국만큼 예산과 행정 인력이 풍부하

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부보다 강력한 조직이 중요한 환경 

정책들을 총괄하는 것은 중국의 현실에 적합한 선택이다. 그러나 국

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여는 각 지방에 배출권 거래제를 보급, 실행

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권 거래제

는 배출권거래 시범지역들의 정책 실행에서 성과를 거두고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수정한 후에 선별적으로 지역 환경거래소의 설립과 

정책 확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국가발전개혁위

원회는 시범지역에서 성과를 거두기 전에 발생한 지방정부의 무분

별한 환경거래소 설립을 막지 못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환경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방 관료들의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의 정착을 시도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2004년 9월 국가환

경보호총국이 추진했던 녹색 GDP 제도는 지방 관료들의 환경보호

와 경제성장의 병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의 반발로 2005년 설 연휴에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

지 못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중국 각 지역의 녹색 GDP는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27 지방정부의 반발에 굴복한 사례가 생기면서 환경 정

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27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703/e2007032717113771 

100.htm(검색일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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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중심과 함께 텐진배출권거래소의 양대 주주 중 하나이다.30 또 

다른 국유 석유 기업인 중국해양석유, 국유 전력 기업인 중국국전

집단(中国国电集团)은 광다투자와 함께 베이징환경거래소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31 이러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이윤 창출, 보

유 자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관련 

비용 증가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업종의 특성상 새로운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100대 기업들 중 대다수

는 배출량 공개와 배출권 거래제 참여로 인한 비용 증가를 원하지 

않는다. 배출량 공개와 배출권 거래제 참여가 오염 저감 시설 투자 

등 새로운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많은 

로컬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어둡다. 그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정부와 매체에서 이와 관련된 정

보 제공과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

지 배출량 공개와 배출권 거래제가 대다수 중국 로컬 기업들에게는 

낯선 제도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00대 기업들에게도 배출권 거

래제가 부담이지만 그 외의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환경 관련 투

자를 할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거나 생존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시범거래를 실시하는 대도시들과 후베이성 외의 

다른 지역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30　 http://www.chinatcx.com.cn/tcxweb/pages/gywm/wm_maxevent.jsp (검

색일 2012.7.5)

31　 http://www.cbeex.com.cn/article/gywm/gdjs/ (검색일 2012.7.6)

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원인이다.

3)   중국 기업들의 빈약한 환경보호 의식과 환경 관련 투자 능력

많은 중국 기업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 물

질 배출량 감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를 이

해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업들의 숫자는 

여전히 많지 않다.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 여부는 결국 기업 단

위에서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많은 중국 기업들은 아직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환

경 경영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또한 비용 증가와 불이익에 대

한 우려로 자신들의 탄소를 비롯한 오염 물질 배출량 정보를 공개

하려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2011년 11월 컨설팅 회사인 샹다오

중헝(商道纵横)이 발표한 〈2011년 중국탄소정보공개(CDP: Carbon 

Disclosure Program) 보고〉에서 중국 증시에 상장한 100대 기업 중 

샹다오중헝이 보낸 배출량 정보 질의서에 답변한 기업은 11%에 불

과했다(深圳商报 2012.1.4, A6).28 이렇게 저조한 답변이 나온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100대 기업 중에 70% 이상이 철강, 에

너지를 비롯한 자원소모형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29 이 중 국유 에

너지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국유 석유 기업인 중국석유는 텐진재산권

28　 “2011년 국제탄소정보공개보고에 참여한 전 세계 500개 기업 중에서 396개 기업

이 배출량 정보 질의서에 답변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29　 http://www.cec-ceda.org.cn/c500/chinese/ep500.php?id=0 (검색일 20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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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적 변수: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중국에서 탄소배출권 시범거래를 실시하는 지역들은 대체적

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5,000달러를 넘는 곳들이다. 이러한 지

역들에 중국의 유명 기업들의 본부 혹은 생산 라인이 있고 앞으로

의 배출권 거래에 대비할 만한 여력을 가진 기업들을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중국 전

체 평균(5,432달러 中国国家統计局 2012.8.15)에 못 미치는 곳들이 적

4)   국제적 학습 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기업의 손익계산, 편견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확산 중의 국제적 학습 과정에서

도 행위자들의 손익계산에 의한 합리적 학습 뿐 아니라 학습 과정

에서 발생하는 편견이 발생하고 있다(Simmons 외 2004, 171-189; 

Dobbin 외 2007, 449-472).32 시범거래 지역 외의 다른 지역들에서 

환경거래소 설치 붐이 일어난 것은 지방정부들의 환경거래소가 지

역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서 비롯되었다.33 지

방정부들이 배출권 거래제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데에는 중앙정부가 11차 5개년 규획과 12차 5개년 규획에서 신재

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의 긍정적인 효과를 

하달・홍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은 허베이성 바오딩과 산둥성 더저우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으로 각광받는 모습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환경 관련 산업

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이 많은 지역에 과도하게 비춰졌기 때문이

다. 반면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조차 시도하지 않는 대다수 지역

과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당장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이

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과 부정적 편견이 혼재할 

가능성이 높다.

32　 이러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한 부작용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제도 

확산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시몬스와 도빈 외의 연구는 국제적 학습 과정에

서 발생하는 손익계산에 따른 합리적 학습,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견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이다.

33　 중국에서는 유망 산업이나 카테고리에 무분별하게 붐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양

떼 효과 (羊群效应)”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표 2.   배출권 거래제 시범 지역과 시범 지역 이외의 성, 시, 자치구 1인당 GDP

지역 구분 지명 1인당 GDP (달러)

시범 지역

베이징 (北京) 12,447

상하이 (上海) 12,784

텐진 (天津) 13,392

충칭 (重庆) 5,373

션전 (深圳) 13,664

광둥성 (广东省) 7,819

후베이성 (湖北省) 5,300

시범 지역 이외의 

성, 시, 자치구

랴오닝성 (辽宁省) 7,795

장수성 (江苏省) 9,448

저장성 (浙江省) 9,115

신장 (新疆) 4,685

시장 (西藏) 3,120

간쑤성 (甘肃省) 3,009

윈난성 (云南省) 2,952

궤이저우성 (贵州省) 2,495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http://www.chinastat.gov.cn (검색일 2012.7.1)

http://finance.china.com.cn/news/gnjj/20120207/516239.shtml (검색일 2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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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요구하

는 배출량 감소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탈퇴했다.

2011년 12월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기한 연장,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정

책 동참을 도와 줄 녹색기후기금 마련에는 합의했지만 코펜하겐, 

칸쿤에서 합의한 배출량 감소 연장에 실패했다.34 또한 녹색기후

기금을 조성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정하지 못했다.35 이러

한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의 교토의정서 불참도 나오고 있어서 체

34　 http://www.economist.com/node/21541806 (검색일 2012.6.28)

3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21122508288371

&outlink=1 (검색일 2012.6.23)

지 않다. 서남 지역인 윈난성, 궤이저우성은 아직도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3,000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는 배출권 거래제와 오염 저감 시설에 투자할 여

력이 있는 유명 로컬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의 오피스나 공장이 많

지 않다. 또한 로컬 중소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와 오염 저감 설비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이러한 지역별 경제 수준의 차이는 향후 

제도 확산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

부는 시범거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제도 확산을 시도할 때 경

제 수준이 높은 곳부터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적 장애 요소

1) 교토의정서 체제의 취약성 심화

2005년 교토의정서 체제가 성립된 이후부터 유럽연합과 개발

도상국, 저개발 국가들은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에 대하여 서로 상

반된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과 기타 국가들 간의 산

업 구조, 환경 관련 기술의 발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의 선진국들은 환경 관련 기술 수준이 높고 기업 차원에서 배출량 

거래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다. 반면에 개도국과 저개발 국가들 중

에는 제조업이나 자원소모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

리고 오염 저감 설비, 배출량 감소 관련 기술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

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

과 3위인 인도, 4위인 러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들

은 교토의정서 체제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 중

에서도 교토의정서 체제를 탈퇴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표 3.   세계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중

국가 배출량 (비중)

중국 89 (27%)

미국 52 (15%)

인도 18  (5%)

러시아 17  (5%)

일본 11  (3%)

독일 8  (2%)

한국 5  (1%)

캐나다 5  (1%)

영국 5  (1%)

인도네시아 4.7  (1%)

자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272125305&code=920100
(검색일 2012.4.23)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량: 2010년 기준 (단위: 억t, 자료: JRC 유로피언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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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

서는 2003년에 설립된 시카고기후거래소(CCX: Chicago Climate 

Exchange)에서의 배출권 거래, 동부 지역 9개 주(코네티컷, 델라웨

어, 마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캘리포니아 주의 배출권 거래제, 미국 캘리포니

아와 캐나다의 4개 지역(퀘벡, 브리티쉬콜럼비아, 마니토바, 온타리오)

를 중심으로 지역 간 배출권 거래를 시행하는 웨스턴 클라이미트 

이니셔티브(Western Climate Initiative)가 운영되고 있다.36 2005년

에 설립된 유럽연합의 ETS는 25개 회원국의 11,000여 개 시멘트, 

세라믹, 철강, 정유, 천연가스, 제지 산업 기업들의 의무감축 활동

이 수급상황과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양승룡 2009, 103). 일

본도 자발적 배출권 거래 계획 ( JVETS: Japan Voluntary Emission 

Trade System)를 통한 배출권 거래, 2005년부터 환경부가 총량제

한 배출권 거래제를 바탕으로 만든 자주참가형 배출량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37 이 밖에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38 그러나 상술한 국가 및 지역들의 배출권 거래 시

장, 제도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직 이러한 시

장들을 연결해줄 국제적인 거래 가격 표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36　 http://www.rggi.org/ (검색일 2012.7.11)

  http://www.westernclimateinitiative.org/history (검색일 2012.7.12)

37　 오오구시 타쿠야 지음, 박명섭 홍란주 김은주 편역, 『탄소배출권 거래와 시장[개

정판]』, 아카데미프레스, 2011, 93

3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21335241 

(검색일 2012.4.29)

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해 12월 13일에 캐나

다가 교토의정서 체제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2013년에 교토의

정서 불참을 선언했고 일본,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였다(연합뉴스 

2011.12.13). 게다가 2012년 2월 21일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28개 국가들이 모스크바에서 유럽연합의 항공업, 선

박업 탄소세 부과에 공동으로 반대하는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하기

도 하였다(매일경제 2012.2.23). 유럽연합이 제안한 탄소세는 중국

을 비롯한 개도국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기타 선진국의 기업들도 

재정적 부담의 증가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다른 국가들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감

안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

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확산의 국제적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역량이 감소하게 된 상황에서 유럽연

합의 독자 행동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 중앙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게 된 데에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배출량 감소 요구를 이행하기를 바라는 국제적 압력이 작용했다. 

그러나 국제적 요구가 약해지게 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배출권 거

래제를 추진한다고 해도 지방정부와 기업에서 이를 받아들일 명분

과 실리가 약해질 수 있다. 그로 인해 중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 시

장과 관련 제도의 건설과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추진하는 데 어려

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거래 시장들 간의 연계 미비와 국제 표준의 부재

배출권 거래 시장은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 등에서 총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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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인증된 배출권) 거래 가격이 톤

당 6.14유로까지 하락하였다.39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년 7

월 16일 현재 ETS의 CER 가격은 톤당 3.19유로까지 떨어졌다.40

이런 추세라면 2012년의 남은 기간 동안 1달러까지 폭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표 4〉 참조)

유럽연합 ETS의 배출권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나

라의 배출권 거래 시장과의 연계,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의 건설을 

통한 거래 수요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다른 나라

들의 배출권 거래 시장의 협력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중국 

기업들은 외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의 사례와 상황을 보고 자

국 배출권 거래 시장의 참여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상술한 문제

들은 중국 기업들이 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 팔았을 경우 충분한 

이윤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많

3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09260 (검색일 

2012.4.26)

40　 http://www.pointcarbon.com/ (검색일 2012.7.16)

러한 문제들은 국제 배출권 거래 활성화의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의 성장은 2010년에 둔화

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림 1〉 참조)

이러한 추세는 국제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난으로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

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중국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 배출권 거래 참여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3) ETS의 배출권 거래 가격 급락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배

출권 시장의 거래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도 중국 기업들의 배출

권 거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럽의 경기

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탄소배출권 거

래 수요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14일에는 ETS의 

표 4.   유럽연합 ETS CER 가격과 2012년 연말 예측 (2008년 말-2012년)

시기 CER 가격 (유로, 1톤당)

2008년 말 25  

2011.5.30 13

2011.11.25 5.28

2012.7.16 3.19

2012년 연말 (예측) 1.0-2.0

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32302 (검색일 2012.4.21)

http://www.pointcarbon.com/ (검색일 2012.7.16)

그림 1.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단위: 달러)

자료: 김경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차선” EU 1만 여 사업장 동참, (매일경제 2011.11.8, 검색일 2012.4.21)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110억

630억

1437억 1419억

*자료=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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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통과하는 항공사들에 대한 유럽연합 ETS 참여와 불참 시 탄

소세를 강요하면서 어려움을 자초했다. 게다가 국내외적 장애 요

소들도 배출권 거래제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는 중국 중앙정부의 환경 정책이 지방 행정 단위로 하달되더라도 

확산 및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경제적 수준과 배출권 거래 수요를 고려해

서 선정한 시범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제도의 건

설과 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

한 지역들의 배출권 거래소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치하였다. 이러

한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비 시범 지역으로의 배출권 거래

제 확산의 실패와 한계를 자초하였다. 중국의 대다수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환경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마

인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각 지방에서 자율

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연

합 등 선진 경제권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 간의 배출권 거

래제 시장 모델에 대한 합의와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탈퇴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인 배출권 거래 시장 건설에 대한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중국과 가까운 한국과 신흥국들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참여 열기가 그다지 뜨겁지 않은 점도 시범 지역에서 비 시범 

지역으로의 정책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

국 중앙정부가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를 통한 전국

으로의 점진적 확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중국이 이

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확산시키려면 중앙정부

은 로컬 기업들이 거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소에서 배출권 매

입만 하는 방향으로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41 이

는 중국 중앙정부가 바라는 배출권 거래를 통한 기업 수준에서의 

오염물질 저감기술 투자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V  무엇이 확산을 막는가

중국은 청정개발체제(CDM) 등록 사업 숫자에서 세계 1위를 차

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일부분인 탄소배출

권 거래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2013년

에 일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고려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실행, 국제적 

학습과 협력의 진행 과정에서 치밀한 제도 건설과 배출권 거래 시

장의 점진적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데에 근본적인 원인

이 있다. 중국 각급 정부와 국내 기업, 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 기업들은 자발적 배출권 거래의 제도 건설과 확산에 대한 협

력보다 CDM 사업을 통한 이윤 창출을 서둘렀다. 유럽연합은 중

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을 진행하던 중에 유럽연합의 역내 영

41　 배출권 거래제가 본래의 의도대로 오염물질 저감설비 기술 투자로 연결되려면 배

출권 거래 가격이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

스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메트릭톤당 12-13유로(약 1만 8,000-1만 9,000원)인 CO2 

가격을 40-60유로(약 6만-9만 원)로 올리고, 2020년까지 60-90유로(약 9만-13

만 6,000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ttp://www.bloomberg.com/

news/2011-09-13/eu-co2-price-should-be-more-than-three-times-higher-

bnef-says.html (검색일 20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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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이 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경제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 시장은 중국 로

컬 기업들 중에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 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환경거래소들이 이익을 내기가 어

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베이징시가 600개 기업의 

배출권 거래 시장 강제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43 그러나 그것만으로

는 시장에서 꾸준한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

국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에 외국 자본의 유입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물론 국내 기업과 외국 자본의 거래, 협력 과정에서 중국 정

부는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가능한 외국자본

의 자격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최소화

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참여

가 활발해지면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거래 시장 참여, 외

국 기업들과의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연

합 ETS에서의 급격한 가격 폭락의 부작용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

다. 또한 중국 CDM 시장의 발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연합,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우리나

라 정부, 기업들과의 협력과 거래 시장들 간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2, 43

42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 거래 제도는 참여 기업들이 현금으로 배출권 거래를 하고 

오염 저감 설비 보조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3　 http://www.21cbh.com/HTML/2012-4-2/2NMDY5XzQxNDM2Nw.html (검

색일 2012.6.27)

와 지방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처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중국 중앙정부는 유럽연합과 국제연합, 시카고기후거래

소 등 해외 시장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중국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배

출권 거래제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

이 걸리더라도 국제기구와 해외의 전문가들과 보다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논의와 제도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중앙

정부와 각급 지방정부,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배출권 거래제 시행 

지역, 국가들과의 배출권 거래제 전문 행정, 시장 운영 인력의 교육, 

양성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전문 인력의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시범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효율적인 제도 도입・확산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정책의 도입, 확산 과

정에서 상술한 7개 시범 지역에서 기업들이 활발한 참여와 이윤 창

출, 오염 저감 투자의 증가를 확실하게 이뤄낸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의 제도 확산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시범 지역들의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제도 확산을 시도하면 기업들

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의 기업들 중에는 유럽의 시

장 동향에 대한 학습 혹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자발적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태에

서는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어도 수요 부족으로 적정 수준 이상의 거

래 가격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일본이 시행

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참여 기업에 대한 오염 저감 설비 보조금 지

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타쿠야 2011, 93).42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중국 국내 기업들이 보다 쉽게 거래 대상을 구

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식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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