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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국내 

비(非)CO2 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응균 ․황민섭 ․이명균*

요 약 :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

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

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

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 )CO2 온실

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

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 )CO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

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

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주제어 : CDM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비( )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상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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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Kyoto Protocol has extended its life until 2020 by the decision at COP18 in Doha, 

Qatar in 2012. So has the Kyoto Mechanism of CDM, JI, and ETS. Nonetheless, the sustainability of 

CDM projects is jeopardized by the recent rul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e market such 

as EU ETS and the price decrease in emission credits. In particular, the domestic CDM projects reducing 

non-CO2 GHG emissions are being directly affected.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carbon credit pric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t also examines how the rul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e market have affected domestic non-CO2 CDM projects through which mechanisms. The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is two-fold: it suggests how the government can assist the project 

developers in utilizing GHG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market in promoting investment 

environment before the domestic ETS enters into effect in 2015; apart from possible measures within 

ETS, an additional measures such as bilateral carbon offset system is suggested to help the private sector 

reduce uncertainty in investment and increase options to choose.

Keywords : CDM, ETS, non-CO2 greenhouse gas, mitigation technologies, carbon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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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토 메커니즘 아래에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상호 연결되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Thomson Reuters Point Carbon, 2013; 

Scheba, 2010). 그러나 현재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

는 EU ETS[Emission Trading Scheme]가1) 2013년 Phase III의 시작과 함께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몇몇 변화를 시도하면서 국내 CDM 사업, 특히 비

(非)CO2 관련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CDM 사업은 2012년에 교토의정서의 만료기한이 도래하였을 당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에서 참가국들은 새

로운 플랫폼이 발효될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에 

CDM을 비롯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이하 JI) 및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ET)의 세 가지 교토 메커니즘 역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UNFCCC, 2012). 물론 교토체제가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2위 국가인 중국(24%)과 미국(18%)을 비롯하여 인도, 러시아, 일본, 캐나

다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감축 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해 2차 공약기간에 불참하기

로 선언함에 따라 교토체제 및 이에 따른 CDM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한 국가들이나 감축 의무가 없

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도 CDM만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CDM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명목상으로는 제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CDM 사업의 현황은 지속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하여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EU ETS 등의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비

(非)CO2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2)

1) 2011년을 기준으로 EU ETS의 거래량(7,853 MtCO2e)은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의 약 76.4%, 거래 금액
(147,848 US$ million)은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 가치의 약 84.0%를 차지한다(World Bank, 2012).

2) 국내 CDM 사업 중 CO2 분야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감축량을 기준으로 2014년 4월 말 현재 
약 33%에 이른다(http://cdm.unfccc.int). CO2 관련 CDM 사업의 대부분은 발전 사업과 연관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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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될 당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CH4), 아산화질

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5가지 비(非) 

CO2 물질이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지정되었고, 이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에서 삼불화질소(NF3)가 추가로 감축대상 물질에 포함되었다. 특히 비(非)CO2 

물질들은 10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25배에서부터 많게

는 22,800배에 이르기까지3)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가 높

기 때문에 이를 저감할 시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非)CO2 저감기술 개발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CDM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EU ETS를 포함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의 변화와 이로 인

한 배출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국내 비(非)CO2 관련 CDM 프로젝트들은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저감기술의 적용 및 이에 대한 

투자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유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적 차원

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성이 비교적 높은 비(非)CO2 저감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 차원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펼치고

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은 EU ETS가 주축이 되고 있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의 제도 

변화 및 배출권 가격 변동을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변화가 국내 비(非)CO2 관련 

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2015년 국내 배출

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非)CO2 저감기술의 개발 및 투자가 보다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내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양자 크레

딧 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며,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세
계 각국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나 의무할당제도(RPS)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비(非)CO2 관련 CDM 사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주로 배
출권 가격 변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3년 EU ETS의 제도 
변화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국내의 비(非)CO2 관련 CDM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3) IPCC는 새로운 평가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GWP를 업데이트하는데, 4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100년의 
기간을 통해 비교한다면 CH4가 이산화탄소의 25배, N2O는 298배, HFCs는 124~14,800배, PFCs는 
7,390~12,200배, SF6는 22,800배, NF3는 17,200배에 해당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IPC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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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양자 크레딧 제도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술지원 형태의 공적개발원조

(ODA)와 잘 조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

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의 변화

1. 국제 시장에서의 배출권의 종류와 규모

배출권은 이를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먼저 교토 메커니

즘 아래에서 발행되는 배출권에는 AAU[Assigned Amount Unit], RMU[Removal 

Unit], ERU[Emission Reduction Unit],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등 크게 

4종류가 있다. 첫째, AAU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의무감축대상 국가들(부속서 I 당사

국)이 할당받은 국가별 허용 배출량을 의미하며 거래가 가능하다. 둘째, RMU는 국

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2011년 이후 거래되기 시작한 배출권으로, 토지이용, 토지

용도 변경 및 조림사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에 의

한 온실 가스 흡수량을 감축 분량으로 인정받아 발생된다. 즉 부속서 I 당사국의 조

림 혹은 재조림 사업 등을 통해 산림이 증가할 경우 이는 온실가스 흡수원(sinks)으

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거래에의 활용 역시 가능하다. 셋째, ERU는 교토의정서 제6

조에 따라 JI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미하며, 이 역시 배출

권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CER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기반을 둔 CDM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미하여 이 역시 배출권으로 인정되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UNFCCC, 1998). 교토 메커니즘 이외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

무시장에서 발행되는 배출권 역시 존재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가

장 규모가 큰 EU ETS에서 발행되는 EUA[European Union Allowance]를 비롯하여 

뉴질랜드 배출권(New Zealand Unit, 이하 NZU), 캘리포니아 배출권(California Carbon 

Allowance, 이하 CCA)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배출권은 발행 주체가 아닌 발행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4) 한 예로 할당 

4) 본 연구와 달리 시장을 배출권의 단위로 구분할 때에는 할당시장(allowance market), 상쇄시장(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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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은 각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된 배출 허용량으로 인

해 발생되는 배출권(allowance-based credit)이며, 지역 기반 배출권인 EUA, NZU, 

CCA 뿐만 아니라 교토 체제 하에서의 AAU와 RMU 역시 이에 해당된다(World 

Bank, 2012). 상쇄 배출권은 할당 배출권과는 달리 감축 사업 등 자발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거둔 성과에 따라 부여받은 크레딧을 배출권(project-based credit)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며(이재우, 2008), 교토 체제 하에서의 CER과 ERU가 이에 해당된

다.5)

<표 1> 배출권 종류별 거래 규모 비교(단위 : MtCO2e, USD million)

발행

주체별

구분

종류

2008 2009 2010 2011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량 거래금액

할당 배출권

지역

체제

EUA 3,093 100,526 6,326 118,474 6,789 133,598 7,853 147,848

NZU* - - - - 7 101 27 351

RGGI 62 198 805 2,179 210 458 120 249

CCA 69 309 41 50 - - 4 63

교토

체제

AAU 23 276 155 2,003 62 626 47 318

RMU - - - - - - 4 12

기타 31 183 34 117 94 151 26 40

소계 3,278 101,492 7,362 122,822 7,162 134,935 8,081 148,881

2차 상쇄 배출권(Spot & Secondary)

교토

체제

sCER**
1,072 26,277 1,055 17,543

1,260 20,453 1,734 22,333

sERU 6 94 76 780

기타 - - - - 10 90 12 137

소계 1,072 26,277 1,055 17,543 1,275 20,637 1,822 23,250

market), 혼합시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시장은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을 모두 거래하는 혼합시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엄격하게 말해서 순수한 할당시장이나 
상쇄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EU ETS나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소, 2015년 시행될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 등은 모두 혼합시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배재수 외, 2013).

5) 본 연구의 정책 제언 부분에서 언급되는 일본의 ‘양자 크레딧 제도(Joint Credit Mechanism, JCM)’가 
상쇄 배출권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JCM은 당사국 간 양자 합의를 통해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는 상쇄
(offset)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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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배출권 종류별 거래 규모 비교(단위 : MtCO2e, USD million) (계속)

발행

주체별

구분

종류

2008 2009 2010 2011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량 거래금액 거래량 거래금액

1차 상쇄 배출권(Primary)

교토

체제

pCER

pre2013
404 6,511 211 2,678

124 1,458 91 990

pCER

post2012
100 1,217 173 1,990

pERU 25 367 26 354 41 530 28 339

자발적 배출권 57 419 46 338 69 414 87 569

소계 486 7,297 283 3,370 334 3,620 378 3,889

총 합계 4,836 135,066 8,700 143,735 8,772 159,191 10,281 176,020

 * 뉴질랜드 ETS의 경우 2008년 개장을 했으나 World Bank(2010)에 2008년과 2009년의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2차 상쇄 배출권을 CER과 ERU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데이

터 표시 

<출처 : World Bank(2010, 2012) 재구성>

특히 위의 <표 1>과 같이 프로젝트 기반의 CER과 ERU의 경우에는 배출권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1차(primary) 배출권과 2차(secondary) 배출권으로 나누기도 하는

데, 1차 배출권은 UNFCCC로부터 최종적으로 크레딧을 부여받기 전 위험의 크기를 

고려하여 장래에 발행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배출권이기 때문에 선물(forward)의 특

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는 주로 배출권 브로커나 트레이더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거

래되며, 프로젝트 개발자의 투자위험을 낮추어 CDM 등의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ECX, 2012).

반면 2차 배출권은 UNFCCC로부터 발행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이 

제거된 상태의 배출권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CER의 경우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sCER의 거래규모는 1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pCER에 비해  약 8배 이상이었으며, ERU의 경우 sERU의 거래규모가 pERU에 비

해 2배 이상 컸다.6)

6) 세계 탄소시장의 거래 규모에 관한 자료는 World Bank,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Tho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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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권 가격 변동

EU ETS를 중심으로 EUA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TS의 시행 초

기인 2005년에는 EUA의 가격이 톤 당 €20 전후로 강세를 보였으며 2006년 초에는 

톤 당 약 €30까지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2기로의 이월제한 조치로 인해 배출

권 가격은 2007년 초 약 €13(2010년 12월물 EUA)에 이르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그 이후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A의 가격은 2007년부터 2008년 중순까

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7월 초에 2014년 12월물 기준으로 톤당 약 

€38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와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하락, 배출권의 잉여공급 등의 문제가 겹치

면서 배출권 가격 역시 2014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Thomson Reuters Point 

Carbon, 2013). 특히 2012년 이후부터는 EUA의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5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배출권 수급이나 정책 변동에 따라 다소 등락을 보이기는 

하나 2008년 이후의 지속적인 하락세라 하는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 EUA의 가격이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달리 일시적인 

반등을 보인 사례는 존재한다. 2013년 12월에 9억 톤의 탄소배출권 공급 연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백로딩(back loading) 계획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으면서 EUA의 

가격은 일시적인 반등을 보여주었다. 당시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등의 전

문 기관에서는 2014년 EUA의 평균 거래 가격이 2013년보다 50% 이상 상승하여 

톤 당 약 €7.5 이상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EUA의 가격은 2014년 2월 이후 약 3개월 동안 백로딩 승인 이전의 양상으

로 되돌아가고 있다(BNEF, 2014; http://www.pointcarbon.com).

Reuters Point Carbon 등에서 매년 산정하고 있으나, 포함시키는 범위나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관별
로 규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World Bank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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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A의 가격 변동(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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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www.pointcarbon.com>

한편 CDM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CER의 경우 2008년 약 €20에서 거래되었으

나, 그 이후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상반기까지는 EUA 가격의 

70~80% 수준인 €13 전후에서 거래되었다(이명균 외, 2011). 하지만 CER 역시 

2011년 하반기부터 급락세를 보여 2011년 한 해 동안 80% 이상 가격이 하락하였

다. 특히 2012년 하반기부터는 2013년 이후의 EU ETS 제3기에서의 CER에 대한 

제도 변화를 앞두고 투매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CER은 톤당 €1 이하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 4월 말 현재 sCER의 가격은 톤당 약 €0.2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7) 아울러 그 동안 CER의 중요한 수요처였던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

드,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탈퇴하거나 감축 목표 수립

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EU 만이 유일한 수요처로 남아있다. 반면 2011년 이후 중국

이나 인도 등에서 CDM 사업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2020년까지 CER의 예

7) http://www.pointcarb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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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능한 공급량은 EU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심각한 과잉공급이 발생할 것이라 예

상되며, 2020년까지도 톤당 €1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BNEF, 

2014; 에너지관리공단, 2013).

국제탄소시장의 불안정과 EUA 및 CER 가격 폭락의 원인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배출권의 과잉 공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박찬종, 2013; Keppler & Mansanet-Bataller, 2010). 기존 연구들은 배출권 사

용 시 EUA보다 저렴한 CER을 우선시 하면서 세계 배출권거래 시장의 전체적인 수

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CDM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Thomson Reuters Point Carbon. 2012).

CDM 사업의 결과로 획득되는 CER의 급속한 공급량 증가와 이로 인한 국제 배

출권거래 시장의 불안정을 시정하기 위해 최근 EU ETS 등을 중심으로 제도변화가 

추진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였던 

일부 비(非)CO2 물질들과 관련된 CDM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결과를 야

기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 보았듯이 최근의 배출권 가격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

한 변화는 결코 거래시장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

원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배출권거래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제도변화를 

살펴보고, 이로 인한 CDM 사업에서의 영향을 국내 비(非)CO2 관련 사업에 대한 사

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비(非)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투자가 지속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

해 모색하고자 한다.

3.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 변화: EU ETS의 Phase III을 중심으로

EU ETS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제도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8) 첫째, CER에 대한 질적 세분화이다.9) EU는 ETS 제3기(2013~ 

8)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Questions & answers on use of international credits in the third trading 
phase of the EU ETS” 참조.(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linking/faq_en.htm)

9)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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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CER을 거래가 가능한 ‘green CER’과 거래가 불가능한 ‘gray CER’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는 제3기부터 HFC-2310)과 아디프산11)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는 비교적 간단한 소각으로 제거 가능한 산업용 가스이기 때문에 

오염 배출원이 CDM 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

당 CER의 구매를 금지시키고 있다(이한우, 2013). 다시 말하자면 EU ETS 제2기에 

해당되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배출권에 대한 반납(surrender) 시한이 

2013년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2013년 5월 이후부터는 HFC-23과 아디프산 생산

관련 아산화질소 감축사업을 통해 획득한 CER은 gray CER로 구분되어 더 이상 

EU ETS를 통해서는 거래가 불가능해졌다(노동운 외, 2012).

또한 EU는 제 3기에 해당되는 2013년부터 UN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서 등록한 CDM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크레딧의 사용

을 허가하고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CER에 대해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gray CER

로 구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댐 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Dams)

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규모 수력발전사업(20Mw 이상)에서 발생하는 CER 역

시 gray CER로 분류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green CER과 gray CER 비교

구분 green CER gray CER

발생

- 2013년 이후의 최빈국(LDC) 신규 사업

- 2013년 이전에 기 등록된 사업으로 인한 

CER 

- 2013년 5월 이전 발생했던 기존의 

HFC-23, 아디프산 N2O의 경우는 green 

CER이었으나 이미 거래만료 시한이 

경과했으므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 2013년 5월 이후 발생하는 HFC-23, 

아디프산 N2O관련 모든 CER

- 2013년 이후 최빈국 이외의 모든 지역 

신규사업

- 대규모 수력발전으로 인한 CER

<자료 : http://www.pointcarbon.com>

10) HFC-23의 경우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인 HCFC-22의 생산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소각하는 방법을 통해 CDM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소각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적
으로 2020년까지 총 이산화탄소 환산 20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
가 있다(FT 2013년 6월 23일자).

11) 아디프산의 경우 주로 나일론 66의 생산과정이나 의약품, 도료, 일부 비료의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
용되며, 아디프산의 생산과정에서 아산화질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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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5월 이후에는 비(非)CO2 감축 CDM 프로젝

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HFC-23과 아산화질소 관련 사업은 EU ETS를 통해

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한국은 최빈국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신규등록하게 될 사

업들은 gray CER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gray CER의 주요 수요처였던 일본이 제2기 교토체제에서 탈퇴한데다가 

CER의 가장 큰 수요처인 EU ETS마저 gray CER에 대한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관

련 CDM 사업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이 추진

하고 있는 비(非)CO2 물질 관련 CDM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gray CER이고 2015년

부터 한국 역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U ETS의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 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EU ETS와 같은 가격 기반의 메커니즘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수

단들을 점차 늘리고 있는 경향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부문의 직접적인 개

입은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EUA의 공급 시기 조절(back loading)이나 배출총량(cap) 감축 및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2)

EU는 2013년 12월 9억 톤의 탄소배출권 공급 연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급 시

기 조절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5년과 2016년에 있을 경매를 연기하여 2019년에 

3억 톤, 1년 후인 2020년에 6억 톤의 경매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EU는 해당 

안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가 1년 중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배출권거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시장 개입을 통해 가격 

하락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2013년 EU ETS 제3

기 출범 이후 항공, 해운 등의 부문을 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영역으로 

추가하고 전력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EU의 시장에 대

한 직접적인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그림 1>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gray CER에 대한 거래 규제로 인해 

1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76/2014 of 25 February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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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거래 가능한 CER의 공급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sCER의 가격은 톤당 

€0.2 이하로 회복될 조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에 대한 직접

적인 개입이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비록 유럽 

당국의 강력한 시장개입 의지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CDM 사업의 지속성이

나 배출권거래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더욱 실제적인 가격 안정 효

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CDM 사업 체제 유지와 함께 보다 다양한 정책 개입의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FC-23이나 N2O 관련 CER 거래 규제와 

같은 EU 집행부의 개입이 오히려 이들의 배출량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UNFCCC가 

애초에 CDM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13) UNFCCC 차원에서의 CDM 

사업 개혁이나 조정 작업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III. 국내 비(非)CO2 관련 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

1. 국내외 CDM 사업의 현황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의해 부속서 I에 해당되는 선진국이 비부속서 

I 국가인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여 이로 인해 달성한 감축량

을 선진국의 의무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실제 CDM 사업을 수

행하는 주체인 기업들은 CER 판매 수익을 얻게 되며 선진국의 기업과 개발도상국

의 기업이 계약에 의해 적절한 비율로 이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즉 선진국의 기업

들은 본 사업을 통해 감축되는 온실가스감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감축량

으로 인정받거나, CER 판매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CDM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재정뿐만 아니라 기

13) 2013년 6월 23일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HFC-23 관련 전 세계의 19개 CDM 프로젝트 중에서 11개의 
사업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EU ETS의 제도 변화로 인해 저감기술 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을 받지 못한다면 11개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HFC-23을 대기 중으로 방출할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하였다. 또한 본 지는 중국의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중국 정부가 이 사업의 중
단을 막기 위해 실제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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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프로젝트에의 참여 유인을 가진다.

CDM 사업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CDM은 공공부문이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들을 하나의 CDM 사업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14) 이 때 한 프로그램으로 묶여진 

CDM 개별 사업들은 향후 28년간 UNFCCC의 CDM 운영위원회의 추가적인 평가 

절차 없이 CDM 검인증기구(DOE)에 의한 평가만으로 사업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이나 검증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

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 외에도 CDM 사업은 그 규모에 

따라 소규모 사업15)과 대규모 사업16)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주체에 따

라서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표 3> 사업 주체별 CDM 사업의 구분

분류 특징

양자 추진 CDM

(Bilateral CDM)

- 부속서 I 국가(선진국)와 비 부속서 I 국가(개발도상국)간의 

온실가스 저감사업

다자 추진 CDM

(Multilateral CDM)

- 여러 부속서 I 국가와 비 부속서 I 국가들 간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

단독 추진 CDM

(Unilateral CDM)

- 비 부속서 I 국가에서 부속서 I 국가의 개입 없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저감 사업

<자료 : http://cdm.unfccc.int>

한국의 CDM 사업은 사업 등록 초기인 2000년대 중반에는 양자 추진 형태로 진행

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개발도상국 단독으로 진행

하는 단독추진 (unilateral) CDM 프로젝트나 개발도상국 간의 CDM 프로젝트가 가능

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단독 추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임효숙 외, 2009).

14) http://cdm.unfccc.int 참고.

15) 15MW 이하의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Type I, 60GWh/year 이하의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젝트
를 Type II, 60kt CO2eq/year 이하의 기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들을 Type III의 사업으로 부
른다(국무총리실, 2012).

16)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한다. 2014년 4월 말 현재 전 세계 CDM 프로젝트 중에서 소규모 
사업은 약 39%이며, 그 나머지 약 61%가 대규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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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등록이 완료된 CDM 프로젝트의 수는 7,490개

이다.17) 사업 주체를 국가별로 구분한다면 등록 프로젝트의 수를 기준으로 중국이 

약 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인도가 약 20%, 브라질

과 베트남, 멕시코가 각각 4.3%, 3.4%, 2.5%를 차지하여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등록 CDM 프로젝트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

다. 한국은 총 91개의 프로그램이 UNFCCC에 등록되어 있어서 등록 수의 측면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등록된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된 CER의 규모를 기준으

로 살펴본다면 중국이 약 60.5%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가 13.2%, 한국이 그 뒤를 

이어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국가별 CDM 프로젝트 등록 현황(2014년 4월 말 현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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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cdm.unfccc.int>

<그림 2>를 통해 볼 때, 2014년 4월까지 누적된 7,490개의 CDM 프로젝트 중에

17) http://cdm.unfccc.in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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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50%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2012년에 집중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이후에 등록되는 신규 프로젝트 중에서 

최빈국(LDC) 이외의 국가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gray CER로 분류되어 

EU ETS를 통해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까지 서둘러 등록을 한 결과로 판단

된다.

2014년 4월 말까지 전 세계에 발행된 CER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HFCs 물질 

관련 CER이 전체의 약 35.4%를 차지하고 있고, N2O 물질 관련 CER이 18.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외에는 Hydro 관련 CER이 전체의 약 12.8%, 메탄 관련 CER이 

9.5%를 차지하였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 91개의 CDM 프로젝트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본다면 

N2O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발행된 CER이 전체의 약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화석연료 전환과 관련된 CER은 전체의 25.7%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HFCs와 관련된 CER은 5.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CDM 프로젝트 중 HFCs 

관련 CER이 약 35.4%로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국내 분야별 CDM 사업의 연간 감축량 비중(2014년 4월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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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cdm.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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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CDM 사업 유형별 분류(2014년 4월 30일 현재, 총 91개 사업 등록)

유형 사업건수(건, %) 연간 감축량(천 tCO2, %)

Solar 32건 35.2% 180.7 0.72%

Hydro(Small Hydro 포함) 18건 19.8% 306.0 1.21%

Wind 14건 15.4% 1,105.0 4.38%

PFCs & SF6 6건 6.6% 1,730.0 6.87%

N2O 6건 6.6% 11,947.0 47.42%

Landfill 5건 5.5% 1,708.0 6.78%

화석연료 전환 4건 4.4% 6,476.0 25.70%

HFCs 1건 1.1% 1,400.0 5.56%

Tidal 1건 1.1% 315.0 1.25%

Biomass Energy 2건 2.2% 22.0 0.09%

Thermal 1건 1.1% 5.0 0.02%

산림 1건 1.1% 0.6 0.00%

합계 91건 100% 25,195.3 100.00%

<자료 : http://cdm.unfccc.int>

위의 <표 4>에서 화석연료 전환,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등의 분야는 CO2 저감

과 관련된 사업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N2O를 포함하여 나머지 분야들이 비(非)CO2 

물질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리고 국내 CDM 사업 중 CO2 분야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감축량을 기준으로 2014년 4월 말 현재 약 33%이며, 비(非)CO2 물질

과 관련된 사업은 약 67%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총 91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N2O 관련 프로젝트의 수는 

6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발행 CER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발행 CER의 47.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투자효율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HFCs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단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

한 CER은 한국 전체 CER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연구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투자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非)CO2 물

질과 관련된 CDM 사업만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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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비(非)CO2 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국내 CDM 사업의 경우 N2O와 HFCs 물질과 관련되어 발행된 CER이 약 53%로  

전체 발행 CER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 두 물질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단 7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성패 여부는 국내 전체 온실

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ETS가 

제3기에 접어들면서 추진하였던 몇몇 제도변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물질이 

N2O와 HFCs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N2O 및 HFCs CDM 사업을 진

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EU ETS의 제도변화로 인해 받았던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

다.18)

주로 냉매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HFCs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CDM 사업자

는 ㈜후성이다. ㈜후성은 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회사로,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서 

유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후성은 2007년 12월 말 (구)울산화학을 인수

하면서부터 CDM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구)울산화학은 2005년 국내 기업

으로는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네 번째로 UNFCCC의 실사를 통과하여 감축 실

적을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구)울산화학의 경우 에어컨용 냉매인 HCFC-22를 연 평균 6,500톤 가량 생산하

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HFC-23이 부산물로 생성된다. (구)울산화학은 2002

년 처음 CDM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일본의 INEOS(지분 50%), 

컨설팅회사 UPC(지분 10%), 울산화학(지분 40%)이 공동으로 IFJ Korea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에어컨용 냉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설비를 구축하였고, 이 감축활동에 대해 UNFCCC로부터 저감 실적을 인정받았다. 

당시 IPCC의 2차보고서 기준으로 HFC-2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

의 11,700배였기 때문에 HFC-23 1톤을 저감한 실적이 이산화탄소 11,700톤을 저감

한 것으로 인정받아 매우 높은 투자 효율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유럽 시장에서 배

출권의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었던 2008년에는 CER 판매 매출이 약 170억 원, 

18) 이후 내용 중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담당 관계자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작
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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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약 12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관련매출이 23억 원으로 급감

하였고 유럽재정 위기와 배출권 공급과잉이 본격화 되었던 2011년에는 8천만 원에 

그쳤다.

당시 ㈜후성이 획득한 CER의 주요 구매처는 일본과 영국의 기업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 제2기

에는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였고 설상가상으로 2013년에는 EU의 집행

부가 ETS 제3기 시작과 함께 gray CER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대표적인 gray CER의 생산자였던 ㈜후성의 경우 2013년 이후에는 더 이상 CDM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였다. 따라서 ㈜후성은 2004년 CDM 사업 추진

을 위해 일본과 공동으로 설립하였던 IFJ Korea(㈜후성 지분 40%)를 2013년에 청

산하였다. 다만 향후 유럽 배출권 시장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2015년 국내 배출권 

시장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당시 IFJ Korea 소유의 

HFC-23 저감 설비는 후성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후성은 현

재는 배출저감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에 대

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경험을 토대로 HFCs 물질 관련 국내 CDM 사업의 중단 원인과 향후 정책지

원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HFCs 관련 CDM 사업 중단의 가장 큰 원인

으로는 CER의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 및 2013년 EU ETS에서의 gray CER 거

래 제한 조치를 들 수 있다. ㈜후성의 경우 green CER조차도 2차 시장에서 €0.2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CER 발행 원가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수익성을 맞출 수 없어 CDM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HFCs 물질 배출 감소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EUA와 같은 할당배출권의 경우에는 공급

량이 일정하게 조절이 될 수 있지만, CDM 사업에 의해 발행되는 CER은 자발적 사

업에 의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획득 가능한 상쇄 배출권이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

를 조절하기 힘들고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HFC-23 등의 gray CER에 대

해 거래 자체를 제한할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격 조절에도 성공하기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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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격 메커니

즘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적 메커니즘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일본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양자 크레딧 제도가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한편 국내에서 2015년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 공급량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EU ETS에서 거래

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정

부 통제 메커니즘만으로는 비(非)CO2 저감의 실효성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전 

세계 HFC-23 관련 CDM 프로젝트 19개 중에서 1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3년 이후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이 감축하고 있는 

연 평균 약 3억 톤 가량의 온실가스 추가 배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의 제도 변화와 가격 불안정이 야기하는 국내 비(非)CO2 

CDM 사업에의 악영향은 HFC-23 관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N2O 관련 CDM 프로

젝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N2O 관련 CDM 프로젝트

는 총 6개이며, 이들 6개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되는 CER이 전체 CDM 사업에 의한 

CER의 약 4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프랑스 로디아 사(社)의 울산 온산 공장, 휴켐스, 울산의 한화 질산공장, 울산의 동

부한농화학 공장, 카프로 사(社) 등이다. 특히 로디아 온산 공장의 경우 아디프산 생

산과정에서 배출되는 N2O 저감시설을 통해 연평균 915만 톤의 감축실적을 인정받

는 국내 최대의 CDM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온산 로디아 프로젝트의 경우 프

랑스의 소시에테제너럴 은행, 오르베오, 한국로디아에너지 및 에너지관리공단이 합

작 투자했으며, 2008년에는 일본의 신재생에너지개발기관인 네도(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1,400만 톤의 CER

을 판매해 약 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약 19%의 지

분을 투자했던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2008년 영국 기업에 CER을 판매해 약 380

억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온산 로디아 프로젝트의 경우, 주요 구매

처가 프랑스,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과 일본이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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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사례와 같이 2011년 이후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고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일본

의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거부와 함께 EU의 gray CER 거래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구매처가 사라짐에 따라 CDM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 외에 정밀화학 소재업체인 휴켐스에 의해 진행되는 N2O 관련 CDM 프로젝트

의 경우는 2007년 이후 연 평균 126만 톤에 해당되는 CER을 획득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34만 톤에 해당되는 CER을 추가적으로 획득하였

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1차 CDM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시설 투자에 필요한 

총비용 110억 원을 오스트리아의 카본사가 부담하였고, CER 판매에 따른 이익배분

을 카본사 75%, 휴켐스 23%, UNFCCC 지불 금액 2% 등으로 계약하였다.

이에 따라 휴켐스는 2011년 CDM 사업으로 8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관련매출이 43억 원으로 급감한 후 2013년과 2014년 1분기 동안에는 

배출권 판매로 인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휴켐스는 

현재 배출권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 하지만 CER의 가격이 현재의 수준과 같이 €0.2 이하일 경우에는 CER

이 판매되더라도 전혀 수익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이며, 2020년까지는 EU ETS에서

의 CER 거래 가격이 €1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휴켐

스의 사례 역시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 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

여주고 있다.

국내 비(非)CO2 관련 CDM 사업 중 EU ETS 규제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HFC-23과 N2O 관련 CDM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13년 이후의 

이러한 변화가 적어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애초에 목표로 삼았

던 가격 조정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CDM 프로젝트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라 

하는 본래 목적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CDM 사업으로 인해 

대량으로 발행되는 CER의 규모에 대한 개혁과 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

만 현재 국내 상황으로 볼 때 프로젝트의 지속 자체가 불가능하고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근본적 목표 달성과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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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非)CO2 저감기술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양자 상쇄(Offset)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非)CO2 저감기술 투자

에 대한 수익의 확보는 CDM 사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임성수 외, 2008). 따라

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ETS의 제도 변화와 더불어 일본과 같은 CER 수요자

들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에서 저감기술을 활용하거나 투자하는 기

업의 경우 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선 장에서의 사례분석은 

HFC-23이나 N2O와 관련된 CDM 프로젝트들이 국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2015년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된다면 비(非)CO2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이나 투자환경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CDM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의 배출권거래 시장을 통해서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비(非)CO2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초기 배출허용 할당량의 설정이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내에서 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유

지되는 지가 기술투자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배출권 가격은 EU 

ETS의 사례에서 이미 보았듯이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국제 

배출권시장의 불안정에서 볼 수 있듯이 수급 조절을 시장에만 맡겨 두었을 경우 효

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수급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수급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상쇄 프

로젝트의 허용 범위와 허용 상한이다. 할당 배출권과는 달리 상쇄 프로젝트에 의해 

발행되는 배출권의 경우 공급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쇄 프로젝트 허

용 범위와 허용 상한을 적절하게 결정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상쇄 프로젝트의 허용 범위를 ‘동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 ․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

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종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국내 비(非)CO2 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79 •

류보다는 상쇄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상쇄의 허용 상한

에 관하여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

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체 배출

량의 5%까지만 외국에서 시행된 상쇄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의 배출권거래 제도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를 모두 적용 대상 

물질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제3기 EU ETS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일부 N2O, 알루

미늄 생산을 위한 PFCs 만을 적용 대상 물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메탄이나 

HFCs, SF6 등의 일부 비(非)CO2 물질의 경우 CDM 사업을 통해서 국제 시장에서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고, 국내에서는 할당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등 이중적인 혜

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는 CDM 사업으로 인한 

CER의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비(非)CO2 관련 CDM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배출권 거

래제도가 국내에서 실시된다면 기존과 같이 CER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배출권 제도 실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두 가지 방

안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한다. 2015년 이후 국내 배출권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상황

을 확인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sCER이 톤당 €0.2 이하에서 거래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저감 사업은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운영될 가능성

이 크다.

CDM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이 용이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만을 고려해야 한다면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힘들다. 이는 국내 배출권 거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

서 새롭게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의 저

감보다 개도국 등을 통한 상쇄 제도 활용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CDM 방

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원래 CDM 제도가 비용 효과

성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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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19) CER의 가격도 생산비

용 이하이기 때문에 일본 등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자 크레딧 제도의 도입도 적

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자 크레딧 제도의 경우 기존에 CDM 사업을 영위

하고 있던 기업들이 해당 설비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분명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2010년 이후 일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자 크레딧 제도

(Joint Credit Mechanism, 이하 JCM)를 도입하였다. 양자 크레딧 제도는 CDM 사업

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온실가스 저감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승

인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UN의 승인절차 없이 당사국 간 양자 합의를 통해 탄

소 크레딧을 발행하는 일종의 상쇄 제도이다(노동운 외, 2012). JCM의 경우 CDM 

사업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며,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도국에 

수출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2012).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은 

본 제도를 통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케냐 등 총 9개국과 파트너

십을 체결하고 있다.

JCM은 현재의 교토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발효될 때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DM의 경우 이사회를 비롯한 중앙 집권적 운영 구조를 가지

고 있는 반면, JCM은 각국 정부와의 합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분권적 운영이 가능하

다. 또한 적용 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CDM의 경우 화력발전이나 HFC-23, N2O 등

의 분야는 현재 실제적으로 프로젝트 운영이 어려운 반면, JCM의 경우는 양국 간의 

협의에 의해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JCM과 같은 양자 크레딧 제도를 통해 발행되는 상쇄 배출권을 국내 거래 시장에

서 거래 가능하도록 인정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활용할 수 있

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도 본 제도는 큰 의미를 지니고, 아울러 해당 

기술의 해외진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교토체제를 탈퇴한 상황에

서 CDM 제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19) 연구에 따르면 사업 등록과 CER 승인 간의 시간 격차나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높은 거래 비용 
때문에 사업 등록 후 배출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허다한데, 2010년 아세안 국가에서 실시
하고 있는 254개의 CDM 사업 중 20%만 CER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이클그라가신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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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경우 CDM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일부 비(非)CO2 물질에 한해서 CDM 체제의 보완적 제도로 양자 크레딧 제도

를 활용하는 등의 변형을 통해 비판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일본 JCM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발행되는 크레딧을 거래하지 않고 프로젝

트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거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그 대신 동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

한 기후변화 분야의 ‘기술지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형태로 

JCM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OECD DAC 국가들의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분야의 원조 금액(20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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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DAC, 2013>

위의 <그림 4>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ODA 규모는 급속히 증

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ODA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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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 12%를 넘어섰으며, 전체 금액 역시 기후변화 완화를 ODA의 핵심(principal)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만 고려해도 2010-2011년 기준으로 약 120억 US$에 가깝

다. 한국도 2007년 이후 기후변화 관련 ODA를 시행하고 있는데 핵심(principal) 목

적과 주요(significant) 목적을 모두 고려할 경우 2007년 약 1,880만 US$를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ODA에 사용하였으며, 2008년에 약 1억 7,800만 US$를 사용하였다. 

그 후 해마다 다소 감소하여 2012년에는 4,280만 US$를 사용하였지만 6년 간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연 평균 약 850억 원 정도를 지원한 셈이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쓰인 금액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

용되었다.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 협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

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후변화 분야의 ODA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 크

레딧 제도를 현재의 일본과 같이 기후변화 관련 ODA와 연계한다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자 크레딧 제도를 단계별로 나누어: 1) 동 제도 

시행 초기에는 참여 기업에게 크레딧 발행 및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같이 

ODA와 연계하여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실시하고; 2)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실시된 후 배출권 공급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양자 크레딧 제도의 

해당 당사국과의 협의 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크레딧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하

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양자 크레딧 제도를 ODA 형식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방식은 기존 CDM 체제 하에서 사업이 중단된 기업들에게 새로운 해외 진출의 기

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기술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 실시한 사업으로 인한 상쇄 배출권의 과잉 공급 문제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비(非)CO2 온실가스 관련 국내 CDM 사업들이 사업 중단의 위기

에 처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자 시작되었다. 사례 분석의 결과 EU ETS의 

2013년 이후 gray CER에 대한 거래제한 등의 국제 제도 변화, 일본과 같은 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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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매국의 교토 체제 불참, 공급량 과잉으로 인한 거래 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 

하락 등이 더 이상 CDM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본 연구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자 크레딧 

제도(JCM) 시행을 제안하였다. 이는 중단 위기에 처한 CDM 사업을 지속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해외 진출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례와 같이 초기에 ODA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 시행시 상쇄 배출권의 공급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을 지닌다. 

또한 JCM은 기존 CDM 프로젝트에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

용으로 인해 참여하기 힘들었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

성되고 기업들이 해당기술에 투자함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여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다만 그간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을 둘러싼 수많은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배출권 

가격은 다양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흐를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자칫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일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

이 향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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