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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P 보고서: 배출권 거래제의 지속적 성장 

 

 2015년에 신규 배출권 거래제 5개 도입: 각국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약정 이행에 착수함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  

베를린, 2016년 2월 23일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에서는 2월 23일에 배포한 2016년 현황 보고서(Status Report 2016)를 통해 

ETS(배출권 거래제)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ETS가 기후 변화 대책에서 차지하는 주요 

역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만 5개의 ETS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배포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배출권 거래 활동을 

검토하여 중요한 동향을 집중 조명하고 향후 탄소 시장의 핵심 진전 상황에 관해 신뢰할 

만한 전망을 제공합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속적이며 야심 찬 글로벌 기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협정에서는 각 

국가에서 약속을 충족하기 위해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원리를 

활용한 기후 변화 대책이 갖는 비용 효율성의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UNFCCC(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참가국의 절반 이상이 규제 준수를 위해 국제 시장을 

활용할 계획이거나 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틀이 갖추어진 지금은 정해진 서약을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기후 조치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2016년 

현재, 17가지 ETS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 40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배출권 거래 상승 

2015년 연초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지난 3년간 9가지 신규 거래제가 실행된 아시아는 

배출권 거래의 새로운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중국이 2017년에 전국적으로 

ETS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단일 탄소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므로 이 

성장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에서 탄소 시장에 관한 관심 재부각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가 계속 정치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와 온타리오 주에서 모두 ETS 시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퀘벡의 서부기후구상(Western Climate Initiative) 탄소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 승인 또한 배출권 거래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기존 거래제의 경우, 계속하여 온실 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하는 상황 및 기후 목표에 대응하고자 구조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지난 10년간의 ETS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10년간 



 

 

안정적으로 시행할 거래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거래제는 

계속하여 배출권 거래의 유연성과 효과를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으며, 현재 차세대 

ETS를 구상 중인 정책 입안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ICAP 현황 보고서 다운로드(인포그래픽 별도 제공): 

https://icapcarbonaction.com/en/status-report-2016   

 

ICAP 소개  

ICAP(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에서는 전 세계의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모여 ETS(배출권 거래제) 설계의 중요한 이슈와 글로벌 탄소 시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2007년 출범 이후 31개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가 ICAP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자세한 정보: www.icapcarbonaction.com   

 

더 많은 ETS 뉴스를 보고 싶으신가요? 분기별 뉴스레터 구독: www.icapcarbonaction.com 

방문 또는 트위터 @ICAPSecretariat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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