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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 (파리, ‘15)

COP23 (본, ‘17)

COP24 (카도비체, ‘18)

COP25 (마드리드, ‘19)



2자료: Ecofys(2019) 재인용

Mechanisms
(Art 6)

Mitigation
(Art 4)

Transparency
(Art 13)

Technology
(Art 10)



구분 주요 내용

제6.1조
원칙

• NDC 이행에 있어 감축 및 적응 의욕 향상,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건전성 촉진을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 선택 가능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 국가들 간의 자발적 감축협력 활동을 통해 발행된 결과물
(ITMO)을 NCD 달성에 사용하는 상향식 체계

→ 협력적 접근법의 이행에 관한 지침

제6.4조
감축사업 메커니즘

•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운영구조를 갖는 메커니즘

→ 제6.4조 메커니즘 규칙, 방식, 절차

제6.8조
비시장 접근법

• 감축,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간 조정 및 효과적 방법을
통해 NDC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법

→ 비시장 접근법 프레임워크의 작업 프로그램

[파리협정 제6조 구조와 협상 목표]

3자료: 박순철(2019.5), 임서형(2019) 발표자료 재정리



1
다양한 NDC에

적용가능한

시장지침은?

2
ITMO를 국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3
교토메커니즘

/CDM의

전환 여부는?

[COP25 산업계 핵심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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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태 국가수

Type of mitigation target 
in NDC

Absolute emission reduction 83
Relative emission reduction 57
Carbon intensity reduction 9
Peak of carbon emissions 3
Policies and actions 30

Sectoral scope

Energy 181
Agriculture 139
Transport 142
Waste 142
LULUCF 141
Industry 122

Implementation
Period

2020~2030 23
2021~2030 59
2020~2025 5
2021~2025 1

Type of target year
Single year target 147
Multi-year target (budget type) 5
Unspecified target year 29

[NDC의 다양성]

[주요 쟁점]

자료: IGES NDC Database(2019.7.23 기준) 기반 POSRI 작성 5



활용주체

수요/공급

감축방식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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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기사(2019.7.17) 자료: UNFCCC(2019.3.31)

2020년까지
잠재 CER 공급량

약 77억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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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탄소가격제 추진 현황]

자료: WorldBank(2019) 등



[주요 국가의 탄소가격, 2019]

9자료: WorldBank(2019)



[내부 탄소가격 도입 기업 수(신규)]

자료: HBR(2019) 재인용, CDP Data(2017) 기반 10

[내부탄소가격 설정 범위]

2017년 기준 총 1,400여개 기업

*185개사 분석결과



국가간 산업간 산업내

• Top 10 철강생산국 중
7개국 이상에서 탄소
가격제 시행

• 특히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철강산업
의 경우 영향이 매우 큼

• 저탄소, 경량화 소재에
대한 니즈 증가로 경쟁재, 
대체재와의 경쟁 심화

• 탄소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공정이 원가부담
측면에서 유리

[예시 – 글로벌 철강산업]

Steel 2.0~2.5

Aluminum 11.2~12.6

Magnesium 18~45

Average GHG emissions 
(kg CO2e/kg of material)

자료: World Auto Steel

Scrap
Minimill

Conventional 
Integrated mill

자료: OECD Steel Committee

0.4~0.7
(CO2 t/t)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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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0

40

Total carbon costs

Gross direct and indirect carbon cost 

Compensation for carbon costs

Net total carbon costs

자료: POSRI 재작성, Ecofys(2015) 12



[신기후체제下 산업계 활용 정책과제]

국내 탄소시장의
강건성 확보

주력 산업의
고효율 저탄소화

민-관 협력 기반
한국형 메커니즘 구축

Post-
2020
신

기후
체제

우리나라 입장 정리 시 고려사항

- 중단기적 목표 이행과 장기적 감축의
통합적이며 균형잡힌 접근

- 국제 & 국내 탄소시장 간의 관계 정립
- 온실가스 감축주체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 국제사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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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주력 산업: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IT,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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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일정 규모 이상 저탄소 혁신기술 실증 사업

대상기업 · 실증사업 참여기업 (배출권거래제 참여/미참여 기업)

탄소크레딧
산정방식

· 저탄소 혁신기술/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 산정기준 마련 (CDM 방법론 등 기반, 투자비율 등 고려)
· 인정률에 따른 탄소크레딧 산정
- 감축실적의 불확실성 및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권 수량 등 고려

탄소크레딧
활용방안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은 목표 준수에 사용
- 제출한도(예: 상쇄배출권 10% 내 포함), 인정기간 등 기준 마련

·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기업은 상쇄배출권(offset) 형태로 인정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대한 탄소크레딧 사전인정 방안(案)]

*The Management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ct (Bill No.95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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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유동성
확보

· 장내 파생상품 도입
· 제3자 참여 허용
· 글로벌 탄소시장 연계

(*한-중 탄소시장 연계 등)

배출권가격
예측성 제고

· 배출권가격 상/하한제 도입
· 시장안정화(MSR) 기준 마련
· 투명한 정보 공개

상쇄배출권
인정

· CDM 전환크레딧 인정
(*자국제도로서 협상불확실성 완화 必)

· RPS제도/REC시장 연계 가능성

자료: 온실가스정보종합센터(2018), 김태선(2019) 등 종합 정리

[배출권 거래현황(‘15~’18)] [주요 개선 이슈]



[1] 한국형 메커니즘의 활용 목적에 대한 합의

[3]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

[2] 정부투자 vs. 국부유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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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WRI, We Mean Business (2018.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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