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토론회

탄소세 도입! 준비현황과 주요쟁점은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15:00 (국회기후변화포럼 유튜브  생중계)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주관  : 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연구책임의원 임종성

(정회원) 국회의원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주, 김윤덕, 박병석, 박영순, 안호영, 

윤재옥, 이소영, 이수진(지), 이용우, 이형석, 황보승희┃(준회원) 국회의원 김성주, 김승원, 

김  웅,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민홍철, 박 정, 변재일, 서범수, 설  훈, 신현영, 안병길, 양금희,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윤재갑, 이광재, 이만희, 이명수, 이  영, 임이자, 조승래, 홍석준 





진행순서

□ 개회식 (15:00~15:20) * 사회: 이성조 포럼 사무처장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 회 사 : 고용진 국회의원

- 환 영 사 : 양향자 국회의원

 * 주요인사 기념촬영

□ 발표 (15:20~15:40) 

-  탄소세 도입에 관한 국내외 현황과 주요 쟁점 과제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지정토론 (15:40~16:40) / 좌장: 안병옥 호서대학교 교수

- 조용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 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박항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센터장

□ 질의 응답 및 전체토론 (16:40~17:00) 





탄소세 도입에 관한 국내외 현황과

주요 쟁점 과제

정 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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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Ⅰ조용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Ⅰ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Ⅰ김홍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Ⅰ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Ⅰ박항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센터장





21 •••

지정 토론

지정 토론 1
조용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탄소가격체계 강화 기본방향

□ (여건) 탄소국경제도, 탄소중립 추진 등으로 탄소가격제 관심 증가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동참･ESG 투자 확대 등으로 탄

소가격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25개국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주요국은 NDC 목표 상향조정 등 국제사회의 기

후위기 대응 가속화

< 4.22일 기후정상회의 계기 주요국 2030 NDC 상향 수준 >

▪ (미국) ’05년 대비 50~52% 감축 (기존: ’25년까지 ’05년 대비 28%; ’16.9월 제출)

▪ (일본) ’13년 대비 46% 감축 (기존: ’13년 대비 26%; ’20.3월 제출)

▪ (캐나다) ’05년 대비 40~45% 감축 (기존: ’05년 대비 30% 감축; ’17.5월 제출)

▪ (영국) ’35년까지 ’90년 대비 78% 감축 (기존: 30년까지 ’90년 대비 68% 감축; ’20.12월 제출)

□ (탄소가격체계 현황) 우리나라는 그간 ETS(’15년~)를 중심으로 탄소가격체계를 운영･발전시켜 

왔으나, 추가정비 필요성 제기

 (ETS) 배출권 가격이 낮아 감축기제로 작동하기 부족하고, 상향 NDC에 비해 배출허

용 총량이 과다하여 조기개편 필요성 제기

 (세제) ETS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포괄하고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를 위하여 탄소배

출량에 비례한 세제 도입 요구 확대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발표를 계기로 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 중*

   *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진행 중(‘2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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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탄소가격부과 수단별 비교

➊ (배출권거래제 : Emission Trading System)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효율 달성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가장 비용 효과적 방법으로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서 낮은 기업 

이전

   - 유상할당 비중에 따라 실질적인 탄소가격 부담이 달라짐

     * ETS 유상할당 비중 : (1차) 0% → (2차) 3% → (3차) 10% 

➋ (탄소세)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 또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과세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동기를 부여하고, 세수 확보 및 적용의 용이성･보편성(전국민 동일적

용) 등에서 유리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간 비교 ]

구 분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공통점 오염자 부담 원칙 + 공공수익 증대 가능

차이점

ㅇ 감축효과 확실 + 가격 불확실 ㅇ 감축효과 불확실 + 가격 확실

ㅇ (유연성) 상쇄･이월･차입 활용 가능, 

다른 국가와 제도 연계 가능

ㅇ (단순성) 기존 세제 채널 활용으로 

신규 인프라 없이 시행 가능

➌ (에너지세) 사회적 최적 에너지 소비량 달성을 위해 휘발유･경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

해 과세

   - 환경오염 비용, 교통혼잡 비용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율에 반영하는 

구조

   - 화석연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탄소배출 비용이 포함되지만,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과세

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탄소세와 다름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➊ 탄소세 도입방법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름

  - 탄소세율은 각 국가별로 기존 에너지세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국가별 상황 

및 정책목표에 따라 매우 상이

➋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제도와의 조화 필요

  -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를 병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중과세를 일부 또는 전부 배

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 적용을 받는 비중은 17.9% 수준이며, 탄소세 

적용비중은 5.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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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산업･발전･수송･가정 등 부문별 특성 고려 필요

➍ 탄소세 도입 시 조세저항 가능성 염두

   -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호주 탄소세 도입 철회 등 사례 감안 필요

⇨ 민간의 배출저감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인 탄소가격체계 로드맵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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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2
홍현종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 국내 탄소세 도입 시 경제 및 산업계 영향

 (거시경제 영향) 국내에 탄소세 부과 시 GDP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50년까지 세계

교역 증가율이 연평균 0.1~0.6%p 하락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임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9)

  - 또한 국내 탄소세 도입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p 상

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유가 상승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0.5~2.3%p 상승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임

<국내 탄소세 도입 시 거시경제 영향>

거시변수 2021~2050년 연평균 (%p)

GDP 성장률
-0.08

(2℃ 상승으로 억제시)

-0.32

(1.5℃ 상승으로 억제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0.02

(2℃ 상승으로 억제시)

 0.09

(1.5℃ 상승으로 억제시)

 (산업계 영향)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에 등록된 908개 배출처가 부담할 탄

소세액을 추정한 결과, 탄소세율이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10달러일 경우 연간 7.3조

원, 30달러일 경우 21.8조원, 50달러일 경우 36.3조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

로 나타남 (전경련, ‘탄소세 도입 영향 추정’, 2021.4)

  -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임

  -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은 10달러일 경우 10.8%, 30달러일 경우 32.3%, 50달러일 

경우 5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탄소세율이 10달러일 경우 22개, 30달

러일 경우 41개, 50달러일 경우 50개에 이르렀음

  - 업종별 부담 순위는 탄소세율 30달러 기준으로 1) 발전에너지(8.8조원), 2) 철강 (4.1

조원), 3) 석유화학(2.1조원), 4) 시멘트(1.4조원), 5) 정유(1.2조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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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율별 업종별 탄소세 부담금 (단위: 억원)>

업종

(업체 수)

탄소세율

10 US$/tCO2e

탄소세율

30 US$/tCO2e

탄소세율

50 US$/tCO2e

비중

(%)

발전에너지 29,408 88,224 147,040 40.5

철강 13,532 40,595 67,658 18.6

석유화학 6,998 20,994 34,990 9.6

시멘트 4,501 13,504 22,507 6.2

정유 3,977 11,931 19,885 5.5

기타 14,141 42,424 70,707 19.6

합계(901) 72,557 217,672 362,7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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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3
김홍균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현 박사님의 발표문에 많은 동감을 표하면서 관련 주제와 관련하여 저의 생각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탄소세 설계 방향

1) 탄소세의 부담의 최소화

2) 낮은 세율, 넓은 과세범위와 대상

3) 세수의 다양한 활용

  - 에너지 효율 증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환경기술･산업의 육성･지원, 재생에너지의 이

용, 탄소저감사업, 환경개선

  -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의 형태로 설계

4) 세수중립의 유지

  - 증가된 세수를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재원으로 활용

5) 역진성의 보완

  -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환급, 연금 등에의 지출, 저소득층의 지원

6) 이중부담의 배제(배출권거래제, 유류세와의 조화)

2. 배출권거래제와의 조화

1)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역할

2) 배출권거래제가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다소비업체에만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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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및 공공 부문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3) 자가용 부문에 탄소세를 활용

4) 배출권거래 대상업체에 대한 탄소세의 경감이나 환급조치

5) 세율은 배출권의 가격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

3.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조화

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 또는 폐지

  - 에너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석탄, 발전 등에 대해 균형과세 차원에서 과세를 검토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이 불균형

적으로 많은 구조를 탈피(환경개선특별회계의 비중 확대)

2)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필요성의 감소

  -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

  - 별도의 법제정을 통한 별도 세목의 신설

4. 질문

1) 탄소가격이 낮은 부문을 위주로 탄소세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염두에 두는 것인가요? 발전부문을 염두에 둔 과세인가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우선 아닌가요? 석탄발전에 과세할 경우 원전개발을 촉진할 가능이 있는

데,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에만 과세하는 것이 현실성, 타당성이 있는가요?

  - 전력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 수준 v.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적용대상, 

석탄과 이중과세, 원전개발을 촉진할 가능성 논란

2) 경유가격의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서 기존 경유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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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4
권승문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1. 배경 및 동향

1) 국제 동향

□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2026년부터 시행 예정

 유럽 그린딜 발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공식화(2019.12.11.)

 Fit for 55,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감축하는 중기 목표 달성 

위한 정책 수단 제시(2021.7.14.)

 - 탄소중립과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담 공유, EU 역

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 EU는 수입업체가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구

매하되,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면

해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할 계획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2030년 탄소누출을 2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23~2025년까지 3년 동안 과도기를 거쳐 2026년 본격 시행

□ 미국도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제도 도입 논의 구체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21 통상정책의제 및 2020 연례보고서’

에서 탄소국경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2020.3.1.)

 미국 민주당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이 국경탄소조정 법안 

발의(2021.7.19.)

 -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는 방침

 - 법안을 도입할 경우 전체 수입품의 약 12% 정도가 규제받게 되고, 연간 50억~160억 

달러(5.8조~18.4조 원) 규모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전망



29 •••

지정 토론

□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의 성격도 있어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우려 

 - 인도와 러시아 등은 탄소국경세를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강한 반대

 - 하지만 미국이 최근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통상정책을 활용한 

대외적인 압박 현실화

□ 탄소세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음 

 2019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탄소세 배당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서(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가 발표되었음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원장, 전임 경제자문위원장 등 미국 경제

학자 3,589명이 “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수단

이다”라는 성명에 서명함 

 - 성명에는 탄소세의 과세 목적, 장점, 산업적･경제적 효과, 탄소국경세의 도입 등 탄소세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탄소세 재원을 모든 미국인에게 탄

소배당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세(Upstream GHG Tax)를 고려하고 있음

 미국 의회는 2019년 ‘에너지혁신 및 탄소배당 법안(Energy Innovation and Carbon 

Divided Act)’을 발의함

 - 해당 법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서 미국 가계에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본적인 탄소국경세에 대한 개념도 담고 있음

□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주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캐나다 주 정부 등을 추가할 경우 35개)1)

 1990년 핀란드와 폴란드가 가장 먼저 탄소세를 도입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1991년, 

덴마크는 1992년에 도입하는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는 30년 전부터 시행

1) World Bank(2021),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기준으로 2020년 보고서 기준 25개국에서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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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흐름은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전 유럽 국가들

로 확대됨

 유럽 지역 외의 국가로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이 있고, 아시아 국

가 중에서는 2012년에 탄소세를 도입한 일본과 2019년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싱가포르가 있음

 톤당 세율은 스웨덴이 137달러로 가장 높고, 스위스(101 달러), 핀란드(62-73달러), 

노르웨이(4-69달러), 프랑스(52달러) 등의 세율이 높으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이 

1달러 미만으로 가장 낮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

책수단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는 탄소세 도입시 탄소국경조정

을 함께 고려해야 함

2) 국내 동향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촉각

 김선진, 안희정, 이윤정. (2021).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

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제75권 제7호. 한국은행.

 - EU가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 미국이 같은 수준의 탄소국경세를 추진하면 수

출이 0.6%(약 39억달러) 더 위축돼 전체 수출 감소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추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EU 탄소국경세 부과시 0.13%, 미국 부과시 0.15% 감소할 것

으로 추정

 - 다만 EU와 미국이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평균가격(톤당 15달러, 약 18,000

원)을 고려해 탄소국경세를 톤당 35달러 수준으로 감면할 경우 EU와 미국의 탄소국경

세 도입에 따른 수출 감소율은 각 0.3%,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 국내에서도 탄

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향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

 이승만. (2021). EU･미국의 탄소국경제도 동향 및 탄소국경세 부담 추정. NABO 경

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10월호.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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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ETS 및 WCI(캘리포니아)의 배출권 가격과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의 배출권 

가격 차이(2021년 8월 31일 기준 각각 63,027원, 6,431원)를 근거로 산정

 - 배출권 가격차이를 2017~2019년 평균 물량을 기준으로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

속 제조업(알루미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시멘트) 부문에 적용할 경우 EU에 

2,846.7억원, 미국에 338.2억원 등 총 3,184.9억원의 탄소국경세 부담 발생 추정

□ 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며,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를 시행 중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대상 기업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배출권의 과잉 분배와 무상 할당의 문제점, 거래가격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

고 있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혼합형 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귀한 각종 감세 혜택

도 병행하고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탄소세법안을 발

의했음

 제19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기후정의세법안과 탄소세법

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2. 쟁점과 과제

1) 탄소가격 정책 대상과 수준

□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 이행에 필요한 탄소 가격 수준은 2020년까지 최소 

40~80달러/tCO2e, 2030년까지 50~100달러/tCO2e 이상으로 추정됨

 국제연합(UN)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2030년까지 탄소세를 톤당 

75~100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

□ 2019년 기준 세계 전체 CO2 배출량의 85%는 비도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도로 부문의 탄소세 부과율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과된 탄소세의 97%는 온실가스 

배출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반영한 추정치인 CO2 1톤당 30유로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음



••• 32

탄소세 도입! 준비현황과 주요쟁점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만이 비도로 부문의 CO2 1톤당 30유로 이

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석탄 및 천연가스에 대한 탄소 가격 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탄소세율은 최저 기준

인 CO2 1톤당 30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현행 탄소가격 대상과 부담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이 필요함.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부담 수준이 조사대상국 중위 수준과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남. 그렇다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탄소가격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어떻

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 필요

자료: OECD (2019). Taxing Energy Use 2019 : Using Taxes for Climat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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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는 탄소세 설계시 시민과 기업의 저탄소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탄소가격을 높일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더 높은 실효세율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일수록 도로 부문과 비도로 부문 여부와 

관계없이 GDP 대비 탄소 집약적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자료: OECD (2019). Taxing Energy Use 2019 : Using Taxes for Climate Action.

❚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로드맵이 필요함

2) 기존 에너지세제와의 연계 및 신설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됨

 개정취지는 교통 시설, 환경개선,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목적세) 확보임

 -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한 환경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과 교통 SOC 시설 확대, 균형발전 

등 다른 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배

분 조정에 대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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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06년 ’07년∼’13년 ’14년∼’19년 ‘20년∼

교통시설특별회계 100% 80% 80% 73%

환경개선특별회계 - 15% 15% 25%

에너지자원특별회계 - 3% - -

균형발전특별회계 - 2% 2% 2%

<표>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 배분 연혁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조세 규모 중 4번째로 큰 규모로, 재원 중 대부분이 토목 분야나 화석연

료 보조금 등에 사용돼 실제 환경 부분에 사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비판이 계속됨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

고 탄소세 등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변

화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뿐 아니라 

탄소 가격의 부과 체계 개편에 포함된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신설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

행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도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에너지 세제 개편 연구 작업에 착수함

□ 정치권에서도 일부 대선 주자들이 탄소세 도입 공약을 내놓고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의 과세 대상과 세율, 기존 에너지세제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탄소

세의 목적에 따른 세수의 활용, 탄소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

게 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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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5
이동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탄소세를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탄소세가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시장원리를 활용하는 정책으

로 배출원에게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비용효과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따라

서 탄소세의 도입은 경제성(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 수준)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함.

1. 기존 에너지세제도 탄소가격을 반영하고 있어 탄소세 도입 시 이를 잘 반영해야

 발표자료에서도 나왔지만 OECD의 실효탄소가격 보고서에서는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그리고 탄소배출과 비례한 과세체계를 가지는 에너

지세의 세 가지를 설명함. 이는 탄소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지 않더라도 탄소가격

이 반영될 수 있고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할 때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접

근하거나 새로운 세목으로 탄소세(또는 그 유사 명칭)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각각 대안이 될 수 있음.

 기존 에너지세제 및 배출권거래제 구조에서도 이미 탄소가격의 반영은 낮은 수준이 

아님. 발표자료 pp.13-14처럼 우리나라의 2018년 CPS60은 세계 44개 주요국 중 

10위 수준이며, 2015년 대비 증가율은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세율을 더 높일 필요는 

낮은 편임. 또한, 부문별로 CPS60이 낮은 쪽은 가정의 난방유가 있는데 이는 계층별 

세부담효과 때문에 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게다가 탄소에 대한 수요는 가

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율을 더 올리더라도 배출저감 효과는 그리 큰 편

이 아님.

 만약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현행 직접규제, 배출권거래제, 기존 에너지 관련 제세부담

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중부담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탄소세를 부과

하는 국가들의 부과내용을 살펴보면 타 제도에 의해 기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대부분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음.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가 적용되지 않는 수송과 건물부문이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수송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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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CPS60뿐만 아니라 CPS120으로도 93%에 이르고 있어 추가적인 과세가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자료: Ian Parry et al., Carbon Pricing: What Role for Border Carbon Adjustments?, IMF STAFF 

CLIMATE NOTE, 2021/004, 2021.9.)

<표> 국가별 탄소가격 수준 

2. 탄소세 도입 시, 세수재활용은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야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세수의 활용처를 정하는 이슈가 

있음. 학술적으로 가장 많이 제안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됨. 하나는 조세제도

가 가지는 초과부담(사회적 효율성의 상실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탄소세 재원만큼 타 

세목(주로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어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임(환경세의 이중배당

가설). 다른 하나는 탄소배출 저감노력(R&D, 저감시설 구입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환원하는 것임.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지금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까지 고려한 경우라기보

다 연구당시의 사회여건과 제도가 유지되고 있을 때를 감안하여 제안한 것임. 따라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사회 전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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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비용에 일부라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

는 방법이 될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학술적으로 제안되는 대표적인 활용처 중 

후자(탄소저감 노력에 대한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에너지 전환

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안정화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활용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우선순위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해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은 긴 안목을 가지고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EU의 CBAM은 입법안을 바탕으로 볼 때, 초기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상황에 따라서는 경쟁 수출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음. 그렇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 적용 범위와 강도에 대해 완화된 방

식으로 초기 운영방식을 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적용 범위와 

수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등의 비EU 선진국도 유사 제도를 시행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국내 탄소가격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결국에는 탄

소가격 반영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해외제도 대응을 위해 국내 정책을 지나치

게 서둘러 조정하기보다는 국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실리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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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6
박항주 �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센터장

Ⅰ. 발제문에 대한 질의

1. 질의내용

가. 탄소세 도입의 긴급성과 탄소중립의 기여도

☞ (질의) 발제자는 탄소세 도입의 긴급성과 탄소세가 탄소중립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병행에 따른 실제 이중부담 정도

 발제문 20쪽에 ”신규탄소세제 도입을 검토한다면 기존에너지 세제 및 배출권거래제와

의 병행 운용에 대해 이중부담을 배제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함. 

☞ (질의) 이론적으로 이중부담이 발생함. 그렇지만 배출권거래제에서 무상할당이 매우 낮

기 때문에 이중부담은 매우 적다고 보여짐. 현제 시점에서 이중부담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

2. 토론자 의견

 배출권거래제의 사전할당량은 19억 2백만톤이며 유상할당은 사전할당량의 0.63%인 

18.2백만톤임. 무상할당이 99.37%임. 추가로 유상할당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짐. 

- 매우 낮은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함.

할당종류 할당량(톤) 사전할당량 기준 비율

사전할당량 2,902,000,000 100%　

유상할당  18,242,500 0.63%

무상할당   2,883,757,500 99.37%

출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소개의 내용을 재구성 (검색일: 2021.11.25.) https://www.keco.or.kr/kr/

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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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는 684개임. 21년 

유상할당 대상업체는 알 수 없었으나, '19년 유상할당 대상업체 126개였음. 유상할당

대상업체의 비중이 낮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할당비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

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 

 환경부가 공개한 유상할당현황2)

- ’21~’23년의 할당 총량인 17억 6,695만톤 중 전환부문에 7,049만톤(4.0%), 전환외 부

문에 692만톤(0.4%)이 유상으로 할당되었음. 

- ’24~’25년은 할당 총량인 11억 3,410만톤 중 전환외 부문에 456만톤(0.4%)이 유상으로 

할당.

  ※ 참고 환경공단의 유상할당총량과 환경부가 공개한 총량은 일치하지 않음. 

 무상배당비율이 90%이상인 경우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이중부담은 낮다고 주장함.  

- “유상할당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탄소가격의 형성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복이 되나, 무

상할당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럽의 많은 탄소세 시행국가들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조합하여 병행하고 있음. 적정 탄소가격 형성을 위해 발전･산업부문에서 이러한 두 제도

의 중첩부분에 대한 공제여부는 무상할당 배출권거래제는 공제가 불필요할 수 있으나, 국

가별로 배출권거래제의 유무상 할당비율과 정도 및 기업특성(탄소･전기･무역 집중도, 가

격전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3)

 (토론자의견) 이중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탄소세 도입단계에서 이중부담

의 문제가 큰 문제인지는 의문임. 

2) 환경부(202012.24) “보도자료-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완료”

3) 김승래(2021) ‘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학회,“재정정책집” 

제23집 제 3호 2021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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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탄소세 설계

 세계은행이 탄소세 도입을 위한 기이드북(Carbon Tax Guide, 2017)에 따르면 탄소

세를 위해서는 ① 과세표준 결정, ② 세율결정, ③ 탄소세의 부정적효과 예방, ④ 세

수사용결정, ⑤ 감독 및 규정준수 보장 5단계 과정이 요구된다고 밝힘. 

 이 글에서는 탄소세 도입목적, 사회적비용, 과세범위, 세율(수), 역진성, 세수의 사용으

로 나눠 설명 함.  

1. 탄소세4) 도입 목적

 탄소저감 목표 (교정세적 역할)

- 에너지세제의 과세대상별로 탄소배출량에 비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2. 사회적 비용

 한국 환경연구원(KEI)이 기후위기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다음과 같음. 

2020~2100년 

누적피해비용 (조원)

2020~2100년 

년간 평균 피해비용(조원)

현재 에너지사용수준 3,128 39.1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2,008 25.1

2050년 탄소중립 1,667 20.8

채여라, 김용지, 김대수 (2020.7) ‘온실가스 배출경로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비용 분석’,“KEI 포커스”,제8권 제13호

통권 제 67호, 재구성.

-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사회피해비용을 산출

하지 않았음. 경제성장률만 제시함.  

 무어와 디아즈(Frances C. Moore and Delavance B..Diaz, 2015)는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 탄소톤당 220달러라고 주장함. 미국환경청 37달러보다 7배 정

도 높은 비용임. 이를 2017년 한국의 탄소배출량 7.25억 톤에 적용하면 사회적 비용

은 1.595억 달러(173조 원)이며 이는 한국 GDP의 10%에 해당함.5)

4) 현재 운영 중인 탄소세는 국가 단위 25건(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멕시코 등), 국가 내 지역단위(sub-national) 
7건(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이며, ETS는 국가 단위 7건(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국가 내 지역 단위 20건
(일본 도쿄, 미국 캘리포니아 등), 국가간 지역 단위(regional) 1건(EU) 실시되고 있음. 문진영, 이성희, 김은미 

(2021.5.7.) 기후정상회의 주요내용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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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사회적 비용은 미국환경청이 추정한 사회비용 보다는 크지만, 

무어와 디아즈의 추정한 사회비용보다 작음6). 

3. 과세범위

 (1안) 2021년 4월 기준현 에너지세제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중유, LPG, 유연탄 

전기) + 무연탄, 

 (2안) 현 에너지세제 + 발전, 산업, 가정, 상업, 비발전 부문

- 김승래(2021)7)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2안)의 경우(무연탄은 제외)가 “동일세수 대

비 또는 동일 환경목표대비 조세정책의 비용효과성이 대체로 우월하다고 평가를 함. 

4. 세율(세수)

 탄소세 목적과 세수의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현행에너지 세제 및 상대가격 체계의 왜

곡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조정될 수 밖에 없음. 

-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26개국 중 가장 

싼 편이다. 26개국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h당 16.45펜스인데, 한국 요금은 그 절반

인 8.02펜스(약 116원)임.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43펜스(약 107원)로 조사 

대상국(24개) 평균인 8.56펜스임8). 

 (기존에너지세 세수) 2018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15.5조원, 개별소비세 4.1조 

원 등 19.6조 원(부가세 6.4억 원 포함시 총 26.0조 원), 조세감면액은 1.6억 원 수

준임. 

 국가나 지역별로 실시되는 탄소가격제도의 특성에 따라 탄소세의 톤당가격이 큼.  스

웨덴 탄소세는 톤당 133달러, 칠레의 탄소세는 톤당 5달러임. 

 탄소가격에 대한 고위급위원회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톤당 탄소가격이 2030년까지 50~1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5) 이동한(2020),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탄소세 설계’, “코로나19충격과 하눅의 녹색회복정책” 정의정책연
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p126.

6) OECD(2016년)는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함. 2060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1인당 연간 500달러로, 사회 전체로는 200억 달러(약 
23조 8,000억 원)임. 연간 GDP 손실 비율이 0.63%에 해당 됨. 

7) 김승래(2021) ‘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학회, “재정정책집” 
제23집 제 3호 2021년 9월 30일.

8) 한겨레신문 (2021.6.22.) ‘너무 싼’ 전기요금, “탄소중립과 관련 없을까?” (검색일 2021.11.25.)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0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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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분석하였으며, IEA 역시 파리협정을 고려한 이상적인 탄소가격으로 톤당 

75~100달러 범위를 제시한 바 있음.9)

 이동한(2020)10)은 “탄소세 도입 첫 세율은 톤당 50달러(59,000원)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며, 2030년까지의 중기세율은 75~80달러(83,000~95,000원)로 수준”을 제안하

였고, “2017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7억톤을 적용하면 35 조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고 함. 

5. 역진성과 독립성

 김승래(2021)11) 연구에 의하면  탄소세를 부과하면 정도가 미약하지만 불평도를 나타

내는 지니계수는 “탄소세 프레임에서는 2019년 연간기준 대비 0.003∼0.012%, 환경

세 프레임에서는 0.004∼0.013% 정도로 미약하게나 마 증가”한다고 함. 

 (배당) 이동한(2020)12)은 스위스의 환경부담금과 생태배당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여 

탄소세 세수 35조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25조원을 전국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

면 산술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함.  

 (저소득층 지원 등)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해 탄소세를 환급하거나 

사용연료 지원강화, 생계형 사업자유가 보조금, 에너지복지프로그램 강화. 

 기존에너지세 세수로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씀. 따라서 교정세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세수 사용(예시)

 태양광,풍력등 재생가능한에너지의 보급확대 및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건물의 에

너지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 

 지자체 기후적응 체계 등 구축 우선 지출

 농어촌지역의 농기계, 건조기, 선박 등의 전기화기술 개발 및 보급 우선 진행  

9) 문진영, 이성희, 김은미 (2021.5.7.) 기후정상회의 주요내용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8

10) 이동한(2020),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탄소세 설계’, “코로나19충격과 하눅의 녹색회복정책“ 정의정책
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11) 김승래(2021) ‘탄소세 도입방안의 파급효과 및 성과분석-과세대상 범위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학회, “재정정책
집” 제23집 제 3호 2021년 9월 30일.

12) 이동한(2020),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탄소세 설계’, “코로나19충격과 하눅의 녹색회복정책” 정의정책

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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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신규제도 구축에 사용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배당금 지급(스위스) 

Ⅲ. 탄소세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및 관료 등의 혁신

1. 탄소세와 관련된 제도 구축

 파리협정에 밀려, 탄소중립기본법이 늦게 만들어지고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급하게 만

듦. 또한, 정부는 이에 따라 급하게 급하게 관련제도(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등) 등을 만들어 가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으

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2022년 시범운영할 예정임. 

 탄소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구축 방향을 간단하게 제시함. 

가. 기후위기에 의한 사회적 비용산출 및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된 탄소배출량 통계 구축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는 경제성장률만 계산되고, 사회피해비용은 없음. 

- 탄소중립시나리오 작성시 일반균형+에너지모델 대신에 기후위기 통합평가모델 도입하여 

사회비용과 경제성장 등의 관계 설명. 

- 사회피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비용 산출이 필요함. (탄소중립시나리오와 연계)

 정확한 탄소배출계수 도출 및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된 탄소배출량 계산이 필요함. 

나.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성공적인 실행체계 구축

 탄소중립기본법 23조에 규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향후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론과 기술이 개

발되어야 함. 그리고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어야 함.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구정되어 있고, 환경부 고시로 방법론 수

립할 예정임.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규정은 고시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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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기후대응기금, 녹색산업, 녹색금융 분류체계 보완과 공론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재부의 반대로 국가재정법에 조세지출을 포함시키지 못함. 

장기적으로 프랑스처럼 녹색예산으로 확대 필요함. 

 2022년 예산에서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예산지출사업목록이 산업육성에 집중되어 있음. 

그리고 기금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라.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구축이 필요함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세제, 탄소세 등의 세수가 감축됨.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전기

세 인상은 불가피함.   

2. 탄소중립기본법관련 기관 지원 및 체계 구축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46조)

 협동조합 활성화 (52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53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65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68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36조)

3. 관료 등의 혁신

 한국,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함.

- 기업의 이윤과 관료의 철학부재, 정치의 이벤트성화

 (기업)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이중전략에 기반한 이윤창출, 기술혁신과 노사협

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부재, (예: 자동차 저탄소협력금 도입 연기 시킴, 자동차의 전

기화 시점에 대해 노조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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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이명박정부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문재인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제흐름에 떠밀려 진행됨. 

-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상징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선진국 흉내내기, 

- 박근혜정부:  기후위기 대응 부재 (관료의 복지부동)

- 문재인정부:  파리협정 등 국제흐름에 떠밀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시나리오 수립을 정부 

후반부에 진행 (산업부 장관 ‘탄소예산’ 무지)

 (관료) 관료의 복지부동과 철학부재, 관료 스스로가 혁신주체가 아닌 기능적 관리자로

만 자임. (시장주의자가 되어버린 관료들)

- 이명박정부에서 논의된 녹색산업, 녹색금융, 기후변화영향평가, 녹색예산(탄소예산), 녹색

구매, 녹색소비 등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음. 10년이 지났지만 준비된 것이 없음.  

-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과 파리협정 논의되자, 10년 전 같은 정책프로그램 제시. 

 (혁신방향) 기업은 ESG 실질적운영 및 기술혁신투자. 정부는 단순조정자와 관리자에

서 태양광･풍력 산업 투자자 역할, 정치는 지속적인 사회적 의제(기후위기,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합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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