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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배출권거래제, “모든모든 글로벌글로벌 수익수익 창구를창구를 오픈하라오픈하라”
캐스퍼캐스퍼 월릿월릿 대표대표(네덜란드네덜란드 배출권거래배출권거래 컨설팅기업컨설팅기업 메이크로프트메이크로프트)

2011년 01월 26일 (수) 14:07:07 이호영 기자  eesoar@ekn.kr

“글로벌글로벌 수익원간수익원간 믹스믹스, 내부내부 전문종사자간전문종사자간 협력협력”

 거래제거래제 대응대응 기업기업 전략전략

“배출권거래제에 직면한 한국 기업은 톱다운 방식
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EO 등 임원진은 글
로벌 흐름을 주시하며 중간 관리자 등 종사자들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배출권거래 컨설팅기업 메이크로프트
(Maycroft) 캐스퍼 월릿(Kasper Walet) 대표가 제도
도입 후 시작하면 이미 늦은 출발이라며 한국의 일
선 기업에 전한 말이다.

캐스퍼는 “당분간 ‘지켜보자(Wait and See)’는 입장
도 있을 수 있다”며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취
합하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일종
의 좋은 전략”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수익과의 연결 고리를 찾
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를 놓고 은행과의 거래도 금융상품 구매에서 비교적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캐스퍼는 “EU ETS 초반부터 은행들은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쉘(Shell)과 같은 정유회사와 함께 도이치
뱅크, BNP파리바(BNP Paribas SA) 등 주요 은행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도이치뱅크 등 IB들은 사모펀드 조성이나 탄소펀드 매입 등으로 다양하게 탄소 시장에
진출해왔다.

배출권거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당사자간 직접 거래와 브로커를 통한 거래, 그리고 거래소 거래다.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이 중요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6년까지 215달러에 불과하던 배출권거래 시장규모는 2007년 640억달러에서 지난
해 이미 1500억달러로 확대됐다.

현재 세계 탄소배출권거래소(Climate Exchangeㆍ기후거래소)는 EU내 7개 거래소 등 10여개가 운영 중으
로, 회원사 1500개 점유율 약 87%로 1위인 영국의 유럽기후거래소(ECX), 프랑스의 블루넥스트
(BlueNext), 노르웨이의 노르드 풀(Nord Pool),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EX), 이탈리아 GME, 오스트리
아 EXAA, 미국의 시카고기후거래소(CCX), 중국 상해환경거래소, 호주 기후거래소(ACX) 등이다.

특히 블루넥스트는 배출권 현물 거래의 90% 이상이 일어나며 이 곳 가격은 세계 CDM 크레딧(CER)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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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이 된다.

현재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는 EU-ETS의 할당배출권(EUA)과 CER 각종 크레딧이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 거래로 활발히 운용 중이다.

이제 막 배출권거래소 설립 추진 등 거래제 대비로 분주한 한국에 대해 캐스퍼는 “27개국의 EU와 단일
국가 한국이 처한 상황은 확연히 다르고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며 “거래제 도입을 반드시 규제로만 보
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게는 그린 경영으로 ‘그린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수익 창출의 기회인 셈”이라
고 덧붙였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각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수익 구조에서 전략 키워드는 바로 ‘콤비네이션(조합)’입니
다”

다국적 기업이냐 국내 기업이냐에 따라 기업 수익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캐스퍼가 던진 기업 전략의 기본
은 ‘섞기’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거래제가 기업에 규제보다 수익원이 되려면 특히 글로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각 기업은 개별 상황에서 CDM 등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가능할지 어떤 종류의 수익 기회가 있
는지 모든 수익 창구를 열어놔야 한다. 에너지효율 등 각 사업을 수익 관점에서 조망해보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것저것 수익원간 혼합하되 비용과 편익 계산이 핵심이다.

그가 또 강조한 것은 기업 내부에 거래제 대응팀을 구성하고 사안별로 대처하는 조직의 유연함이다.

캐스퍼는 특히 탄소관리전략에서 기업이 변화해야 할 부분이면서 동시에 갖출 일면으로 사안별 구성원
의 신속한 이합집산을 꼽았다.

그는 “거래제에서는 기업 CFO와 기술자 등이 함께 일해야 한다”며 “금융 위험을 아는 재무책임자와 거
래제 관련 기술자의 정보 공유 등 구성원간 긴밀한 연계가 중요해진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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