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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 ㆍ제도  틀을 마련하 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한 법률｣ 35조에는 

소기업을 우선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소기업은 국가의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달성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 부담 등이 기업 활동에 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외 소기업 지원제도 황조사 결과 선진 국가들은 규제보다는 

융  보조  지원으로 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단기 컨설 지

원, 자  설비 도입지원 등과 같은 단발성 지원정책이 부분으로 소기업의 자생  역량을 배

양하기 한 장기  정책과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리제 상 소기업은 2013년 기  83개 업체로 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지

(20.5%), 시멘트(15.7%), 석유화학(13.3%), 폐기물(10.8%) 순이다. 원단  분석결과 소기업의 

에 지 의존도가 높으며, 기업에 비해 에 지비 이 높은 소기업이 선제 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 으로 심각한 경 상의 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상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행지원제도에 해 72%가 보통  불만, 매우불만을 표시하 고 

그 이유로는 일회성, 단편  지원 46%, 부처 간 복  지원 46%를 차지하 다. 정부지원  재

정지원 필요사항으로 설비, 장비교체 자 지원 43%, 계측기 설치자  지원 25%를 차지하고, 기

술  지원으로는 목표 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제도 응지원 40%, 에 지효율진단, 컨설  

지원 35%를 차지하 다. 정부 지원 사업에 67%가 참여한 이 없다고 응답하 고 이는 복잡한 

행정 차  담보설정능력 부족, 산부족, 정보부족 등이 그 이유 다. 
 정부는 소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응을 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확 , 유사 복

사업 개선방안 마련, 소기업 자발  감축 확  제도화 운  등의 기반구축과, 정 에 지 컨설

 확 , 소기업 문 인력 교육 로그램 신설  운 에 따른 역량강화 정책, 소 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한 재정지원  소기업의 소통을 한 상설 의체 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배출권거래제도, 소기업, 소기업 지원제도, 소기업 지원정책, 온실가스 목표 리제 

  *본 논문은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특성화 학원’ 지원 연구결과를 수정 보안한 내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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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기업 지원 정책방안

Ⅰ. 연구배경 

2009년 11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  (BAU, Business As Usual 비 15~30% 감축)  최고수 의 감

축목표가 확정되었다(2020년 온실가스배출 망치(BAU) 비 30% 감축목표 확정). 

국제  차원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에 한 공동 응 체계 확산으로 2020년부터 선

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

라1),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 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향후 온실가

스 의무 감축 국가 편입이 상된다. 

정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 ㆍ제도  틀을 마련하 다.2) 재 목표 리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확정  이를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한 법률｣시행령이 2012년 11월 15일 제정되었다. 법률 35조( 융상ㆍ

세제상의 지원 등)에 의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

소를 방지하고 활성화하기 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련기술을 개

발하는 사업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하여 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는 

보조 의 지 을 지원하도록 하고 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 다. 

소기업은 국가의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달성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나, 추가비용 부담 등이 기업 활동에 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리업체 총 573개  소기업은 95개로 17%차지, 2014년에는 소기업이 산업ㆍ

발 분야 리업체 수의 약 32%,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수 3)으로 국가목표 

 1) 제17차 UN 기후변화 약 당사국 총회 결과.
 2) 월간 기,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한 법률제정”, 2012.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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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기 해서는 배출량 측정, 검증, 보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

용과 거래참여에 소요되는 거래소 수수료 등 다양한 거래비용 부담4)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거래비용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소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정책 인 지원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한다. 

<표 1> 배출권거래에 참여하기 한 소요비용5)

국가 보고된 내용

독일 사업장 당 €12,500~€20,000(한화 약 2,300만원~3,700만원)

네덜란드

1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업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서 €1,700~€3,800(약310만

원~700만원)이 소요되고 1년에 거쳐서 반복하여 거래를 할 경우 역시 작업의 복

잡한 정도에 따라서 €8,700~€21,500(약1,600만원~3,960만원)

덴마크
행정비용, 모니터링비용, 검증 비용 등의 비용의 총 비용은 €4,300~€7,000(약
800만원~1,300만원)로 이는 연소시설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스웨덴
PhaseⅠ에는 한화로 약 380만원~920만원, PhaseⅡ에서는 한화로 약 250만원~480
만원이 소요

국 총 행정비용은 €3,675~€4,415/연(약670~810만원)

Ⅱ.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에 의무 으로 참여하는 소기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며, 연구 범 는 국내ㆍ외 온실가스 의무감축 참여 소기업 지원제도 

황조사, 국내 배출권거래제 참여 소기업의 응 황 실태조사, 제도 시행에 따른 

소기업 지원방안 도출이다. 

2013년 목표 리제 상 619업체 정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명

세서 배출량 통계자료를 통하여 획득하 으며,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분석보고

서를 통해 최종 으로 소기업 83개를 추출하 다. 이들 소기업의 배출권거래

제 응 황 악을 해 설문 조사지를 구성하 다. 설문 조사지는 총 21개의 문

항, 5개의 범주 소기업 황, 외부 의사소통, 지원제도 황, 배출권거래제 응

 3) 홍운선,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소기업에 미치는 향에 한연구』, 소기업연구원, 
2010.12, 28면.

 4) EC Survey among Member states.2005.
 5) EC Survey among Member state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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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황으로 구성하 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4년 1월1일 부터 2014년 3월1일까지 2달 동안 진행하 으며, 조사

방법은 1차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83개의 소기업  장방문

을 허락한 6개의 업체는 2차로 장방문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총 49개의 설문지

를 회수하 다. 

Ⅲ. 국내ㆍ외 중소기업 지원현황

1. 국내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2008년 8월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발 을 한 핵심 패러다임으로 선정하 고, 

그에 따른 장기 녹색성장 마스터 랜인 ‘녹색성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을 

수립 (2009.07월)하 다.6)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 , 2050년까지 세계 5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비 을 가지고, 기후변화 응  에 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상 강화라는 3  략7)과 그에 따른 10  정책방향이 

결정되었다. 2009.11월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 망치(BAU) 비 30%를 감축”하

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 다.8)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1월 제

정, 04월 시행)을 통해 경제, 환경의 조화, 균형성장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녹색성

장을 통해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 지를 극

화하고, 이에 한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생활 실천  녹색산업 소비기반을 

마련하며 녹색교통 등을 활성화 시키면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 다. 2011년 7월

에는 6 (산업, 수송, 건물, 농림 어업, 폐기물, 공공 기타)의 분류를 통해 21.6%

를 감축하고, 나머지부분은 환 부문에서 감축하여 총 30%의 감축을 목표로 하

다. 

 6) 홍인기, “기후변화 응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세정책 배제로 인한 정책 거버 스의 약화

에 한 고찰”, 『조세연구』, 통권 제16권, 2011.4, 446면.
 7) 이유진, “정부의 기후변화 응 정책 분석”, 녹색연합, 2010.4.
 8) 의찬, “온실가스 감축에 국가ㆍ기업ㆍ시민 동참해야 한다”, 교수신문,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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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국가 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표 2> 각 부문별 감축목표 확정안 (%) 

(1)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제

정부는 국가 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하여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ㆍ에 지 목표

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 지 사용량  효율 목표를 기업과 정부가 의ㆍ설

정하고 인센티 , 패 티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는 제도로써, 규모 

배출원에 온실가스 감축ㆍ에 지 약 목표를 설정하고 리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리하고 있다.9)

구분

~2011.12.31 2012.1.1.~ 2014.1.1~

업체기
사업장

기
업체기

사업장

기
업체기

사업장

기

온실가스배출량

(CO2 ton)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 지 소비량 500 100 350 90 200 80

<표 3> 목표 리제 상 선정기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10년1월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 46조를 통해, 최 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한 법

률” 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상으로 총량단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정책을 마련하 다. 배출권이란 특정기간 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10)을 말한다. 배출권거래제 운  로세스는 참여

자로 지정된 업체와 배출권을 교부하고 인증하는 주무 청, 그리고 배출량을 할당

하는 할당 원회와 등록부를 리할 수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가 있다. 

 9) 한국농 경제연구원, 『기후변화 응을 한 농림수산식품산업 략수립연구』, 
2011.11, 91면.

10) 서흥원, 기후변화 망  응 략. 환경부. 2013.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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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온실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

화황 등 6종11)이며, 참여 상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리업체  온실가스 배

출량이 연 12만5천tCO2이상인 기업 는 연 2만5천tCO2이상인 사업장, 이외에 자

발 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다. 할당방식은 생산비용발생도  무역집약도, 할

당 상 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할당 (1차: 100% 무상할당, 2차: 97% 무상할

당, 3차 이후: 90%이하 무상할당) 정이다.

 

<표 4> 목표 리제  배출권거래제 비교12)

구분 목표 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경로
국가 목표(‘20년 BAU 비 30%↓)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배출권 할당량) 설정

MRV 목표 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활용

작동방식
직 규제

(Command and Control)
시장 매커니즘 는 가격기능

이행경계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목표달성수단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감축 는 구매, 차입상쇄

과감축시 인센티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매 는 이월가능

제재수 최  1천만원 과태료(정액)
과 배출량 비례 과징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 이내)

(3) 소기업 온실가스 지원정책

목표 리제 상 소기업 지원정책으로는 에 지 리공단에서 주 하고 있는 

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ECO-Best 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주 하고 있

는 녹색물류 환사업이 있다. 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에

지 목표 리 상 소기업을 상으로 온실가스  에 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

술의 보  확산을 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비율

은 해당시설 투자비의 50% 이내로, 신청업체별 2억원 이내, 지원범 는 해당시설

(부 설비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 비에 한한다. 

ECO-Best 사업은 목표 리제도에 한 사업장 CEO의 인식 제고  참여를 유도

하며, 온실가스감축  에 지효율향상 컨설  실시로 목표 응  감축수단 제시, 

사업장 담당자 1:1 교육으로 역량 강화, 소 기업형 지속가능에 지보고서 제작, 

사업장 우수사례 발굴  ,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한 응체계 수립 지원한

11) 박규 , “기후변화 그리고 낙농업”, 국립축산과학원, 3면.
12) 녹색성장 원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 2012. 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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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년 1차에는 ‘11년 목표 리제 상  희망하는 11개 소기업(제지ㆍ목재,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분야), 13년에는 15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녹색물류 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 기업의 자발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물류에

지 목표 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으로 하는 지정사업,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

색물류 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한 민간제안사업, 녹색물류 기

술ㆍ장비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는 해당 기술ㆍ장비를 도입하기  효과

를 검증하기 한 효과 검증사업으로 구분 된다.13)

국내 소기업 지원정책에 한 종류와 개수는 많은데 각 부처 별로 복되는 

사업이 많아 실질 인 지원은 은 것이 문제 으로 단된다. 따라서 하나의 통

합된 실 이고 효율성 높은 지원제도가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소기업은 재

정, 인력, 정보 등 많은 부분에서 기업에 비해 부족함에 따라 2015년 배출권거래

제도 시행에 비하여 세제지원이나 융자지원 제도에 보다 소기업이 극 인 

자세를 가기지 해 보조 지원 등 실질 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한 우리나라

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은 아니지만, 정부는 국가 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하여 극 이고 장기 인 계획하여 일을 수

행하기 해 소기업 1:1 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지속 인 교육과 업무 보조

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외 지원제도 현황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를 상으로 제도 설계 과정 는 

운용 과정에서 기업의 감축이행여건을 고려한 사례를 으로 살펴보았다. 

EU-ETS 3기(2013~2020)의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2005년 비 21%감축이며, 

용 상이 기존 9개 부문(발 ,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등)에서 석유화학, 알루미

늄, 암모니아 제조부문 등까지 확 되었다.14) 경매의 비 이 4%에 불과했던 

EU-ETS 2기와 비교하여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 이 축소되고 경매를 통한 유상할

당 비 이 진 으로 확 되었다.15) (단, 동유럽 8개국의 경우 2019년까지 한시

으로 무상할당 가능)

13)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제도 가이드북』, 2014.4.
14) 김 석,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향분석: EU-ETS를 심으로』, 에 지경

제연구원, 2011.02, 61면.
15) ㈜한국기후변화 응 략연구소,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목표 리업체 기업경  부

담요인”해결방안 연구』, 2013.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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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ETS 3기

EU-ETS가 용되는 산업부문은 발 , 정유, 철강, 시멘트, 유리, 석회, 벽돌, 세

라믹, 제지 등 9개 업종이 있으며, EU-ETS 3기에서는 비회원국 비 경쟁력 하

에 한 우려로 1,2기에서 제외되었던 석유화학제품  암모니아, 알루미늄 제조 

등 포함하 다. EU-ETS는 업체 는 사업장이 아닌 배출시설(installation)단 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개정된 EU-ETS지침(Directive 2009/29/EC)부록 1은 

EU-ETS 용 상으로 사업 활동별로 특정 규모 이상의 생산설비(unit)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동일한 부지 내에서 2개 이상의 생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설비의 용량 값을 합산하여 기  용량 과여부를 평가한다. 

EU-ETS는 시행 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해 일부 업종의 경우 유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유럽집행부가 2001년 작성한 EU-ETS 지침에 한 제언에 따르면 

화학업종의 경우 상 으로 소규모시설이 많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참여시 행정

비용 부담의 우려가 있어 일시 으로 용을 보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 세부내용16) 기간

신청

- 격성 심사  일차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해 필요한 

활동데이터 제출

- EU회원국, 시설이 산정한 감축목표의 성 검토

5월23일~7월18일

국

가

승

인

서류

검토

- 기존 EU-ETS참여 시설 : 기존 배출권에 한 정보 업데

이트 신청 필요

- 신규진입시설 : 규제당국에 허가 신청 필요

2012년 7월 ~8월

EC에 

신청
- 각국 정부, 유럽집행부에 신청서 제출

2012년 7월 

하반기

EC 승인
- 유럽집행부는 해당되는 상 시설명단 확정

- 이후 상 시설에 공지
2012년 8월

Opt-out 용

- 규제당국은 외 상시설에 ‘excluded installation 
emission permit’ 발행 후 Opt-out제도 시행

- 이후 외 상 시설은 EU-ETS 규제로부터 제외

2013년 1월 1일

<표 5> EU-ETS 3기 Opt-out 제도 운 차  운 기간 

EU-ETS 3기에서는 무상할당 축소와 행정비용 상승으로 소규모시설의 부담이 과

도하다는 의견이 반 되어 소규모시설을 상으로 용 상에서 선택  불참

(Opt-out)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택  불참이 가능한 시설은 2008~2010년 

16)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The UK Small Emitter and Hospital 
Opt-out Scheme,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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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U-ETS 상시설 Opt-out 상업체

용 상
EU-ETS 지침 부록1에 명시되어 있

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시설

2008~2010년 연간 배출량이 25,000톤 미

만이거나 시설 연소시설 용량이 35MW 
미만인 경우

감축목표 EU 규정에 따라 설정

주무 청과의 목표 상 차 없음. 가이

드라인을 수하여 자체 으로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감축의무
배출권 반납 의무

배출권 반납의무 면제

자체 으로 설정한 감축목표 과시 패

티 부과

시설 

신증설  

축소

시설 용량 증설시 무상할당량 증가

용량축소 는 시설일부/ 체 폐쇄

시 무상할당량 축소

시설용량 증설시 감축목표 확

용량축소시 감축목표는 그 로 동일하게 

유지. 단, 주무 청에 보고 필수

모니터링 

 보고
MRR의거 연간 배출량 보고 의무 모니터링 보고 차 간소화

검증 3자 검증 의무 3자 검증 의무면제

동안 연간 배출량이 25,000톤 미만이거나 시설 내 연소설비의 용량이 35MW미만

인 고정연소이다. 국 에 지ㆍ기후변화부 (DECC,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는 산업계와의 의를 거쳐 소규모시설  병원을 EU-ETS에서 제

외하는 방안  효과 등을 주로 논의하여 2013년부터 병원 등 약 250개의 소

규모시설을 상으로 선택  불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 다.

Opt-out을 신청한 시설은 배출권 반납의무는 없으나, 시설별로 연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 이때 주무 청과의 목표 상 차가 없으며 해

당시설에서 자체 으로 두 가지 감축목표 산정 방법  택일하여 감축목표를 설정

할 수 있다. Opt-out 상시설은 이러한 감축목표를 수해야하며, 감축목표 과 

시 범칙 이 부과되는 반면, 감축목표를 과 달성한 경우에는 과 달성된 배출

량이 차기년도로 이월된다. Opt-out 상시설은 EU의 모니터링  보고규정(MRR, 

Monitoring, Reporting, and Regulation)에 의거 배출자료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의

무가 있으나, 간소화된 모니터링 차가 용되며 3자 검증이 아닌 내부감사가 이

루어진다.

<표 6> EU-ETS  Opt-out 주요 특징 비교17)

MRR규정 19조는 배출량 산정에 용되는 최소산정등 (Tier)값을 제시하기 

17)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The UK Small Emitter and Hospital 
Opt-out Scheme, 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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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배출시설을 총 3개 범주(범주 A,B,C)로 구분하고 있다. MRR규정 47조는 연간 

배출량이 25,000톤 미만인 시설(바이오매스로 인한 배출량 제외)을 소량배출시설

(installations with low emissions)로 구분하고, 소량배출시설의 경우 MRV의 유연한 

용이 허용되어, 간소화된 모니터링 계획과 활동자료에 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Tier1 용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니터링 계획 승인 시 제출해야하는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검증 시 발견된 개선 응활동에 해 면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량배출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연간 배출량이 25,000톤을 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소화된 MRV를 용할 수 없으며, 모니터링 보고서를 수정하

여 주무 청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U-ETS에서는 소규모배출설비의 경우, 배출량 다배출 시설보다 상 으로 덜 

엄격하게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 여기에 비용효과 인 모니터링 

방법이 고려되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나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해당사항18)

범주 A
거래기간 동안, 재 배출량보다 검증된 평균 연간 배출량이 많을 경우 바이오매스

에서 배출된 CO2를 제외하고 이 된 CO2를 공제하기  배출량이 50,000톤 이하

인 시설인 경우

범주 B
거래기간동안, 재 배출량보다 검증된 평균 연간 배출량이 많을 경우 바이오매스

에서 배출된 CO2를 제외하고 이 된 CO2를 공제하기  배출량이 50,000톤 이상 

는 500,000톤 이하인 시설인 경우

범주 C
거래기간동안, 재 배출량보다 검증된 평균 연간 배출량이 많을 경우 바이오매스

에서 배출된 CO2를 제외하고 이 된 CO2를 공제하기  배출량이 500,000톤 이

상인 시설인 경우

<표 7> EU-ETS 시설의 범주 

시설규모 뿐만 아니라 시설 내 세부 배출원을 구분하여 소규모 는 극소규모 

배출원에는 완화된 Tier 용을 허용하고 있다. 단, 기술 인 실 가능성이 낮거나 

비합리 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단되는 경우 범주 C 시설은 규정된 용 Tier수

보다 한 단계 낮은 Tier를 용할 수 있으며, 범주 A, B 시설의 경우 두 단계 

낮은 Tier를 용할 수 있다. 한 단계 는 두 단계 낮은 수 의 Tier를 용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 히 경제  실  가능성이 낮거나 비합리 인 비용이 발생한다

고 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 운 자가 향후 3년 내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이

18) MRR 규정 1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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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한해 최고 용수 인 Tier1을 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표 8> EU-ETS 시설 내 배출원별 최소 Tier 용 수 19)

배출규모
시설범주

범주 A 범주 B 범주 C

규모

배출원

-
부록5에 명시된 

Tier 용
최  Tier 최  Tier

규모 배출원이나 기술 인 

실 가능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경우

2단계 낮은 

Tier 용

(최소 Tier1)

2단계 낮은 Tier 
용

(최소 Tier1)

1단계 낮은 Tier 
용

(최소 Tier1)
규모 배출원이나 기술 인 

실 가능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 경우

(개선계획 제시, 최  3년 용가능)

최소 Tier1 최소 Tier1 최소 Tier1

소규모 배출원
기술 으로 실 가능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  Tier 용(최소 Tier1)
극소규모 배출원 Tier의 용 없이 보수 인 추정(estimation) 가능

이상과 같이 EU-ETS는 1기, 2기를 거쳐 3기에서는 보다 엄격한 배출규제를 시

행한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 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국내 중소기업 실태조사

1.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2013년 목표 리제 상 소기업 83개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537,430 tCO2

이다. 목표 리제 상 소기업 83개 에 가장 많은 업종은 제지(17개), 시멘트

(13개), 석유화학(11개), 폐기물(9개) 순으로 나타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멘트

(26.7%), 폐기물(21.0%), 제지(15.5%)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EC, MRR Guidance document No.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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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개수
온실가스배출량

(tCO₂eq)
에 지사용량

(TJ)
개수 비율

(%)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건물 1 25,260 517 1.2 0.4
업 1 205,677 989 1.2 3.1

기계 3 69,851 1,379 3.6 1.1
목재 2 76,571 1,983 2.4 1.2

반도체, 디스 이, 
기 자

2 156,246 3,024 2.4 2.4

발 에 지 3 343,934 4,745 3.6 5.3
비철 속 2 88,749 1,491 2.4 1.4
석유화학 11 549,682 10,130 13.3 8.4
섬유 2 44,585 459 2.4 0.7
수도사업 2 157,926 3,240 2.4 2.4
시멘트 13 1,743,301 8,614 15.7 26.7
요업 6 202,347 3,496 7.2 3.1
음식료품 1 24,552 438 1.2 0.4
자동차 2 61,175 1,133 2.4 0.9
제지 17 1,012,059 15,584 20.5 15.5
철강 5 387,743 6,571 6.0 5.9
통신 1 15,773 324 1.2 0.2
폐기물 9 1,371,999 4,169 10.8 21.0
합계 83 6,537,430 68,286 100.0 100.0

<표 9> 업종 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 지 사용량

원단  분석결과 소기업의 에 지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에 

비해 에 지비 이 높은 소기업이 선제 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 으로 

심각한 경 사의 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시멘트와 지정 외 폐기

물 처리, 발 에 지 업종에서는 기업과 소기업 모두 원단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부의 국가 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0년 BAU 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하여 이에 한 책 마련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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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  

(Tco2/백만원)
에 지사용량 원단

(KJ/백만원)
소기업 기업 소기업 기업

건물 1.05 0.03 21.56 0.62
업 4.44 0.35 21.34 7.05

기계 1.94 0.04 12.79 0.81
목재 0.77 0.38 9.92 12.13
반도체, 디스 이, 

기 자
1.23 0.07 11.91 1.00

발 에 지 10.95 1.66 50.36 21.46
비철 속 0.48 0.27 4.04 4.06
석유화학 3.84 0.33 7.86 5.90
섬유 2.07 0.25 10.66 4.61
수도사업 2.68 0.17 27.53 3.58
시멘트 68.96 10.35 26.21 55.05
요업 5.95 0.45 17.13 5.63
음식료품 0.51 0.07 9.09 1.42
자동차 0.47 0.03 4.38 0.53
제지 14.26 0.70 12.91 13.00
철강 2.62 1.39 8.88 17.40
통신 1.21 0.08 24.92 1.57
폐기물 64.50 7.22 21.78 12.52

<표 10> 기업과 소기업의 업종별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 지 사용량

2. 지원정책 만족도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능력 현황조사

(1) 온실가스에 한 소기업 황

온실가스에 한 CEO의 심도는 약 8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온실

가스 감을 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28.6% 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

의 심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 심도는 높으나 실질 인 투자 혹은 감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자(설비 등) 

운 비용 조달의 어려움 25.4%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담당, 문 인력 확보

의 어려움 21.1% 로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한 공정 개선 방안으로는 생산 공정 개선 42% 로 가장 높았

고, 온실가스 배출설비나 장비 교체 36.2% , 친환경 에 지원으로 교체 17.4% , 

건물단열 강화로 에 지 효율성 개선 4.3% 순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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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낮음
6.1%

낮음
14.3%

보통
30.6%

높음
30.6%

매우높음
18.4%

CEO의관심도

있다
28.6%

없다
71.4%

온실가스감축을위한투자

[그림1] CEO의 심도 [그림2] 온실가스 감축을 한 투자계획 

한 사내 규정 응 활동으로는 심기간 소등, 개인 열기 사용 지, 실내 정온

도 유지 등 형태 개선 활동 강화 6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외부 의사소통

목표 리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 외부 의사소통기 은 주로 컨설 업

체 48% 와 환경공단/에 지공단 40% 순으로 나타났다. 한, 주된 소통내용으로는 

명세서 내용작성 42.3% , 이행계획서 세부내용 작성 34.6% 으로 나타났다. 

4.3

17.4

36.2
42.0

0.0
10.0
20.0
30.0
40.0
50.0

건물단열

강화로

에너지

효율성개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교체

온실가스

배출설비나

장비교체

생산공정

개선

공정개선방안

18.4

21.1

25.4

13.2

13.2

7.0

1.8

0.0 5.0 10.0 15.0 20.0 25.0 30.0

관련전문정보 수집의 어려움

담당,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투자(설비등) 운영비용 조달의 어려움

기술력확보의 어려움

투자자금회수의 어려움

최고경영자의 관심, 인식 부족

기타

배출저감활동의애로사항

[그림3] 공정개선 방안 [그림4] 배출 감 활동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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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

체
48.0%

환경공단

, 에너지

공단
40.0%

정부출연

연구기관
0.0%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
10.0%

외부소통기관

19.2

42.3

34.6

3.8

0.0 10.0 20.0 30.0 40.0 50.0

감축목표조정

명세서내용작성

이행계획서 세부내용 작성

기타

소통내용

[그림5] 외부소통기 [그림6] 주요 소통내용

(3) 지원제도 황

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63.3%가 없

음으로 나타났다. 한, 이러한 정부나 공공기 의 행지원제도에 한 기업의 만

족도(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는 19.2% 가 만족 는 매우 만족이었고, 32%가 

불만 는 매우 불만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 만족도 설문조사 시, 매우 불만 혹은 

불만인 기업은 주로 일회성/단편 으로 지원 50% 을 하는 과 부처 간 복 으

로 지원 35.7% 을 이유로 제시하 다.

매우불만
4.3%

불만
27.7%

보통
48.9%

매우만족
6.4%

지원제도만족도

50.0

0.0
7.1 7.1

35.7

0.0
10.0
20.0
30.0
40.0
50.0
60.0

일회성, 

단편적으로

지원

추가적인

인력투입필요

목표관리제에

초점을맞춘

지원제도부재

지원대상및

규모의협소

부처간

중복적으로

지원

불만의이유

[그림7] 정부지원제도 만족도 [그림8] 제도 불만의 이유

소기업의 자발 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항 에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설비/장비 교체자  지원 46.7%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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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원에 있어서는 에 지효율진단, 컨설 지원 37% 과 목표 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제도 응 지원 37%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기업의 배출권거래제에 한 응 황

기업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에 해 74% 가 보통 수  이상(보통 수 / 체 인 

방향에 해 잘 알고 있다/구체 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배출권거래제도 정책이 소기업 경 에 미치는 향을 66.6%

가 크다 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한 기업의 비계획은 련 교육  설명회 참석 55% 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배출권시장이 형성된다면 47.9% 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전혀없다
2.4%

약간있다
9.5%

보통
21.4%

크다
45.2%

매우크다
21.4%

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

4.1 6.1
10.2

55.1

24.5

0.0

10.0

20.0

30.0

40.0

50.0

60.0

담당부서구성(담당자

지정)

자체계획수립 전문업체(컨설팅사 등) 

외부기관에 의뢰

관련교육 및설명회 참석 없다

배출권거래제준비계획

[그림9] 배출권거래제가 소기업

에 미치는 향

[그림10] 배출권거래제 비계획

(5) 기업의 MRV(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황

에 지/온실가스 활동데이터의 수집을 문서화 하는 기업은 53.1% 로 나타났으

며, 이에 한 내용의 수 은 최근 내용에 해서 업데이트 등 리를 하지 않는 

것이 53,6% 로 나타났다. 활동데이터를 정기 으로 수집 는 분석하는 기업은 

57.1% 로 나타났고, 수집의 주기는 1개월 71.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은 목표 리제 응문서(명세서, 이행계획서)를 주로 환경/품질/에 지 담당

직원 35.1% 이 작성하고, 그 다음으로 컨설 기  26.5% 에서 작성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인 온실가스 감축을 한 계획수립이 

어렵다(감축 략 부재, 로드맵구축 부재)는 의견이 53.1% 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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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데이터의수집주기

[그림11] 배출권거래제가 소기

업에 미치는 향

[그림12] 배출권거래제 비계획

Ⅴ.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안

1. 기반구축

(1)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확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종합 책(2009)에 따라 추진되는 녹색기술은 ‘재생에 지, 

청정에 지 등 환경친화  자원 활용기술’인 ‘ 통  녹색기술’을 월한 융합녹색

기술(IT, BT, NT 등과 융합을 지향하는 녹색기술)지향하 다. 그러나 27  기

술 부분이 재 기술역량에 비해 시장성이 음20)으로 나타났다. 재 부분의 

27  기술 수 은 높으며(주요국  체 4 ), 미래를 비하여 상 으로 

기술수 이 낮은 분야를 발 시킨다는 측면은 부족한 실이다. 

기존의 단순 에 지 약형기술개발에서 배출권 리 상 업종의 경제성장을 고

려한 기술개발로의 환이 시 한 실정이다. 

(2) 유사 복사업 개선방안 마련

목표 리제 상 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행지원제도에 해 35.7% 부처 간 

20)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 발  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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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원을 불만으로 표시하 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기업 지원 분야 련

하여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 로 유사ㆍ 복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

<표 11> 행 유사ㆍ 복사업 황
[단 :백만원]

구분 사업명 지원 상 내용 평균 산

SCM
사업

건설분야 

녹색경  

확산지원사업

형건설사 

력 소기업

자원에 지 효율향상  환경오염 

감 등 지원
400

그린 SCM 구축
력업체 10개내외 

보유 소기업

에 지 온실가스 리체계 구축 등 

녹색공 망 리시스템 지원
2,175

그린 트 쉽
모기업의 력 

소기업

모기업의 녹색경  노하우, 청정생산

기술 등을 력업체에 지원하여 산업

의 녹색화 진

4,187

(3) 소기업 자발  감축 확  제도화 운

소기업의 경우 자발  약(Voluntary Agreement, VA)에 하여 행정 차  

생산의 부담, 감축량 등의 이유로 극 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VA 약을 맺

고 실천하는 것이 소사업장 스스로에게 융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한, 소규모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우 추진비용 비 배출권거래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기에 합하지 않았으나, P-CDM은 하나의 로그램으로 통합

리하기 때문에 추진의 간소화  비용 감효과가 크다. 국내 배출권거래법에서 

CDM과 같은 외부감축사업 허용을 명시하고 있어,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실

 활용가능하다. 

2. 역량강화

(1) 정 에 지 컨설  확

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기술지원에 있어서는 에 지효율진단  컨설  지원 

37.0%, 목표 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제도 응지원이 37.0%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 실태조사 결과 재 진행 인 에 지진단 컨설  사업에 불

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에서는 업종별 설비 문가를 투입하여 기업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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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 내용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에 지 약 문기업(ESCO)
사업

법인세 5~30% 감면

에 지 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에 지 약시설 투자사업 투자 액의 10% 법인세 감면

에 지신기술 소기업에 한 

세액감면

창업 후 3년 이내 에 지 

신기술 소기업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 소득세 는 법

인세의 50% 감면

종의 실에 맞는 진단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 진단 확 를 요구하는 실정이

다. 이에 에 지 진단결과가 실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가 있

다. 소기업에 한 무상 에 지진단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36%미만21)

으로 계부처별 추진하고 있는 소기업 컨설  사업에 해 통합ㆍ재조정 필요

가 있다. 

(2) 소기업 문인력 교육 로그램 신설  운

소기업에 최 화된 온실가스 감축 문교육 필요하며 상시 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고려한 운 이 필요하다. 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응역량 강화  문인력 양성을 한 로그램 운 이 필요하

다. 

3. 재정지원

(1) 소ㆍ 견기업 자  지원 마련

설문조사 결과 47.2% 설비, 장비 교체 자 지원, 20.2% 계측기 설치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에 핵심이 되는 모

니터링 계획 승인, 변경승인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계측기 교체에 따른 자 지원

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에 지진단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탄소 설비ㆍ장비교체, CCU 기술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시 세 감면 

추진이 필요하다. 

<표 12> 세 감면 련 행제도

21) 기획재정부, “‘11년도 제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 2011.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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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상 내용

환경보 시설 투자세액 공제
환경보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투자 액의 10% 법인세 공제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당해연도 R&D 비용의 20%
법인세 공제

( 소기업 30%공제)
주) 에 지 약시설 : 에 지 약형시설, 수설비 기기, 신재생에 지 생산설비를 제조

하기 한 시설 등

환경보 시설 : 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신성장동력 :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 지, 연료 지, 원자력 등

(2) 탄소기  등의 에 지펀드 확

배출권 유상할당 등으로 인한 수입  일부를 활용하여 소기업 지원을 한

“탄소기 ”마련이 필요하다. 행 녹색 융제도는 환경문제에 한 사회 공감  

형성부족  일정수익을 고려해야하는 일반 융기 들의 실질  호응이 낮은 상황

이다. 한 행 세제개편안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녹색펀드에 투자

하면 투자 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있어 기 투자자의 극 인 투자를 유도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22)

소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마련과 소기업

으로 투자확 를 한 지원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한다. 

4. 소통강화

설문조사 결과 소기업의 온실가스 련 정보에 한 한 입수처가 없는 상

황(20.5%)이며, 리업체 담당자에게 GIR입력 형식변경, 련 서류양식 변경 시 

이에 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정보공유 활성화, 애

로사항 수렴 등을 한 창구마련이 필요함23)에 따라 정부-기업간의 원활한 소통을 

하여 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의체”구성  운 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 회 개요

배출권거래제 회는 소기업에 배출권거래제에 한 정보  지침, 에 지 

22) 한상공회의소, “녹색 융 성공을 한 조건”, 2009.10, 16면.
23)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2014.1,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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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한 기술지원, 에 지 약을 이끌어갈 그린 에 지 문가 양성, 고효율기

기 사용과 련된 각종 정보  에 지 약 S/W개발ㆍ제공하여 소기업의 배출

권거래제 응 강화를 목 24)으로 하며, 운 방법은 국 각 권역별로 “배출권거

래제 회”를 설치하고 담 기술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각 소사업장에서 에

지기술지원 요청 시, 배출권거래제 문가 양성교육 희망 시, 배출권거래제 련 

정보를 받고자 할 경우, 신속히 업무를 수행한다. 소사업장에서 각종 고효율기기 

 에 지 감 련 신기술 도입 시 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문가를 

견하여 소사업장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하며, ESCO업체와 연계하여 소기

업의 기술지원 요청 시 담 기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약체결을 통

해 기술을 지원한다. 

(2) 상설 의체 구성

분석에 따르면 행 목표 리제에서는 정부가 일 으로 감축계수  배출상한

을 통보함에 따라 기업의 실을 하게 반 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으며, 

정부와 산업계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25) 반면, EU의 경우에

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해 할당시책 설계과정에서 산

업계의 의견을 극 반 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한 공식 인 채

을 문가 자문을 한 채 , 모든 이행 계자들의 여론 수렴을 한 채 , 산업

계와의 직 인 소통채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 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과 정책 반 여부는 웹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다.26)

국내에서도 향후 목표 리제나 배출권거래제 설계과정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도

하는 제도가 아닌 산업계가 극 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 을 구축하여 

산업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 의견수렴 차에서 특정 리업체가 소외

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 에 공식 인 루트를 통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

하고, 여론 수렴 차에 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U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계와의 의 차를 보다 효율 으로 진행하

기 해 업체와 일 일로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업종별 회를 통해 논의를 진

24) 한국 력기술인 회, 『 소사업장 녹색화 지원방안에 한 연구』, 2010.9, 92면.
25) ㈜한국기후변화 응 략연구소, 앞의 보고서, 107면.
26) ㈜한국기후변화 응 략연구소., 의 보고서,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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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필요가 있다. 단, 업종별 회와의 양자 의만을 토 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특정업종에 편 된 이익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개 의체를 구성하

여 객 인 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27)

투고일자 2015.01.19, 심사일자 2015.02.25, 게재확정일자 2015.02.27

27) ㈜한국기후변화 응 략연구소., 앞의 보고서,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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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analysis and responsiveness 

SMEs policy measures
28)29)

Shin, Mi-Ji*
ㆍKim, Jong-Dae**

By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law in 2015 to achieve the 202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ffectively, prepar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Developed countries are leading to small business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financing and subsidies rather than regulation. But Korea is the most 

one-time support policies, such as support short-term consulting support, financing 

facilities introduced.

Target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count for 13% of the total of 83 

companies based on 2013. Paper (20.5%), cement (15.7%), petrochemicals (13.3%) 

and waste (10.8%) in that order. The energy dependence of the higher per-unit 

analysis of SME.

72% of usually, complaints, very dissatisfied about the current government 

support schemes. 

Government for the adapta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for SMEs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nlargement, similar 

provision redundant business improvement, based on building and expan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ch small voluntary reduction operations, precision Energy 

Consulting enlargement, SME training programs established, empowerment policy, 

funding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ermanent Council of SMEs operating for communication Appeared to be 

necessary.

Key words: Emission trading scheme, SMEs, SME support institutions, SME 
support policies,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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