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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인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스팀의 사용에 대한 

간접 배출도 포함하는 것이 기존 연구와 구분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배출 규제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검토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간접배출 포함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대상으로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방법론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와 사회 후생의 손실이 있었으며, 직접 배출만을 규제할 때가 경제 

지표의 하락이 가장 적다. 그러나 간접 배출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시행 가능성, 관리 비용,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간접 배출을 합산하여 하나의 배출권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이 방안은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에게 

탄소경감의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저탄소 시대로의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CGE, 간접배출, 탄소 비용, MAC 

학번 : 201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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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교토의정서 협상 당시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어 UN 

기후 변화 협약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Annex 1)는 아니다. 그러나 

1990-2011년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10%이고, 2011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6억 1천만 톤으로 세계 7위이다(Olivier, Peters, & 

Janssens-Maenhout, 2012). 이러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적 지위를 생각해 보면, 향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녹색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술 혁신을 가져온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녹색경영센터(2011)가 밝힌 바와 같이 저탄소 

경제를 먼저 이룩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탄소 누출(carbon 

leakage)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탄소 무역 장벽을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미리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더욱이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미래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2009년 11월) 이를 UN에 제출(2010년 1월) 하였다. 그 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이하 BAU)의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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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560개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여 강제적인 감축 목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시장 

기능의 활용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제 

탄소시장을 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변화 (1억 CO2t) 

출처: Trends in Global CO2 Emission 2012 report, PBL 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의 자료 사용하여 구성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 총량(cap)에 따른 배출권을 

정해 놓고, 각 경제주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더불어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전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온실 가스를 줄이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보다는 배출권을 구입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반대로 온실 가스 감축 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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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선에서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한계 저감 

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이하 MAC)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할 수 있다. (임재규, 2012) 

이런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성립부터 실제 제도의 설계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 2005년 유럽의 배출권거래제인 EU 

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가 시행된 이래로 여러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다양한 실증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다르고, 감축 목표치가 다르며, 에너지 

상황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을 때 

이전 연구들과 비슷한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해야 하는 온실 가스 배출 

행위의 범위가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다. 다른 나라의 제도들은 화석 연료 

연소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스팀의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도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포함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직접배출량뿐만 아니라 간접배출량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규제 대상의 경제 활동에 탄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간접 배출을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규제 대상을 확대 하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라는 측면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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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비용이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이전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태라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의 범위와 산업 구조, 전력 가격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 연구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 

산정 시 간접 배출을 포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이하 CGE)을 사용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환경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본다. 다른 정책들과의 비교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실시 

목적을 살펴보고, 이전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모형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특성을 살펴 본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한 

CGE 모형의 구조에 대해서 검토 해 본다.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검토 중인 간접배출 규제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그 세부 모형 설계에 대해서 논한다. 제 5장에서는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 6장에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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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2장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 정책, 배출권 거래제, CGE 모델, 배출권거래

제가 발전부문에 미치는 영향,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우리나라의 제도적, 

경제 구조적 특성, 에너지와 R&D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한계점 

등을 고찰한다. 

 

2.1 온실 가스 감축 정책 

2.1.1 인센티브 기반 제도와 직접 규제 정책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인센티브 기반 제도와 직접 

규제 정책이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인센티브 정책에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오염 감소 보조금, 배출 관련한 중간재나 최종재에 대한 

세금이 있다. 그리고 지휘 및 통제(command-and-control) 방식인 직접 

규제 정책에는 배출 총량 규제나 기술 지시(technology mandates) 정책, 

성과에 대한 규제(performance standards) 정책이 있다. (Goulder & 

Parry, 2008; MacKenzie & Ohndorf, 2012)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원천에는 투입물의 대체(input 

substitution), 사후(end-of-pipe) 처리, 산출물 감소가 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이 세가지 원천 모두에서 배출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제도이다.  

반면 직접규제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규제 기관에게 정보가 부족하여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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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규제 기관이 규제 대상 기업들에게 특정 기술을 적용 할 것을 

강제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규제 기관이 기업들의 상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선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과에 대한 

규제 방식은 회사의 산출물이 특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기준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게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어 기술 지시 방식 보다는 

비용 효율적이다. (Goulder & Parry, 2008) 

비용 효율성 면에서 보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다른 제도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은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행 가능성, 새로운 감축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혁신하는 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세제 간 상호 효과나 조세 환수 효과도 확인해야 하고, 소득 

집단 간의 공정성도 살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배출 량을 감독하고 

강제하는 데에 비용이 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규제 기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외부성의 간섭을 고려하며, 정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이권 

경쟁이 있고, 조세 왜곡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서로 다른 정책을 

선호하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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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출권거래제 

2.2.1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탄소세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으로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첫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 도입되었고 뒤를 이어 여러 서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등에 

도입되었다.  

환경 정책은 효과성과 효율성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전체적인 배출 허용량(Cap)에 명확한 제한을 걸어서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탄소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반면 

세금의 경우는 미리 결정된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그러나 실제 탄소 배출의 감소 여부는 제어하지 못하고 시장의 

작동에 맡겨지게 된다. (He, Wang, & Wang, 2012)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교 연구가 있었다. 

(Avi-Yonah & Uhlmann, 200ca9; Humphreys, 2007; Keohane, 2009; 

Asafu-Adjaye, 2013; Pezzey, 2003; Elkins & Baker, 2001; 박호정, 

2012; Beder, 2008) 그리고 어떤 제도가 더 우수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Avi-Yonah와 Uhlmann(2009)는 탄소세가 더 간단하고, 즉각적인 탄소 

가격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탄소세는 탄소비용에 대해 불확실성이 없는 대신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보장되나 탄소 비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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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비용의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옹호하고, 정책 

입안자들도 경제성을 환경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Humphreys (2007)도 호주 경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탄소세가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eohane(2009)는 정책적인 실행 가능성, 비용 효과성, 참여자의 

폭, 국제 환경에서의 가치, 배출량에 대한 통제력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더 낫다는 의견을 펼쳤다. 박호정(2012)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에 비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비용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배출권 할당을 통해서 취약한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Beder(2008)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정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명시적인 세금의 도입보다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사실상의(de facto) 세금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태적 CGE 모형을 써서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Asafu-Adjaye(2013)은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과 배출권거래제의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거시 지표들은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나 후자가 CO2 

배출 감축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Pezzey(2003)는 1990년대 초 

유럽 국가들이 과세 최저한(tax thresholds)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순수한 탄소세를 도입하였고 이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반발이 일어나 

1997년 교토 의정서 이후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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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투명성 국내 적용에 투명하고 간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쉬운)구체적인 배출 목표  

운영 비용 
기존의 세금 구조를 사용 

가능, 최소의 운영 비용 

새로운 시장과 기반시설을 

설계 해야 하고, 상당한 

관리와 준수 비용이 발생. 

배출권의 경쟁 시장이 

보장되어야 함 

공공의 
수용성 

세금 수입이 비효율적인 

기존의 세금을 상쇄하거나 

사회의 취약 부분을 보상하는 데 

쓰일 수 있음. 

1990년 대에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인기를 잃었음 

배출권이 경매된다면 

세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 

배출권 비용은 

생산비용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세금 보다 눈에 잘 안 

뜨임 

동적 

효율성 

저탄소 기술의 채택을 

증진시킴. 

경제 성장이나 쇠퇴에 따른 

세금 조정이 요구됨 

저탄소 기술의 채택을 

증진시키나 시장 

진입자에게는 할당 기준이 

준비 비용을 높일 수도 있음. 

특히 배출권이 기득권을 

인정해 줄 때 발생 

수익과 

분배 

문제 

만약 배출권이 경매된다면, 세금과 배출권의 수익 증가 잠재력은 

동일할 것이고, 분배 효과도 차이가 없을 것임. 

배출권 일부가 무료로 배출자에게 할당된다면, 수익은 하락 할 것임. 

배출자는 횡재 수익을 얻을 것임 

국제 협력 

세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움. 

숨겨진 보조금은 그 충격을 

상쇄시킬 수 있음 

양적 상한선은 국제협력에 

투명성을 부여. 단일 탄소 

가격이 이상적임 

 

출처: Pope, J., & Owen, A. (2009). Emission trading schemes: Potential 

revenue effects, compliance costs and overall tax policy issues, p. 4597. 

 



10 

 

2.3 CGE 모델 

경제는 여러 주체들(가계, 기업, 정부 등)과 산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의 효용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희소 자원의 효율적 분배 

방법이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Hosoe, Gasawa,와 Hashimoto (2010)는 이를 해결 할 

좋은 방법은 초과 공급된 재화의 가격은 하락하고, 초과 수요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 시장의 가격 정보에 기반하여 선택을 

한다. 가계는 자신의 예산에 맞추어 효용을 최대화 하고 기업도 그들의 

생산 기술 제약에 맞추어 이익을 최대화 한다. CGE 모델은 이런 시장 

경제를 묘사할 수 있다. 시장 경제 하에서의 일반 균형 이론은 Léon 

Walras에 의해 창시되었다. 이후 Arrow와 Debreu가 일반 균형 이론을 

발전시켜 경쟁시장 균형의 존재를 증명했다. CGE 모델은 이 이론에 실제 

데이터를 써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수요, 공급 수준 문제를 풀어 실증 

분석과 경제 정책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다. 

CGE 모델은 기준 연도의 경제 형태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최적화 된 

상황으로 가정한다. 소비자는 효용을 최대화하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CGE 모형에서 

기업은 중간재,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가정은 노동, 

자본을 기업에게 제공하여 수입을 얻으며 소비와 납세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세입과 저축을 이용해 세출과 투자를 한다. 이런 활동은 

가격을 바탕으로 모든 상품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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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게 된다. CGE 모형에서는 시나리오 별 정책에 따라 이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 해당 상태의 새로운 균형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Wing(2004)은 각기 재화를 생산하는 N 개의 산업과 

생산요소 F 를 부존자원으로 갖는 가계가 존재하는 자유 시장 경제를 

가정한다. 

 

i={1,…,N} : 재화 

j={1,…,N} : 산업 부문 

f={1,…,F} : 생산 요소 

d={1,…,D} : 최종 수요 

 

그리고, 경제의 순환 흐름은 3개의 데이터 행렬을 통해 표현한다. 

X̅:  산업에서 중간재 사용에 대한 투입 산출 N × N 행렬 

V̅: 생산 요소 F × N 행렬 

G̅: 최종 수요 N × D 행렬 

 

이것이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이다. SAM은 

“산업간 거래를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포함하고, 국민소득계정을 합계로 

하여 경제 주체들 사이의 거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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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계정과 국민소득계정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자료체계”(김충실, 2005, p. 

71)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보여준다. 

SAM의 각 셀(cell)은 해당하는 열의 값이 셀이 위치하는 행의 요소에 

지출하는 모양새를 갖는다. 즉, 계정의 수입은 그 행을 보면 알 수 있고, 

투입물에 대한 지출은 열을 통해 알 수 있다(King & Mundial, 1985).  

 

그림 2 사회회계행렬의 구조 

출처: Wing, I. S. (2004).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and their 

use in economy-wide policy analysis. MIT Joint Program on the Science and 

Policy of Global Change Technical Note, vol. 6. p.30 

 

Arrow-Debreu 경쟁 균형에서는 다음 세가지는 항상 음이 아니다. 

 

p: 모든 재화, 중간재와 생산요소의 가격 

y: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CRS) 

생산부문의 생산 

m: 가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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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Wing(2004)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균형점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  

 

 (시장 청산 조건) 

생산된 상품의 양은 다른 기업이나 가계가 필요로 하는 총량과 같아야 

하고, 기업의 요소 수요는 가계가 지닌 요소 공급총량을 모두 소모해야 

한다. 

 

식 (1)   y̅i = ∑ x̅ij
N
j=1 + ∑ g̅id

D
d=1  

x̅ij : j 중간재 

g̅id: 최종 수요 

 

식 (2)   V̅f = ∑ v̅fj
N
i=1  

V̅f: 대표 소비자의 총 부존 자원 

 

(영의 이윤 조건) 

각 상품 한 단위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모든 투입물의 

가치의 합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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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    y̅j = ∑ x̅ij
N
i=1 + ∑ v̅fj

F
f=1  

y̅j: j부문의 총산출의 가치 

x̅ij: i 중간재 투입물의 가치 

v̅fj: f 생산요소의 가치 

 

(소득 균형 조건) 

가계의 요소는 모두 사용되어 유휴 요소가 없어야 하며 가계의 소득은 

가계의 소비와 같아야 한다 

 

식 (4)   m̅ = ∑ V̅f
F
f=1 = ∑ ∑ g̅id

D
d=1

N
i=1  

m̅: 대표 소비자의 수익 

 

그림 2에서 보듯이 SAM의 X̅와 G̅ 부분의 행 중 어떠한 것이든 그 합은 

재화 시장의 시장청산 조건인 식 (1)과 동일하고, V̅  부분의 행의 합은 

생산요소 시장의 시장청산 조건인 식 (2)와 동일하다. 또한, X̅  와 V̅ 

부분의 열의 합은 식 (3)에서 산업 부문의 영의 이윤 조건과 동일하다. 이 

조건들이 지켜진다면, G̅와 V̅ 부분의 요소의 합은 식 (4)와 같이 소득 균형 

조건에 의해 각기 같게 된다. 이것은 소비의 총 합인 GDP는 소득의 

총합인 부가가치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W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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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CGE 모델의 특성 

Hosoe et al.(2010)에 의하면 CGE는 모델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만을 필요로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단점도 될 수 있다. 하나의 참조 년도(reference year)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하기 때문에 그 참조 년도의 선택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민감한 

속성을 갖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절대 가격이 아닌 상대 가격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외환 정책 같은 금융 현상을 다루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CGE 모델은 완전 경쟁 시장, CRS를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생산품이 

한계 비용으로 팔리고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묘사하고 있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COWI(2004)는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재정적 부담을 회사들과 산업 부문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분석이 불가능한 것도 단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CGE 

모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의 간접 효과에 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안된 정책의 종합적인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CGE 모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탄소 집약 산업으로부터 

생산 자원을 재할당 하는 것으로 여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 집약적인 활동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자원이 총비용(gross 

cost)이다. 이 남은 자원을 다른 생산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총편익(gross 

benefit)이다. 이렇게 재분배 된 자원은 기존의 활동 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감축의 순비용(net cost)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 임금과 이자율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소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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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축 활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설명 

할 수 있다. (COWI, 2004) 

 

 

2.3.2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경제 효과 분석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여러 국가 들에 대해서 CGE 

방법론을 통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Adams & Parmenter, 2013; 

Kemfert, Kohlhaas, Truong, & Protsenko, 2006; Böhringer & 

Rutherford, 2013; Lim, 2011)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산업 구조와 

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탄소 

비용이 발생하여 GDP 손실을 예측했다.  

Adams 와 Parmenter(2013)는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GE 방법론을 이용하여 MMRF(Monash Multi-Regional 

Forecasting)를 기본 모형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량 제한을 

하더라도 BAU 대비 1.3% 정도의 GDP 손실은 있지만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상 할당된 배출권이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생긴 

발전사들의 손실을 상쇄할 것이며, 알루미늄 산업과 같이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 대해 보상을 해줌으로써 국제 무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매로 할당 한 배출권에서 얻는 수익을 

재순환 시켜서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Kemfert et al.(2006)은 EU ETS 제도에서 배출권 교역에 대한 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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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를 GTAP-E CGE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배출권의 구매자는 순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판매자는 배출권의 판매로부터 추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효율을 향상시켜 

모든 지역에서 실질 GDP가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효율 

향상이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수익의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다. 이런 지역들의 GDP는 향상하지만 순경제 후생은 하락 했다. 

따라서 초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을 배분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m(2011)은 동태적 국제 CGE 모델인 KEEI-GCGE 모형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들의 자발적인 목표 설정으로 세계적 실질 GDP 가 1.2% 

가량 하락할 것이고, 한국은 1.5% 하락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COWI(2004)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탄소 집약적인 

투입물이 탄소를 덜 배출하는 물질로 대체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CGE 

분석 결과, 유럽의 발전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0.48% 감소했고, 보다 쉽게 

감축 정책에 적응했던 다른 산업 부문들은 생산성이 0.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öhringer와 Rutherford (2013)는 폴란드를 대상으로 저탄소 시대로의 

이행 비용에 대해 분석했다. 폴란드 경제와 발전 부문은 석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환경 정책은 폴란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전력 가격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EU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 BAU 대비 최대 1%까지 실질 소득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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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존 CGE 연구와 특징 

저자 
Adams & 

Parmenter  

Kemfert et 

al. 
Lim COWI 

Böhringer& 

Rutherford  

모형 

Monash 

다지역 예측 

(MMRF) 

다부문, 

다지역 

GTAP-E 

동태적 

국제 CGE 

KEEI-

GCGE 모형 

정적 

GTAP-

ECAT 

정적 

Böhringer&

Rutherford 

하이브리드 

연도 2007 2006 2011 2004 2013 

범위 호주 EU 한국중심 EU 폴란드 

분석 

결과 

BAU 대비 

1.3% 정도의 

GDP 손실 

있지만 경제 

성장 

모든 

나라에서 

실제 GDP는 

증가. 순경제 

후생이 

하락하는 

지역 존재 

세계적 

실질 GDP가 

1.2% 가량 

하락, 한국은 

1.5% 하락 

발전 

부문에서는 

생산성이 

0.48% 

감소, 다른 

부문은 

0.36% 

감소 

BAU 대비 

최대 1%까지 

실질수익의 

손실 

 

 

2.4 배출권거래제와 발전 부문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행했던 EU ETS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서 발전 부문이 이득을 보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발전 부문은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지만 Lise, Sijm, 과 Hobbs(2010)와 Chen, Sijm, Hobbs, 와 

Lise(2008) 등의 실증 분석 결과, 발전 부문은 추가된 탄소 비용을 전력 

가격 상승으로 연결시켜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무료로 할당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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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을 팔아서 횡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ise et al.(2010)은 EU ETS에서 배출권이 무상으로 배분되더라도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전력 가격에 전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배출권 

전량이 경매에 의해 거래 되더라도 전력의 소비자 가격은 높아지고 

발전사들은 추가적인 횡재 이익을 얻게 된다. CO2 가격의 내재화나 가격 

전가는 전력 공급원 구성비율을 변경하거나 전력 가격에 따른 전력 수요 

변경으로 CO2 배출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있는 

경우 무상 배분의 유무와 관계없이 배출권거래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발전사들 전체의 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했다. 

Chen et al.(2008)도 연산 균형 모델인 COMPETES 시뮬레이션을 통해 

2005년 북서유럽의 발전사 이익을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있을 때 전력 

가격에 탄소비용이 전가되고, 발전사들 대부분이 상당한 횡재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전력 공급원을 가지고 있었던 발전사들도 이득을 보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탄소 집중도가 낮은 

발전 원으로의 전환 때문이 아니고, 전력 수요의 변화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발전 부문의 특성은 Sato et al. (2007)에 의하면 발전 회사들의 

기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고 각 발전 시설은 서로 다른 비용 

구조와 탄소 집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부문은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 속성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것과 무역 

교환도가 낮다는 속성으로 인해서 CO2 기회 비용을 전력 가격에 전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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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고 밝혔다. 

 Honkatukia, Mälkönen, 과 Perrels(2006)은 실증 연구를 통해 핀란드 

국내에서 화석 연료 발전의 비율이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가격 상승이 전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배출권 가격 변화의 약 75% 에서 95%가 핀란드 전력 

가격에 반영되었다. Sijm, Neuhoff, 와 Chen(2006)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발전 부문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 CO2 비용의 40~120%를 전가한다고 

보였다.  

Lund(2007)는 거시 경제 평가 분석을 통해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CO2 경감을 위한 직접적 비용과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간접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우는 간접 비용이 직접적인 배출 감축 비용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고 

했다.  

 

 

2.5 배출권 거래제의 구조와 시장 안정성 

EU ETS는 현재 예상 탄소 가격의 1/10인 5유로 내외로 거래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지웅, 2013; 이한우, 2013; Anderson & Di Maria, 2011)은 

그림 3과 같이 심각한 가격 폭락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배출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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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U ETS 배출 허용권 가격 변화(EUR/tCO2) 

출처: http://www.investing.com/commodities/carbon-emissions-historical-

data 자료 사용해서 재구성 

 

이지웅(2013)에 의하면 현재 3기 시행을 앞둔 EU ETS의 가격 

폭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된다. 첫째는 EU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배출권의 수요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배출권의 공급이 과잉 되었다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및 공동개발(Joint 

Implementation; JI)을 통해 발행된 배출권이 UN 오프셋이다. EU ETS는 

기업들에게 배출량의 일정범위 안에서 EU 허용량(EU Allowances, 이후 

EUA) 대신 이 UN 오프셋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UN 

오프셋의 가격은 EUA 보다 낮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당 받은 EUA를 

팔고 이보다 저렴한 UN 오프셋을 구입하여 필요한 배출권을 확보하는 

스프레드(spread) 거래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기업들이 발생했다. 또한 

시행 초기에 회원국 별 국가 할당 계획에 의해 EUA가 과다 할당 되었고, 

배출 감축이 예상했던 것보다 쉽고 저렴했을 수도 있다(Anderson &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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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2011). 경기 침체로 인해 자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배출권 여분인 핫 에어(hot air) 발생도 배출권의 과잉 공급의 

원인이 되었다(이한우, 2013). 

Betz와 Sato (2006)은 EU ETS의 1단계는 시장의 디자인이 그 작동과 

시그널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다고 했다.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리 

배출권거래제는 수요와 공급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들어진 

시장이다. 배출권의 총량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결정하고 이것이 배출권 

시장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할당 계획에 대한 다양한 조항들뿐만 

아니라 무상 배당과 경매의 비율, 산업과 설비에 할당량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투자와 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선행 연구들을 보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알맞은 배출권의 총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야 적정한 수준의 탄소 가격이 

유지되고, 이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배출 감축 노력을 할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6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2.6.1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우리나라는 그림 4와 같이 2020년 BAU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해야 한다. BAU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추가적인 노력이 없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 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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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AU와 감축 후 배출량 경로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 에서 2013년 12월 20일 

정보검색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림5와 

같이 발전 에너지 부문의 배출이 45%로 1위이고, 철강산업이 19%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 20여 개의 대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약 68.3%에 이른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과 기업 

부문에 탄소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U ETS 및 대부분의 배출권거래제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전기·스팀 사용 

등의 간접 배출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제조에 있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물질, 

에너지를 소비하는 물질의 처분,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거나 기여하는 

모든 제도 및 공급 등의 활동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입법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여 규제하면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국제 경쟁력도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전력 가격 체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점과 발전 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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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산업체가 적어 직접배출만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법1이 제정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표 관리제도에서도 발전 부문의 

경우는 업체가 전기와 열 생산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총량규제 방식 대신 효율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임재규, 2012). 

 

 

그림 5 산업 별 온실가스 명세서 2012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og/hm/ic/g/OGHMICG010M.do?year=2012&headerValue=04&l

eftValue=02 에서 2013년 12월 20일 정보검색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

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

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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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간접 배출 규제 방식의 문제점 

배출권거래제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 전력을 

생산하는 동안 발생한 직접배출 한 단위에 대해서 발전사와 전력의 소비자 

각자가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중복 규제가 되어 직접배출만 

규제할 때 보다 경제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BNEF]와 Ernst and Young 

(2013)에 따르면 수요 측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켰을 경우에,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에 충격을 줄 위험도가 높다. 에너지 효율이 향상 되면, 전력 

소비가 줄어서 간접 배출에 필요한 배출권이 줄어든다. 또한 전력 수요의 

감소로 전력 생산도 줄어들어 발전 부문의 직접 배출에 필요한 배출권 

수요도 줄어 든다. 즉, 한 단위의 전력 수요 감소가 두 단위의 배출권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배출권의 수요 감소는 배출권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직접 배출만 관리하던 때 보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선행연구(이지웅, 2013; 이한우, 2013; Anderson & Di Maria, 

2011; Betz & Sato, 2006)의 결과와 같이, 배출권거래제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의 

적절한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인공의 시장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된다. 배출권의 양이 과도할 경우 배출권 가격이 

하락 할 것이고, 배출권의 양이 적을 경우는 가격이 상승 할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경제주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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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너무 비싸면 탄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쇠퇴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배출권의 적절한 가격 

형성이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덧붙여 EU ETS와 같이 

수요 감소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 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배출권 가격 하한 제도나 재매입(buy-back)제도 등이 함께 고려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1단계에서 배출권을 100% 무상 배분 한다. 

OECD(2012)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기존 업체에게 횡재 이익을 

제공하고, 시장의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간접 배출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산업의 신규 진입자들에게도 공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력의 사용에 있어 기존 업체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산업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체가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설계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2.7 에너지와 R&D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녹색성장위원회(2012)가 인용한 IEA(2009) 자료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본다. 동 보고서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통해 총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57%가 달성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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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였다.  

환경 정책을 시행하면 탄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배출 감축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경엽(2010), Wang, Wang, 과 

Chen(2009)의 연구에 의하면 기술 진보를 통해 저탄소시대로의 이행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진보를 

가져오는 활동으로는 에너지 부문의 R&D를 통해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활동 등이 있을 것이다. 

Wang et al.(2009)는 내생적 기술 변화를 바탕으로 동태적 CGE 모형을 

통해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분석하였다. 기술의 변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며 생산 요소의 대체를 통해 

산출물 단위 당 탄소 집약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술의 

변화는 MAC을 낮추고 GDP 손실을 감소 시키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도 향상하여 총 배출 감축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경엽(2010)은 기술 진보가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동태적 CGE 모형을 

사용하여, 신기술 도입이 없는 경우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의 

GDP 손실이 1.64~1.72%이고, 도입 될 경우는 1.03%라고 예측했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저성장 시나리오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절대적 

감축량이 많기 때문에 GDP 손실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도입이 없으면 2.03~2.12% GDP 손실이 있고, 신기술을 도입 할 경우는 

1.41~1.13%로 더 적은 손실률을 보여주었다. 

Thema, Suerkemper, Grave,과 Amelung(2013)의 EU ETS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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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전기 효율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칠 경우에, 초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인 2020년까지 21% 감축보다 훨씬 낮은 탄소 가격으로 

30% 감축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산업 전체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정책으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고 배출권의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즉, 

배출권의 가격과 전력 가격이 함께 하락한다. 그간 전력은 탄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자 전력 가격을 올렸었는데, 이러한 

배출권 가격의 하락은 전력 가격을 다시 하락 시키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보면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의 결과, 배출권거래제에 속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배출권과 전력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배출권거래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에서도 전력 비용 하락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Hoffmann(2007)은 EU ETS 1단계의 독일 발전 부문 분석을 

통해, EU ETS가 발전사들의 단기적인 투자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저탄소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형 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 R&D에 

대한 노력도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적 

목표에 맞게 배출권에 희소성을 주고 효율 향상에 보다 큰 동기를 주며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R&D 투자를 직접적으로 

유도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 부문 R&D 투자,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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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의 2009년 에너지 R&D 통계집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06년 기준으로 47% 향상시켜 에너지 

원단위(에너지 사용량/국내총생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원단위는 2007년 0.335 

(toe/100만원)이지만, 2020년에는 0.233으로, 2030년에는 0.1857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에너지 R&D 투자를 통해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뿐만 아니라 전력 가격을 하락시켜서 다른 산업의 

가격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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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 

3.1 모형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 모형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인 계량 분석은 부분 

균형(partial equilibrium) 이론에 해당한다. 부분균형 이론도 시장에서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일반균형 이론과 

동일하나 특정 시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그 외의 시장들은 독립되어 

고정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반면 일반균형 모형은 

전체 시장을 상호 연관 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화 하기에, 특정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것이 다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살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계근(2009)에 따르면 일반균형 모형은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 IO)과는 달리 내생, 외생 부문의 

구성에 제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부문을 특화 하여 작성된 SAM 을 

사용하였고, 비에너지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 하여 크게 28 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기본 모형은 Rutherford(1995)등에서 소개한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MPSGE (Mathematical Programming System for General Equilibrium 

Analysis)로 작성된 다국가 모형이지만,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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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 분석하고자 일국(one nation) 모형으로 변경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도 별로도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에너지 부문은 석탄, 제조 가스(manufactured gas), 코크스(coking 

coal), 납사와 비연료유(naphtha and non-fuel oils), 연료유(fuel oil)와 

전력으로 세분화 하였다. 기존 CGE 모형들은 여러 종류의 석유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루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납사를 

연료가 아닌 제품 생산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를 분리하여 사용한 오상봉, 

Böhringer,와 오인하(2012)를 따르고 있다.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에는 노동과 자본이 있으며, 기본적인 생산 함수는 

고정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이하 CES)을 

사용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CES 함수의 한 종류인 콥다글라스나 

레온티에프 함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생산 함수는 서로 대체 가능한 

재화끼리 묶음 구조를 통해 복합재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산업별 대체 

탄력성은 Okagawa 와 Ban (2008)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계산한 계수를 표 3 과 같이 인용하였다. 

SAM 은 산업과 제도 부문(가계), 투자(고정 자본 투자),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세금, 수출입 부문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SAM 에는 각 산업들에 대한 재화의 흐름과 생산 요소의 구성이 

나타나있다. 가계는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이 수익을 복합 

재화를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데 사용한다. 기업은 최종재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가계로부터 생산요소를 구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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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를 구입하게 된다. 가계와 산업은 정부에 세금을 내고, 이는 정부의 

수입원이 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는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수출하게 

되고, 국내 총 수요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수입 최종재의 합이 된다. 

SAM 에서는 시장 청산 조건에 의해 총 소비와 총 공급이 항상 일치 

되어야 한다. 

 

표 3 산업별 대체 탄력성 

 KL KL_E M KLE_M 

농업 0.023 0.516 -0.027 0.392 

광업 0.139 0.553 0.309 0.729 

음식료품 0.382 0.395 -0.507 0.329 

섬유 0.161 0.637 0.597 0.722 

임업 0.087 0.456 0.115 0.695 

펄프 & 제지 0.381 0.211 -0.564 0.187 

화학 0.334 -0.065 0.082 0.848 

다른 비금속 

광물 

0.358 0.411 0.191 0.306 

기초 금속 0.22 0.644 0.253 1.173 

기계 0.295 0.292 0.459 0.13 

전기 장치 0.163 0.524 0.359 0.876 

수송 장치 0.144 0.519 1.087 0.548 

제조업 0.046 0.529 0.309 0.406 

전기, 가스 & 물 0.46 0.256 0.391 -0.04 

건설 0.065 0.529 -1.183 1.264 

운송 0.31 0.281 0.331 0.352 

통신 0.37 0.518 0.711 0.654 

금융 0.264 0.32 -0.036 0.492 

인적 용역 0.316 0.784 0.132 0.902 

출처: Okagawa, A., & Ban, K. (2008). Estimation of substitution elasticities 

for CGE models.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s and Busines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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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형의 구조 

생산함수인 CES 함수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 = [A1X1
ρ

+ ⋯ + AmXm
ρ

]
1
ρ 

 

여기서 Y 는 산출물, Xm 은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 Am 은 투입요소의 

비중을 나타내는 모수, ρ  는 대체 탄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물을 

그룹화하고 각 그룹의 CES 함수를 단계별로 구성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CES 함수로 결합하는 방식의 묶음 된(nested) CES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형 설명에 사용하는 기호는 표 4 에 정리된 것을 따른다. 

 

표 4 모형에 사용한 기호와 의미 

 기호  기호 

최종 산출물 Y 석탄 COA 

배출권 PCO2_ETS 코크스 CKC 

간접배출권 PCO2_ELE 천연가스 NGA 

배출권복합재 PCO2_COMP 제조가스 GAS 

중간재 PA 납사 NAP 

에너지 복합재 E 연료유 FOL 

화석연료 복합재 SLD 전력 ELE 

유동성 화석연료 복합재 LQD 부가가치 VA 

비전력 복합재 NEL 노동 L 

비에너지 복합재 M 자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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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생산 부문 

생산에 대한 기본적인 묶음(nesting) 구조는 그림 6 과 같다. 중간재 

석탄과 코크스는 대체탄력성이 0.5 인 고체 화석연료 복합재를 구성한다. 

천연가스, 제조가스, 납사, 연료유는 대체탄력성 0.5 로 유동성 화석연료 

복합재를 구성한다. 이는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SLD = [αPACOA
0.5 + (1 − α)PACKC

0.5 ]
1

o.5⁄  

LQD = [αNGAPANGA
0.5 + αGASPAGAS

0.5 + αNAPPANAP
0.5 + αFOLPAFOL

0.5 ]
1

0.5⁄  

 

그리고 이러한 화석연료 중간재들에는 배출권이 대체탄력성 0 인 

레온티에프 생산구조로 함께 투입되도록 하여 직접배출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COA = min {αPACOA, (1 − )PCO2_ETS }  

NEL = [αSLD0.5 + (1 − α)LQD0.5]
1

0.5⁄  

E = [αNEL0.5 + (1 − α)ELE0.5]
1

0.5⁄  

 

 고체 화석연료와 유동성 화석연료는 대체탄력성 0.5 로 비전력 

복합재를 구성한다. 이것은 전력과 대체탄력성 0.5 로 에너지복합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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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산의 묶음 구조 

 

각 산업별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은 표 3 의 KL 열 값을 

대체탄력성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생성한다. 이 부가가치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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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는 표 3 의 KL_E 열로 대체탄력성을 갖고 VAE 복합재를 만들게 

된다. 비에너지 복합재는 비에너지 중간재들이 표 3 의 M 열로 

대체탄력성을 갖고 생산 된다. 이 VAE 복합재와 M 복합재는 

KLE_M 열의 값을 대체탄력성으로 갖게 되며 KLEM 복합재를 이룬다. 이 

복합재는 최종적으로 공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권과 

대체탄력성이 0 인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로 산업별 최종 산출물을 생성하게 

된다.  

 

VA = [αKρva + (1 − α)Lρvα]
1

ρvα
⁄  

VAE = [αVAρkl_e + (1 − α)Lρkl_e]
1

ρkl_e⁄  

M = [αiPA(i)ρm+, , , +αjPA(j)ρm]
1

ρm
⁄  

KLEM = [αVAEρkle_m + (1 − α)Mρkle_m]
1

ρkle_m⁄  

Y = min {αKLEM , (1 − α)PCO2_ETS } 

 

지금까지 논했던 것들은 직접 배출만을 규제했을 때의 구조이다. 본 

연구는 이를 기본 구조로 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간접 배출 부문을 

모델링 하였다. 상세한 모형 구조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3.2.2 소비 부문 

본 모형에서 가계는 자신의 부존자원인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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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는 초기에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배출권이 경매되어 각 생산 

부문에 할당 된다. 배출권의 가격은 수급에 의해 조절된다. 가계는 소득 

균형(income balance)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f는 각 생산요소를 나타내고, wf는 그 가격이며, pco2는 배출권의 

가격이다.  

 

m =  ∑ wfVf

F

f=1

+ pco2PCO2_ETS̅̅ ̅̅ ̅̅ ̅̅ ̅̅ ̅̅ ̅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1 단계의 연도별 거시 지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 5 와 같이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모델에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과 자본 스톡의 매 해 변화를 

모델에 반영하였다.  

 

표 5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감축률 10.0% 13.7% 16.2% 19.0% 23.1% 30.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1).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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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현재 간접 배출 규제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 방안에는 ①직접 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합산하여 하나의 배출권으로 관리하되 배출권의 총량을 

적절히 늘려주는 방식, ② 발전 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하고 발전 

부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소비자가 간접 배출로 부담하게 하는 방식, 

③ 간접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④ 직접 배출권거래제와는 별도로 

간접 배출권 거래 시장을 시행하는 방식 등이 있다.  

 

4.1 기본 시나리오  

새로운 온실가스 정책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가장 기본적인 BAU 

시나리오로 이 시나리오를 통해 정상 상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 CGE 모형은 기본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책 시나리오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해당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 

보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BAU 시나리오가 본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모형은 BAU 시나리오 구축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2011)의 

장기전망을 차용한 오상봉 등(2012)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 사용한 

외생적 거시 변수에는 GDP 전망, 에너지 가격 전망, 부문별∙ 원별 에너지 

수요 전망, 부문별∙ 원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등이 있다. 석유를 제외한 

화석연료의 가격은 원유가 전망에 따라 변동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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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접 배출만 규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되 직접배출만 규제하는 시나리오로 이하 

SC1으로 나타내겠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배출권거래제는 

이 시나리오와 같이 직접 배출만을 규제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시장인 EU ETS도 직접 배출만을 규제한다. 다만 어떤 산업 부문들을 

배출권거래제의 규제 하에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나라만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대한 정의의 파급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간접 배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중복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경제에 직접 배출만 규제하는 것보다 

더 큰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법규 도입 당시에 

산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 가격이 정부 

규제 하에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는 직접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체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배출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나리오들의 비교를 통해서 정부 선택의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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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하나의 배출권으로 함께 

규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가장 유력한 배출권거래제 시나리오로 이후 

SC2라고 하겠다. 기업은 직접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전기나 

스팀의 사용량에 공표된 계수를 이용하여 구한 간접 배출량을 합산하여 총 

배출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2012)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 지침 해설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액체 또는 기체 화석연료 사용량 × 순발열량 × 

배출계수(kgGHG (CO2/CH4/N2O)/TJ) × 10−9 × 지구온난화지수] 

그리고 현재 전기 사용에 대한 간접 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전력사용량(MWh) × 배출계수(tGHG(CO2/CH4/N2O)/MWh) × 

지구온난화지수]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력 사용에 대한 간접 배출계수는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2개 연도 평균 값을 적용한다. 배출계수는 3년간 

고정하여 적용하며 향후 한국 전력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력 간접 배출 

계수를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공표하면 그 값을 적용한다. 지구 

온난화 지수는 각각 CO2 = 1, CH4 = 21, N2O = 310으로 공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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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가 배출계수를 이전 연도의 값을 사용하고 3년 간 고정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 일부는 사전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발전부문의 경우는 전력 소비량을 내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직접 배출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이 

간접 배출의 양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발전부문은 

배출권의 수요에 따른 적정 가격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모델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으로 배출권의 양이 정해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표 6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 

년도 
CO2 

(tCO2/MWh) 

CH4 

(kgCH4/MWh) 

N2O 

(kgN2O/MWh) 

2개년 평균 

(2007-2008) 
0.4653 0.0054 0.0027 

출처: 환경부. (2012).「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해설서. 

 

이 시나리오는 BNEF와 Ernst and Young(2013)의 의견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배출권의 양이 얼마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직접 배출만 규제할 때에는 감축 목표만큼의 배출권을 할당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 기업들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합산하여 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즉, 전체적으로는 감축목표 이상의 

배출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 간접배출을 포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배출권을 더 늘려주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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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4.7% 정도의 배출권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수치를 간접배출 모형에 적용했을 때, 다른 조정 없이 30% 

감축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 배출권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온실가스 경감의 의지가 사라진다. 비용이 많이 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대신에 저렴한 값의 배출권을 구입하여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인 감축 목표의 달성은 어려워진다. 

Thema et al.(2013)의 EU ETS에 대한 연구에서도, 배출권 양(cap)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수요의 감소는 탄소 가격을 하락시키기는 하지만 전체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보다는 온실가스배출은 많지만 저렴한 

공정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배출권이 적게 공급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불필요한 비용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맞는 배출권 양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탄소 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비측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유럽의 경제 불황과 같은 이유로 전력의 소비가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소비자에게는 간접 배출이 줄었기 때문에 배출권이 

덜 필요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전력 생산이 줄었으니 생산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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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이 덜 필요하게 된다. 한 단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두 배는 

아니더라도, 양 측에서 잉여 배출권을 만든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배출권 시장은 직접 배출만 규제할 때보다 훨씬 민감하게 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모형화 하기 위하여 기본 생산 구조를 

표현한 그림 6에서 전력사용 부분인 점선 상자를 그림 7로 대체하였다. 

이것은 전력을 사용 할 때에도 배출권이 필요한 구조를 모델링 한 것이다. 

전력 중간재와 배출권은 대체탄력성σ이 0인 레온티에프 구조로 서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이 배출권은 직접 배출에 쓰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그 필요성을 밝힌 바와 같이 대표 소비자가 가진 배출권의 

총량을 늘려주어 시뮬레이션 하였다. 

 

ELE = min{αPA(ELE) , (1 − α)PCO2_ETS} 

 

 

그림 7 SC2의 전력 소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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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함께 규제. 단, 발전 

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 

SC 2번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합산하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발전 부문의 배출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즉, 발전사가 전력 생산 시에 배출한 온실가스를 

발전사가 아닌 전력의 소비자가 전력 사용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하 

SC3이라고 하겠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SC2에서 생겼던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에 대해서 발전사와 전력의 사용자가 중복으로 탄소 

비용을 내는 문제는 사라진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배출권거래제에 

규제를 받지 않는 발전사들이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전력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 배출 비용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 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이 시나리오의 구조상, 발전사들은 자신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간접배출 비용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 당연히 

발전사들은 자신들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에 덜 민감하게 된다. 이 

방식대로라면 전력은 발전원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재화가 된다. 전력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 배출 비용은,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시킨 온실가스의 총량을 총 전력 생산량으로 나누고, 이를 각 

소비자들의 전력 사용량에 비례하여 계산 될 것이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전력 가격이 정부의 규제 하에 있어서 가격 

변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력 소비자들을 탄소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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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아래에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규제 된 전력 시장은 소비자에게 

탄소 비용을 전가하기 어렵다. 즉 전력 생산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탄소 비용에 덜 민감하게 되어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 향상 등의 노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발전 회사들은 탄소 비용에 의한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간접 배출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직적인 전력 가격 구조에서 

소비자에게 탄소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발전 부문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EU ETS의 

전례와 같이 배출권이 과잉 공급 되어 그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력 생산 시에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중복으로 

계산하면, 앞선 시나리오에서 설명했듯이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력의 수요가 줄어 들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발전 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하면, 생산측과 

소비측 양쪽에서 배출권이 함께 남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배출권 시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이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 부문에서 적절히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을 다른 산업 부문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 추가로 감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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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C3의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 연료 중간재 생산 구조 

 

 

본 연구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서 발전 부문을 별도의 생산 

구조로 분리하여 그림 9와 같이 나타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그림 6과 

흡사한 구조이다. 그림 8에서는 전력 생산을 위한 화석 연료 중간재의 

생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F_ELE는 화석연료 중에서 전력을 만드는 데 

사용 된 것들에 대한 생산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구분해 준 이유는 

간접배출 양을 따로 계산하기 위해서이다. 화석연료를 FF라고 표시할 때, 

발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 중간재는 PA_ELE(FF)이고, 이것은 같은 양의 

일반 화석연료 중간재인 PA(FF)를 사용해야만 만들어진다. 이런 

생산구조는 CGE 모형에서 화석 연료 중간재들 중에서 발전부문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PCO2_ELE라는 

가상의 배출권을 해당 화석연료에 필요한 배출권의 양 만큼 생산하도록 

한다. 

그림 9의 아래쪽 회색 점선 상자 부분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PA_ELE(FF)로 대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산출물은 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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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 CET(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함수로 최종 산출물인 

전력과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한 가상의 배출권을 함께 생산한다. 

이 가상의 배출권 PCO2_ELE는 전력을 생산할 때 사용 된 화석연료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공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양을 포함하는 배출권이다. 

이 가상의 배출권은 그림 10처럼 전력을 사용할 때 동일한 양의 직접 

배출권과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서 가상 배출권의 양이 달라지고, 전력의 소비자는 자신들의 전력 

소비량에 따라서 이를 분담하여 같은 양의 실질 배출권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는 발전사의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모델링 하기 위한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간접배출에 필요한 배출권 양은 

발전사의 직접배출 양을 반영하게 된다. 

실질 배출권과 가상의 배출권은 대체 탄력성이 0인 레온티에프 구조로 

배출권복합재인 PCO2_COMP를 구성한다. 이 배출권복합재와 전력 

중간재도 대체 탄력성을 0으로 정의해서 서로 대체 될 수 없는 모형을 

만들었다. 이 구조는 사용한 전력 중간재만큼의 실질 배출권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10을 그림6의 점선 부분에 대입하면 이 시나리오의 

생산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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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C3의 전력 생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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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O2_COMP = min {αPCO2_ETS , (1 − α)PCO2_ELE } 

 

 

그림 10 SC3의 전력 소비 구조 

 

 

4.5  간접 배출에 세금 부과 

간접 배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시나리오로 이후 SC4로 표기한다. 

이 방식은 적절한 세율을 정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과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론 상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문헌 

연구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새로운 세금을 만든 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납세자들이 느낄 때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제도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세금의 부과는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 그래서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정책 입안자들이 꺼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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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각 부문의 생산 활동에서 전력을 투입물로 사용 할 

때, 전력 가격에 외생적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모형화 했다. 이것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탄소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세율에 따라서 경제적 충격이 달라진다. 세율이 높아져서 

전력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전력의 소비가 줄어든다. 

각 경제주체들은 상승한 전력 사용 비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효율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게 된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전력에 세금이 

부과 되는 충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 볼 수 있다. 

 

4.6 간접 배출에 별도의 탄소 시장 형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직접 배출권 시장과 간접 배출권 

시장으로 이분하는 시나리오로 이후 SC5로 표시하겠다. 이 시나리오는 두 

배출권 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권의 가격도 별도로 운영된다. 

그리고 각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 모형에는 배출권 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서 SC1의 직접 배출만 규제하던 구조를 

바탕으로 전력 사용 부분에 새로운 배출권을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모형을 

변경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SC2와 비슷하나 SC2는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이 동일한 배출권을 사용한 데 비해, 이 시나리오에서는 서로 다른 

배출권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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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시나리오의 GDP 와 사회 후생이 BAU 

대비해서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탄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나리오 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GDP 는 약 1-2% 격차가 벌어졌고, 사회 후생은 약 

1.3-2.4% 만큼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결과는 그림 11 과 같다. 직접 

배출만 규제한 SC1 의 손실이 가장 적었고 발전 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 시켰던 SC3 의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2020년 BAU 대비 각 시나리오 별 GDP 와 사회 후생 비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 부문을 배출권 제도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시행 목적에는 반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IEA 2012 자료에 따르면 20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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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전세계 화석연료 탄소 배출의 38%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림 5 와 같은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발전 에너지 부문의 탄소배출이 

45%를 차지한다. 이렇게 탄소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발전 

부문이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발전 부문이 제외되면, 발전사들은 배출권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경감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부문에서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인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SC3 에서 GDP 와 사회 

후생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와 13 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1 단계(2015 년-2020 년)의 연도 

별 BAU 대비 GDP 와 사회 후생의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표 

5 에 나와있는 매해 온실 가스 경감 목표치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고, 보다 명료한 비교를 위해 BAU, SC1 과 실제 시행이 유력한 

SC2 만을 나타내 보았다. CGE 는 절대값이 아닌 상대적인 변수 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BAU 시나리오의 GDP 와 사회 후생을 100%로 두고 

상대 수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거시지표 모두 SC1 보다 SC2 에서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직접 배출만을 규제했을 때보다 

간접배출까지 함께 규제했을 때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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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DP 

 

 

 

그림 13 사회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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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나리오 별로 배출권의 가격을 살펴보면 그림 14 와 같다. 이 지표도 

CGE 시뮬레이션의 상대 가격 특성상 기준 가격 대비 변화율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BAU 에는 배출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SC1 의 배출권 

가격을 100%로 두고 다른 시나리오의 상대 수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의 총량을 늘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하나의 배출권으로 규제하는 

SC2 의 배출권 가격이 82.8%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앞서 GDP 와 사회 

후생 손실 순위로 예상했듯이 SC3 이 가장 높은 배출권 가격인 186.4%를 

보여주고 있다. 즉, SC3 의 탄소 비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 배출권 가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전 부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보면, 그림 15 와 

같이 발전량과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그 

결과 SC1 보다 SC2 에서 발전량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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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에서 간접 배출을 규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력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커져 전력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SC3 의 경우는 발전량은 가장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부문의 

배출량은 가장 적게 줄어드는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발전 부문에서 부담해야 했던 탄소 비용을 전력의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 부문은 

자신들이 배출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전원의 조합에 있어서 

온실가스 경감의 동기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발전 부문의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발전 부문 

외의 경제 주체들은 과다한 탄소 비용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저하되었고, 

그에 따라 전력의 수요가 줄어들어 발전량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발전량과 발전부문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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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가격 면에서도 이러한 수요 감소가 반영되어 상대적인 가격 변동 

폭이 결정되었다. 탄소 비용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전력 가격은 대체로 

상승하였지만, 전력 사용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여 발전량이 보다 많이 

줄었던 SC2 의 전력가격이 SC1 의 전력가격 보다 덜 상승했다. 배출권의 

비용은 전력 가격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기에 실제로 전력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SC2 가 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CGE 에서는 상대 

가격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16 SC1, SC2의 전력 가격 변화 

 

본 연구의 분석대상 화석연료 중에서 탄소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이 

석탄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는 석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전 부문이나 철강 산업과 같이 기존에 석탄을 활용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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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던 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산출물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고, 가격은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C2 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7 과 같다. 이 산업 부문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을 탄소 

집중도가 낮지만 가격은 비싼 투입물로 대체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확보하여야 했을 것이다. 이런 탄소 비용은 해당 산업부문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고, 제품의 가격도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제품 수요의 감소 때문에 산출물과 온실가스 배출이 함께 

줄어들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온실 가스 배출에 있어서 발전 

부문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산업이 철강 산업이다. 그림 

5 에서 보듯이 발전과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이 두 부문의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은 전체 경제의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7 SC2의 발전, 철강, 석유화학 부문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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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별로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을 때 

거시 지표의 전반적인 하락이 생긴다. 그리고 직접 배출만 규제했을 

때보다 간접배출을 함께 규제할 때 그 폭이 커진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산업이 생기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간접 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그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한 SC1 과 SC2 의 비교 결과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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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장단점을 살펴 

보았고, 우리나라가 2015 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비용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 시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도 

디자인의 적합성이 그 성패를 가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행중인 EU ETS 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배출권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배출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 그 결과 탄소 비용 

부과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도도 매우 높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탄소 비용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본 연구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 와 사회 후생이 하락한 것도 그 증거이다. 따라서 탄소 비용 부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온실 가스 감축을 달성 할 수 있는 제도 디자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출권거래제 방안을 CGE 

모형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을 때, 직접 배출만 규제 한 방안의 지표 

감소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탄소 배출 행위에 간접배출 

행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배출권거래제에도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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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간접 배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 지표만을 살펴보면, 간접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별도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배출권을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거시 지표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들의 반발을 얻어 정치적인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에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 배출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본 연구 모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 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할 

것이다. 

현재 시행이 유력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하나의 배출권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큰 장점은 저렴한 배출권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배출권의 양을 적절히 늘려주고,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함께 관리하여 

최적의 비율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찾게 함으로써, 한계 

저감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배출권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력의 소비자들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효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의 동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생겼고, 이는 정부가 간접배출을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포함시킨 의도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방안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시장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61 

 

적절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배출권의 공급 총량을 정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 하락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을 때의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 시행 

중에 배출권의 총량을 줄일 수 있거나 가격의 하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력 요금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서 탄소 비용을 전력 요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비자가 탄소 비용을 적절히 

부담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유인이 부족하고 정책의 

효과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력 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에서 탄소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탄소 비용을 절감시키면 경제에 주는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력의 생산과 소비 측에 모두 탄소 경감의 동기가 생기게 

된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구의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배출권을 경매에 

의해 할당하게 되면 정부에게 새로운 수입도 생기게 된다. 이 새로운 

수입을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탄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잘 투자한다면, 현재의 예상 결과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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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계점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범위는 우리나라에 국한 되고, 아직 다른 나라 

탄소 시장과의 연계가 검토되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단일 국가 CGE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탄소 비용의 부과를 

미루거나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산업체들만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산업시설들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상까지 함께 

고려하여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 국가 모형으로 

발전 시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탄소 비용의 절감을 위해 

다른 나라 탄소 시장과의 연계를 검토 할 때에도 다 국가 모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CGE 모형은 Asafu-Adjaye와 Mahadevan(2013) 연구와 같이 완전 

경쟁 시장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연구에서는 불완전 경쟁과 규모에 대하여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IRS)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부가 임의로 시장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시장은 항상 청산되고 실업이나 유휴 시설이 없다는 가정 

또한 본 모형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모형에서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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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한계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만의 배출권거래제 모형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이에 초점을 맞춘 CGE 모형 설계가 필요했다. 

그리고 본 연구가 그 첫걸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구체적인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설계도가 나왔을 때, 이 모형을 발전시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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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 is planning to start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from 1 Jan 2015. This is going to include indirect emissions even 

though other countries have opted for exclusion. We can expect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is regulation will vary from previous 

research since the scope of emission activity was defined differently. 

This research explains the results of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simulation with several scenarios of indirect emissions. The 

results show that both GDP and welfare declined through all scenarios. 

Even though the best option is to regulate direct emissions only, we 

have to include indirect emission. Either taxing on indirect emission or 

creating a separate market is better in terms of costs.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feasibility of the regulations, administration costs 

and marginal abatement costs. Thus, the second best option may be to 

aggregate direct and indirect emissions and submit unity allowances. 

And all economic agents can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abatement 

activities. 

 

Keywords: Green gas, Emission trading system, CGE,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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