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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염주체로 하여금 환경혁신에 얼마나 큰 유인을 제공하는가를 기준으로 환

경정책을 평가하는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는 1970년대 시작된 이후 

약 40여 년 동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

서는 이렇게 누적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다.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진행되었는데, 환경혁신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둔 채 동태적 효

율성의 크기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2000년 이후로 접어들

면서는 보다 환경혁신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요인이 환경혁신의 발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환경혁신의 결정인자를 분석하

는 연구가 등장하며 그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27.8% → 45.5%). 또한 사후

처리기술과 청정기술은 속성의 차이 때문에 혁신에 있어서 더 크게 영향 받는 

요인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환경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목표로 하는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에 적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분야가 성숙되고 지구온난

화와 기후변화 등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정책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기술경제학적 관점이 등장하였으며 

연구의 추세도 기술경제학의 관점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200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술경제학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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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채택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환경기술에 대한 민간의 투자

는 기술주도형 정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정보기술(IT)이나 나노기술

(NT)같은 기술분야에 비해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은 기술주도형 정책으

로 인해 제공될 수 있다는 단초를 확인하였다. 또 청정기술은 기술주도형 정

책과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민간의 투자와는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내어,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정기술은 사후처리기술

보다 경제적 이점이 높으므로 기업에 의해 선호된다는 사실을 보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과거부터 최근

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추세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

적하여 추후 연구의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바라보는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환경정책의 목표가 환경기술혁신 쪽으로 기울고 있고, 따라서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주요어 : 환경정책, 동태적 효율성, 기술혁신, 기술주도형(Technology-

push) 정책, 시장견인형(Market-pull) 정책 

학  번 : 2012-21028  



v 

 

목   차 

초   록 ...........................................................................................................iii 

목   차 ............................................................................................................v 

표 목차 ......................................................................................................... viii 

그림 목차 ....................................................................................................... ix 

1. 서론.......................................................................................................... 1 

2.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7 

2.1 환경경제학적 관점과 기술경제학적 관점 .......................................... 7 

2.2 환경혁신 ........................................................................................ 10 

2.2.1 환경혁신의 종류 ................................................................... 10 

2.2.2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 ..................................................... 12 

3.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 14 

3.1 개요 ............................................................................................... 14 

3.2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등장 ........................................... 19 

3.2.1 Zerbe(1970) ....................................................................... 19 

3.2.2 Orr(1976) ........................................................................... 20 

3.2.3 Magat(1978) ...................................................................... 22 

3.2.4 Magat(1979) ...................................................................... 25 

3.3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성숙기 ........................................ 27 

3.3.1 Downing and White(1986) ................................................ 27 



vi 

 

3.3.2 Milliman and Prince(1989) ................................................ 31 

3.3.3 Jaffe and Stavins(1995) .................................................... 35 

3.3.4 Jung et al. (1996) .............................................................. 37 

3.3.5 Requate(1998) ................................................................... 39 

3.3.6 Requate and Unold(2001) ................................................. 41 

3.3.7 Montero(2002) .................................................................. 43 

3.4 환경경제학적 관점과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경합 ............................ 45 

3.4.1 Norberg-Bohm(2000) ...................................................... 45 

3.4.2 Fisher et al.(2003) ............................................................ 49 

3.4.3 Popp(2003) ........................................................................ 50 

3.4.4 Taylor et al. (2005a) ......................................................... 52 

3.4.5 Frondel et al.(2007) .......................................................... 54 

3.4.6 Horbach(2008) .................................................................. 56 

3.4.7 Villegas-Palacio and Coria(2010) .................................... 58 

3.4.8 정경화(2011) ...................................................................... 59 

3.4.9 Kalkuhl et al.(2012)........................................................... 60 

3.4.10 박호정(2012) ...................................................................... 61 

3.4.11 Bergquist et al. (2013) ...................................................... 62 

3.4.12 김수이(2013) ...................................................................... 63 

4.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분석 ......................... 64 

4.1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책 ................................................ 65 



vii 

 

4.2 공정혁신의 종류와 환경정책수단의 관계 ........................................ 73 

5. 기술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실증분석 ...................................................... 77 

5.1 분석자료 ........................................................................................ 78 

5.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 ................................................ 82 

5.1.2 기업체의 성과 ...................................................................... 89 

5.1.3 환경기술의 분류 ................................................................... 91 

5.2 분석 결과 ...................................................................................... 92 

5.2.1 기술주도형 정책의 환경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 92 

5.2.2 사후처리기술, 청정기술과 공공재원, 민간재원 간의 관계 .. 100 

6. 요약 및 의의 ........................................................................................ 103 

참 고 문 헌 ................................................................................................ 108 

Abstract ..................................................................................................... 134 



viii 

 

표 목차 

 

표 2-1 환경정책수단의 유형 ......................................................................... 8 

표 3-1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 17 

표 3-2 오염저감정책수단별 혁신에 주는 유인 ............................................ 30 

표 3-3 오염저감정책수단별 오염저감수준 .................................................. 30 

표 3-4 환경정책수단의 혁신 단계별 유인 제공 순위 ................................. 34 

표 3-5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소 ............................ 46 

표 4-1 ‘Group 3’ 선행연구 중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선행연구 .............. 66 

표 4-2 ‘Group 3’ 선행연구 중 기술경제학적 관점 이외의 선행연구 세분

화 ....................................................................................................... 68 

표 4-3 ‘Group 3’ 선행연구의 관점별 재분류 ......................................... 70 

표 5-1 환경기술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 79 

표 5-2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6T별, 재원별 현황 .......................... 87 

표 5-3 기업체 성과인정 SCI논문 게재수의 6T별 현황 ............................. 90 

표 5-4 6T별 민간재원, 공공재원 및 성과인정SCI논문게재수 사이의 상관관

계 ....................................................................................................... 97 

표 5-5 사후처리기술에 대한 기업체의 성과 및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간의 

관계 .................................................................................................. 101 

표 5-6 청정기술에 대한 기업체의 성과 및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간의 관계

 ......................................................................................................... 101 

 



ix 

 

그림 목차 

그림 2-1 환경혁신의 종류 .......................................................................... 12 

그림 3-1 오염배출저감 한계비용함수(pollution control marginal cost 

function) ............................................................................................ 28 

그림 3-2 오염저감의 기술변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 ................................... 32 

그림 5-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 83 

그림 5-2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 84 

그림 5-3 우리나라 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 85 

그림 5-4 재원별 연구개발비와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흐름 ....................... 88 

그림 5-5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6T별 민간재원 추이 .................... 93 

그림 5-6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6T별 공공재원 추이 .................... 93 

그림 5-7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

(ET) .................................................................................................. 94 

그림 5-8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

(IT) ................................................................................................... 94 

그림 5-9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

(BT) .................................................................................................. 95 

그림 5-10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

(NT) .................................................................................................. 95 

그림 5-11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

(ST) .................................................................................................. 96 

그림 5-12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

(CT) .................................................................................................. 96 



 

 

1. 서론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에는 환경오염을 

예방한다기 보다는 인류에 해를 끼치는 오염물질을 생활권으로부터 멀리 격리

시키는 데에 환경정책의 목적이 있었고, 주로 ‘명령지시적(command-and-

control: CAC)’ 정책수단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 명령지시적 정책수단으

로 인한 낮은 비용 효율성(cost inefficiency)과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

가 지적되면서 환경정책수단의 변화 요구가 발생하였고, 1970년대 초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Pays-Principle: 

PPP)에 입각한 정책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정책수단(economic 

instruments: EIs)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  1989년 

OECD 각료급 회의에서 환경정책에 있어 가격 및 시장기구의 역할에 대한 검

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991년 OECD 환경위원회는 ‘환경관련 경제적 수

단의 활용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A Council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in Environmental Policy)’을 채택하면서 경제적 

유인수단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 

경제적 정책수단은 상대적 가격의 조정(예. 과세제도) 또는 재정적 이전

(financial transfer)을 통해 경제주체에게 시장 신호(market signal)를 제공

                                            

 

 
1
 김승우 외 (2000). 환경경제학 – 이론과 실제. 167p. 서울: 박영사 

2
 김승우 외 (2000). 환경경제학 – 이론과 실제. 167p.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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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다3. 이 방식은 명령지시적 정책수단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을 가

지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점은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는 명령지시형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한데, 연구개발로 인한 더 효율적인 기

술로의 변화는 한계저감비용곡선을 하향 이동시켜 오염주체에게 오염저감비용 

및 규제준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준다. 또한 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생산비용이나 원자재비용까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환

경정책수단이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이 더욱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그 영향의 지역적 범위나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기존과

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development)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주의 깊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계속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이 위축되어 환경보호에 투자할 여력 또한 감소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그러나 인류가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

의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설계와 집행

이 필수적인데, 특히 환경친화적인 기술혁신은 오염주체로 하여금 비용효율적

                                            

 

 
3
 Barde, J. P. (1994). Economic instruments in environmental policy: Lessons from the 

OECD experience and their relevance to developing economies. (No. 92).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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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제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보다 높

은 수준의 환경의 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약 40여

년전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 이렇게 누적된 풍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연구로는 Jaffe et al.(2002)과 Requate(2005)가 있다. 먼저 Jaffe et 

al.(2002)은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및 기술혁신에 대한 경제적 이론 체

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경정책으로 인한 기술혁신 효과에 대한 이론적·실

증적 선행연구들을 각각 기술의 개발(invention and innovation)과 확산

(diffusion)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Jaffe et al.(2002)이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그에 관련된 이론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정리하고 추후 연구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반해, Requate(2005)에

서는 환경정책의 수단별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상대적 우위를 매긴 선행

연구들을 기술의 채택 및 확산(adoption and diffusion), 혁신 및 확산

(innovation and diffusion)으로 각각 분류하여 정리한 뒤, 선행연구의 분석결

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쟁상황일 경

우 경제적 정책수단이 명령지시적 정책수단보다 동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제도입안자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과세제

도는 장기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보다 더 높은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

며, 경쟁상황에서는 배출권을 경매로 할당하든(auctioning) 무상 할당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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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ring) 동태적 효율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도 이끌어낼 수 있

었다.  

위의 두 선행연구는 각각이 가진 목적을 달성하여 이후 연구자들의 통찰을 

도왔고 추가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Jaffe et 

al.(2002)의 경우 해당 논문에서 다룬 선행연구들이 주로 1980년대와 1990

년대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행연구들이 발표된 후 약 15년 가량 경과

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 동안 발표된 연구들과 함께 최근 연구 추세를 반영

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Jaffe et al.(2002)에 비하면 Requate(2005)는 보다 

후기인 2000년대 초반의 선행연구까지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지만 그 비중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의 주

된 논점이 여전히 ‘명령지시적 정책수단과 경제적 정책수단 중 어느 것이 기

술혁신(invention, innovation, adoption)에 더 큰 유인을 제공하느냐’, 즉 단

순히 명령지시적 정책수단과 경제적 정책수단의 상대적 우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동태적 효율성을 선택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Requate(2005)가 가진 또 다른 한계점이다.  

두 메타연구가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위의 논점이 왜 한계를 가지냐 

하면, 현재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 추세가 과거와 뚜렷하게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선행연구들은 환경기술혁신을 외생적

(exogenous)인 것으로 간주하고 미지의 영역(“black box”)으로 남겨둔 채 

오염주체로 하여금 환경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얼마만큼 제공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면, 2000년대 이후로 발표된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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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환경기술혁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기술혁

신을 발생하게 하는 결정인자는 무엇이며, 오염주체는 어떠한 경우 환경기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연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간

과하고서는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선행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여 환경정

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분야의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그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는 Jaffe et al.(2002)에서와 마찬가

지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논점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를 통해 약 40여 년간 논의의 흐름이 어떻

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하고, 왜 그러한 의견에서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강조되고 있으며 추후에 이 연구분야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

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분야에 기술경제학적 관점이 등장하는 시기는 

2000년 이후이므로 특히 2000년 이후 발표된 선행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다. 셋째, 선행연구로부터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세운 가설을 우리나라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 하여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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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는 이론과 환경혁신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알아본다. 그런 다음 

3장에서는 실제 선행연구들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4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그룹화하여 일관된 추세 또는 특징을 파악해본다. 5장

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

석을 진행하고 6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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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환경경제학적 관점과 기술경제학적 관점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은 크게 환경경제학적 관점과 기술경제학적 관

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환경경제학에서는 외부성과 공공

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재의 효율적 자원배분

을 위해서 어떻게 시장을 환원시킬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4. 환경재에 대해 효율적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과 환경재의 가치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경경제학 연구는 환경규제정책

의 경제적 분석과 환경자원의 가치평가에 무게를 두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

었다. 따라서 환경경제학에서 전통적인 동태적 효율성 연구는 기술혁신 자체

에 대해 관심을 두기 보다는 기술혁신이 일어났을 때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환경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기술혁신이 일어났을 경

우 소요되는 비용이 더 적으면 기업이 기술혁신을 시도할 유인이 있다고 보았

다. 

환경경제학에서 환경정책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규제 시점에 따라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분류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염주체에게 자율성

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령지시적 정책수단(command-and-control)과 
                                            

 

 
4
 김일중, 박근수(2001). 한국의 환경경제학 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0권 제3호,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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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정책수단(economic instrument)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명령지시적 정책수단은 오염수준과 저감 방

법 등을 규제당국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

고, 경제적 정책수단은 명령지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

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방법이다5. 

 

 

표 2-1 환경정책수단의 유형6 

구분 사전적 규제 사후적 규제 

명령지시적 

규제 

• 환경영향평가제도 

• 인·허가(배출시설 등) 

• 의무부과(신고, 등록,  

표시) 

• 환경보전 위한 지역지구제 

• 행정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 시설이전, 폐쇄) 

• 행정벌 

• 공급거부 

시장유인적 

규제 

(경제적 

정책수단) 

• 환경개선부담금 

• 폐기물예치금제도 

• 제품부과금 

• 오염배출권거래제도 

• 보조금 

• 배출부과금 

• 벌칙금 

 

 

                                            

 

 
5
 이시경 (1996). 환경규제 정책수단 선택의 쟁점과 기준.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p. 114. 

6
 이시경 (1996). 환경규제 정책수단 선택의 쟁점과 기준.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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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면서 어떤 정책수단

을 선택해야 하는 가에 못지않게 환경기술혁신이 어떠한 것이고 다른 산업에

서 일어나는 기술혁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기술혁신을 일어나게 하는 근

본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기술경제학에서는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7, 이러한 측면에서의 분석은 기술경제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경제학에서 어떻게 기업에 의해 기술혁신이 발생하는가를 선형적으로 

설명하는 모델로 시장견인모델(market-pull model)과 기술주도모델

(technology-push model)이 있다8. 시장견인모델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장의 수요(demand)가 있을 경우, 기술혁신기업이 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기

술혁신을 이룬다는 것이다. 반면 기술주도모델은 과학기술의 발달(supply)이 

기업으로 하여금 신제품 발명을 촉진시키고, 이를 상업화함으로써 기술혁신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경제학 관점에서의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

성 연구는 짧은 역사 탓에 아직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분류하려

는 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혁신의 어떠

한 측면(수요 또는 공급)을 촉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수 발표되고 있고, 이렇게 연구가 깊어지게 되면 자

연스레 분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7
 김태억 (2005). 진화주의 기술경제학과 ‘왈라스 함정’. 기술혁신연구 제13권 제1호, p. 6 

8
 김정홍 (2011). 기술혁신의 경제학. 제4판. 시그마프레스.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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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경혁신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에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환경의 질 

달성’은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분야에서의 기

술혁신은 어떠한 것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환경혁신의 종류와 세부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2.1 환경혁신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혁신은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마케팅혁신(Marketing innovation), 조직혁신

(Organizational innovation)의 네 가지로 분류하지만(OECD(2005), [그림 

2-1] 참조), 일반적으로 환경혁신(Environmental innovation)을 이야기할 

때는 앞의 두 가지인 제품혁신과 공정혁신만을 말한다. 마케팅혁신은 수요자

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기업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

데, 일정한 수준의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환경서비스’의 수요자는 주로 정

부 등 규제기관이며, 이로 인해 기업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

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조직혁신 같은 경우도 조직의 변

화로 인해 생산물이나 성과 등에 측정 가능한 정도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을 

조직혁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OECD(1997)) 그 발생 자체가 희박하다. 

또한 일부 실증연구에서 기업의 환경규제 준수 또는 생산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전담부서의 유무를 더미변수로 처리했을 때 환경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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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동의 수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난 바 있지만(Frondel et 

al.(2007)), 그 자체를 조직혁신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없다. 

제품혁신은 속성이나 용도가 기존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완전히 새로

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을 말하고, 공정혁신은 기존에 비해 현저히 개선되

었거나 완전히 새로운 생산 또는 운송방법을 일컫는다. 공정혁신으로 인해 단

위생산 이나 단위운송량 당 비용이 감소하거나 제품의 질이 상승할 수 있고,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공정혁신이 시행되기도 한

다.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혁신은 공정혁

신이다.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공정혁신이 성공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품혁신은 시장 유인(market incentive)이 적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Renning et al.(2004)). 이는 소비자가 환경 보호 의식이 강하며 환

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할 의지가 있을 때 기업체에서 제품혁신을 수행하나

(Kemp and Soete(1990)), 아직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시장에서 기업의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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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환경혁신의 종류
9
 

 

 

2.2.2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 

공정혁신은 다시 사후처리기술(end-of-pipe technology)과 청정기술

(clean technology)로 나눌 수 있다([그림 2-1] 참조). 청정기술은 생산방

법 내에서 사용되는 원자재 또는 생산활동으로 비롯된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며, 사후처리기술은 추가적인 장치나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

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청정기술은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도 사후처리기술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사후처리기술보다 청정기술의 개발

과 확산이 보다 바람직하다. 

보통 명령지시적(command-and-control) 정책수단이 사후처리기술을, 경

제적 정책수단(economic instruments)이 청정기술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견

해가 일반적이다. 기존에는 환경정책의 대다수가 명령지시적 정책이었고 청정

                                            

 

 
9
 Frondel et al.(2007)과 OECD (1997)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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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사후처리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적 정책수단의 정태적·동태적 

효율성이 주목 받으며 그 시행 비중이 크게 늘었고, 청정기술 자체의 환경적

·경제적 이점 때문에 현재는 사후처리기술 위주에서 청정기술 위주로 오염저

감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실제로도 청정기술의 혁신

이 사후처리기술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73년부터 1982년 

사이 미국의 오염저감투자는 사후처리기술에 대해 76~81퍼센트 정도 이루어

졌으나(Hartje and Lurie(1985), Bergquist et al.(2013)에서 재인용), 2003

년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헝가리, 미국 등 7개 국가의 4186

개 제조업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OECD 조사를 보면 각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76.8%의 업체가 청정기술 개발에 힘을 쏟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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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3.1 개요 

 

본 장에서는 약 40여 년간의 선행연구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선행연구부터 살펴보

면 국내에서는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경제학이나 정책에 관련된 연구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환경정

책은 경제적 정책수단 보다는 명령지시 위주의 방식이었고, 1990년대에 들어

오면서 경제적 정책수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시기에 경제적 정책수단에 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발간된 논문들의 경우 주로 환경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2000년대로 넘어

와서야 이미홍(2002), 박호정(2005), 정경화(2011), 김수이(2013) 등에서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을 그 특징에 따라 그룹화하

였다. 우선적으로는 선행연구가 발표된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연구

분야의 성숙도와 선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논점도 함께 고려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등장’으로, 발표된 시기

를 보면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발표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환경정책의 정책수단별 우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처음으로 동태적 효율성이라



15 

 

는 기준을 등장시킨 선행연구들이다. 이 그룹의 선행연구 이전에 존재하던 환

경정책의 효율성 연구는 행정적 실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 단편적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특정 정책수단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수단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선행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그룹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동태적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이용하여 특정 정

책수단 또는 정책수단별 상대적 효율성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해당 그룹에 속

한 선행연구 모두에서 환경정책을 평가할 때 다른 기준들보다 기술혁신

(invention, innovation, diffusion)에 주는 유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지는 않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한 의견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그룹은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성숙’이다. 이 그룹의 논

문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 주로 발표되었고 첫 번째 그룹의 선

행연구들보다 체계적으로 모델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환경정책의 수단별 동

태적 효율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특히 이전 선행연구에

서 구축된 비교적 간단한 모델에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차례로 추가함으로써 

분석의 정교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의 선행연구들이 각각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했다고 하면, 이 그룹의 논문들은 뒤에 발표된 논문이 

그 이전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모델을 정교화하여 이전 결과와 비교하는 

형태를 지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선행연구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

다. 데이터의 부족으로 실증연구는 적은 편이며, 존재하는 실증연구도 대리변

수를 사용하는 등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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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의 경우 이 그룹의 선행연구들이 쓰여진 당시에는 막 시행되기 시작

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함에 있

어 다른 기준보다 동태적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2000년대에 발표된 논문들이 속해있는 ‘환경경제학적 관점

과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경합’이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어떤 정책수단이 기

술개발 또는 확산에 가장 높은 유인을 주는가’라는 하나의 큰 주제에 대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그룹의 선행연구들은 그 주제에 머물

러있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

책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배출기준, 세율(tax rate)이

나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때 각 정책수단 하에서의 동태적 효율성을 비교한다

든지, 수요자로 하여금 개별 행동이 아닌 공동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결합

유인제도(coupled incentive scheme, CIS)의 시행이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채

택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연구가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

가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 여

겨 보아야 할 것은 2000년 이후 환경정책을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환경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있어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 대한 중요성에 많은 무게를 싣고 환경혁신을 어떻

게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명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위의 기준에 따른 분류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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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등장 

(Group 1) 

Zerbe(1970)
*
 

Smith(1972) 

Wenders(1975) 

Orr(1976)
*
 

Adar and Griffin(1976) 

Magat(1978)
*
 

Magat(1979)
*
 

Mendelsohn(1984) 

Ashford, Ayers & Stone(1985) 

McHugh(1985)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성숙기 

(Group 2) 

Downing and White(1986)
*
 

Milliman and Prince(1989)
*
 

Malueg(1989) 

Kemp and Soete(1990) 

Georg, Ropke & Jorgensen(1992) 

Carraro and Siniscalco(1994) 

Laffont and Tirole(1994) 

Jaffe and Stavins(1995)
* 

Biglaiser, Horowitz & Quiggin(1995) 

Jung, Krutilla & Boyd(1996)
*
 

Jaffe and Palmer(1997) 

Requate(1998)
*
 

Parry(1998) 

Stavins(1998) 

Goulder and Schneider(1999) 

Denicolo(1999) 

Requate and Unold(2001)
* 

이미홍(2002) 

Montero(2002)
*
 

신의순, 김호석(2003) 

 

환경경제학적 

관점과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경합 

(Group 3) 

Norberg-Bohm(2000)
* 

Jaffe, Newell & Stavins(2002) 

Popp(2002) 

Requate and Unold(2003) 

Fischer, Parry & Pizer(2003)
*
 

Popp(2003)
*
 

Anderson and Newell(2004) 

Jaffe, Newell & Stavins(2005) 

Taylor, Rubin & Hounshell(2005a)
*
 

박호정(2005) 

Requate(2005) 

Tarui and Polasky(2005) 

Krawczyk, Lifran & Tidball(2005) 

Taylor, Rubin & Hounshell(2005b) 

van Soest(2005) 

Puller(2006) 

Mazzanti and Zoboli(2006) 

Baker and Shittu(2006) 

주: *는 논문에 세부내용이 수록된 선행연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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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계속) 

 선행연구 

환경경제학적 

관점과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경합 

(Group 3) 

Kverndokk and Rosendahl(2007) 

Frondel, Horbach & Rennings(2007)*
 

Taylor(2008) 

Fischer and Newell(2008) 

Hart(2008) 

Horbach(2008)
*
 

Coria(2009) 

Liao(2009) 

Hagem(2009) 

Nemet(2009) 

Weber and Neuhoff(2010) 

Bayramoglu(2010) 

Villegas-Palacio and Coria(2010)
*
 

Bellas and Lange(2010)
*
 

Kemp and Pontoglio(2011) 

정경화(2011) 

Verdolini and Galeotti(2011) 

Gallagher and Muehlegger(2011) 

Rogge, Schneider & Hoffmann(2011) 

Lee, Veloso & Hounshell(2011) 

Coria(2011) 

Saltari and Travaglini(2011) 

박호정(2012a) 

박호정(2012b) 

Peters, Schneider, Griesshaber & Hoffmann(2012) 

Horbach, Rammer & Rennings(2012) 

Veugelers(2012) 

Kalkuhl, Edenhofer & Lessmann(2012)
*
 

De Cian and Tavoni(2012) 

Bergquist, Soderholm, Kinneryd, Lindmark & Soderholm(2013)
*
 

Hoppmann, Peters, Schneider & Hoffmann(2013) 

Bjorner and Mackenhauer(2013) 

김수이(2013) 

주: *는 논문에 세부내용이 수록된 선행연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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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등장 

 

3.2.1 Zerbe(1970) 

오염저감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행정적 실행가능성, 공

학적, 공중위생적 측면 등 단편적으로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형태였고, 특정 

정책수단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수단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선행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적 책임

과 절차법의 차이에 따른 효과, 그리고 자원 분배와 기술혁신에의 유인의 측

면에서 정책수단의 상대적 효율성을 다루었다. 분석 결과 자원분배나 기술혁

신 측면에서는 오염피해세(pollution damage tax), 배출세(emission tax), 투

입세(input tax), 직접보조금(direct subsidies), 기타보조금(variable 

subsidies), 생산세(production tax) 순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측면에서 볼 때 오염피해세가 가장 불

리하고 직접 규제나 벌금 형태의 정책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정책수단 효율성의 상대 우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술혁신’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환경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기술혁신에의 유인이 더 중요

하다는 관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20 

 

3.2.2 Orr(1976) 

많은 경제학자들은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 또는 그와 유사한 시장메

커니즘을 환경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길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행연구

에서 실제 적용 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 부과금 구조가 지역에 따라 달라

지는 점, 적절한 부과금 수준을 찾기 위한 작업을 반복하는 데에 막대한 조정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의 효율성에 의문

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Orr(1976)은 그러한 선행연구들은 배출부과금 제도를 

단기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배출부과금 제

도가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기술 변화를 위한 분권화

된(decentralized)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저자에 따르면 특

정 시점에 특정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 기술 

혁신보다 덜 중요하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나, 필수적인 자원의 희소성

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문제, 즉 환경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 형성에 있어 자원 분배에 두었던 역점을 장기적 기술 적

응(technical adaptation)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자는 자원 분배를 기준으로 설계된 배출부과금 제도가 적절한 방향

으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혁

신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여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가장 중

요한 사실은 자원분배를 위한 적정 가격이 혁신의 측면에서는 최적(optimal)

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분배를 위한 최적 가격은 파레토-최적 가격

으로 산정되지만 최적 혁신 가격(optimal innovation prices)은 할인된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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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극대화하는 혁신활동을 야기하는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적정 할

인율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뿐더러 지식에 대한 생산함수의 계수는 알려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correct”) 가격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첫째, 이 사실로 인

해 정책이 장기적이며 점진적인 체계를 가지게 한다. 사전적으로 정확한 가격

의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리 설계된 단계별 정책 시행은 혁신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전환비용(transition cost) 문제를 

상당부분 감소시킨다. 둘째, 부과금 수준의 지역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킨다. 같은 산업 내의 기업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존재하며 부과금 수

준이 지역별로 다른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의 정치적 수용성에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부과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혁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차등 적용되는 부과금으로 인한 분배의 효율성이 혼란의 비용을 상쇄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유에서 일단 점

진적 시행을 국가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과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의 효과도 발생한다는 점,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자기 통제(self-regulation)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바람직하

지 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배출부과금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

만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기본 정책으로서 우월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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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Magat(1978) 

본 논문은 배출세(effluent tax)와 배출기준(effluent standard)에 대한 비

교를 정태적 비교에서 동태적 비교로 확장시킨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저

자는 단일 가변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단일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가격수용 기

업들이 배출세와 배출기준 하에서 기술적 진보(technical advance)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경제학적 모델을 구성하여 이론적인 분석

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설계된 모델에서 기업은 노동(labor)이라는 단일 투입요소를 가지

고 단일 산출물과 배출부산물(effluent byproduct)을 생산해 내며, 기술이 진

보하는 경우 산출물 생산속도가 증가하고 오염수 배출 속도가 줄어든다고 가

정하였다. 이때 기술의 진보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

는 결과로 외부로부터 어떠한 기술진보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가 

주어진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혁신 가능 경계(innovation-possibilities 

frontier) 위에서 산출물 증가(output augmentation)와 오염 저감 증가

(effluent abatement augmentation) 사이에 분배될 때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혁신 가능 경계는 산출물 생산기술 개발과 오염 저

감기술 개발 사이의 상호교환(tradeoff)을 표현하는 것인데, 두 가지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경계는 볼록성

(convexity)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산출물 생산과 오염수 저감에 대한 기술은 

0이 아닌 속도로 항상 증대되며 퇴보하지 않고, 산출물 생산이 이루어지는 한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가정도 설정하였다. 산출물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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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 사이의 관계는 주어진 투입요소의 양과 기술수준에 대해 고정된 생산물 

변환 곡선(product transformation curve)으로 알 수 있는데, 이때 곡률에 

대한 척도로 변환 탄력성(elasticity of transform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변

환 탄력성은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과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 사이에 투입요

소(labor)를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느냐(substitutability)를 나타내는 기

준으로, 0일 경우 생산활동과 오염저감활동 사이의 투입요소 대체가 불가능하

다는 것을 뜻하고, 무한대일 경우 투입요소가 생산활동과 오염저감활동 사이

에서 완벽히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모델을 구축한 뒤, 일정한 배출세(constant tax)와 배출기준

(constant standard) 하에서 기업의 행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출

물 생산에 대하여 두 정책수단 모두 기술 진보로 인해 증가속도가 늦춰질 뿐 

성장이 아예 멈춰지지는 않는다고 나타났다. 오염수 배출에 있어서 배출기준

의 경우 배출속도가 일정하나, 세금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을 가정했을 때 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염수 배출이 증가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율을 증가

시켜야 하는데, 이때 정부가 오염주체들에게 초기 세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거나 증가하는 세금 함수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

다. 기술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노동이 대체하기 어려울 때, 즉 변환탄력성

이 1보다 작을 때 배출기준은 생산기술과 오염저감기술에의 투자를 모두 늘

리는 쪽으로 기술 진보의 방향이 수렴되는 반면, 배출세의 경우 생산기술에의 

연구개발투자는 늘리고 오염저감기술에는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였다. 반대

로 변환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배출세는 오염저감기술에의 투자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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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배출기준은 초기 기술개발 양상에 따라 더 생산기술에 투자하는 방

향을 택하든지 아니면 오염저감기술에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반응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두 기술 사이에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적인 분배는 시간

의 흐름(세금의 경우)이나 노동의 대체가능성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두 정책수단 모두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이 더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단기적으로는 두 정책이 정적 평형(static equivalence)을 이

루기 때문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합하면, 두 정책수단 사이에 연구개발 투자의 정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었지만, 어떤 기술에 연구개발 투자를 더 진행하느냐의 차이를 찾을 수 있었

고, 배출세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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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Magat(1979) 

 저자는 이전 논문에서 배출세와 배출기준이 기업의 연구개발 결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고 하면, 이 논문에서는 다섯 가지 정책수단이 기업의 

기술 개발(invention)과 그의 상업화(innovation)의 속도와 종류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정책수단으로는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s), 비-기술-기반 배출기준(non-technology-based effluent 

standards), 배출권 거래제도(marketable permits), 기술-기반 배출기준

(technology-based effluent standards),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 진보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만, 정책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또 기술진보

에는 연구개발 과정의 확률적 속성, 규제 집행의 불완전성, 규제 변수의 미래

가치의 가변성 등에 의해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거나 또는 그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정책은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의 기업이 

환경정책의 형태나 규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각각의 정책수단에 대하여 기술진보의 속도와 방향에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섯 가지 정책수단 모두 기업의 오염저감기술 혁신과 생산기술 혁신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반 배출기준, 비-기술기반 배출기준, 배출부

과금, 배출권 거래제도의 네 가지 정책수단 중 기술기반 배출기준이 두 가지 

기술 혁신에는 가장 약한 유인을 주지만 기술 확산에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술기반 배출기준, 배출부과금, 배출권 거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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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같을 경우 오염저감기술 혁신과 생산기술 혁신에 세 정책수단이 서로 

동일한 크기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정책수단은 각

각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저감기술 혁신으로 기술진보를 치우치게 하지만, 연

구개발 투자를 늘리게 하는지 또는 생산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보조금의 경우 초기에는 기술혁신을 노동 

증가(labor augmentation) 방향으로 편향되게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

업은 이 상황에 완전히 적응되어 기술 변화의 방향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

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보조금은 기술혁신을 노동 증가 방향으로 더 

치우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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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성숙기 

 

3.3.1 Downing and White(1986) 

이 연구는 분석에 필요한 모델을 구축한 뒤 여러 정책수단에 대하여 동태적 

효율성의 순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Milliman and Prince(1989)와 함께 환

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성숙기를 열었다. Downing and White(1986)

에서는 이윤극대화 오염주체가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환경혁신을 일으키

는 모델을 구축한 뒤, 4가지 정책(배출요금, 보조금, 배출권 거래제, 명령지시

적 정책수단)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 하에서의 정책 효과를 비교하였다. 시나

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염주체와 그로 인한 혁신은 전체 환경오염문제 

중에서 충분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 상황(marginal condition)

을 바꾸지 않는다. 둘째, 오염주체와 그로 인한 혁신이 충분히 중요해서 한계 

상황이 혁신으로 인해 변화하나, 규제 당국이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셋째, 오염주체와 그로 인한 혁신이 충분히 중요해서 한계 상

황이 혁신으로 인해 변화하고 규제 당국이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ratcheting”). 

이 연구에서는 비용함수를 기준으로 정책수단의 동태적 효율성을 비교하였

다. 한계비용함수는 [그림 3-1]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오염주체는 현재 

MCER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오염배출한계는 임의로 100 단위를 지

정해놓았다. 만약 정부의 오염규제당국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다면 오염

주체는 100 단위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P1의 배출요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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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P1의 배출저감 보조금, CJ단위만큼만 거래가능한 배출권 발행, 또는 CJ단

위에 해당하는 배출을 제한하여 P1보다 훨씬 큰 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3-1 오염배출저감 한계비용함수(pollution control marginal cost function)
10 

 

                                            

 

 
10

 Downing, P. B. & White, L.J.(1986) Innovation in pollution control.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3(1), 20p. 



29 

 

따라서 오염주체가 비용최소화 또는 이윤극대화 행동을 한다면 위의 모든 

정책수단은 오염주체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을 OC단위만큼 저감하고 CJ단

위를 배출할 것이다. 만약 P1이 오염물질을 한 단위 저감함으로써 얻는 한계

사회편익이고 MCER이 오염저감에 대한 사회비용함수라면, 정책 사용으로 인

해 사회적 최적의 오염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염저감에 있어 혁신

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계비용함수는 MCER′로 변화하며, 초기비용이 X 

dollar만큼 들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배출

요금, 보조금, 배출권 거래제도, 명령지시적 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3-2], [표 3-3]과 같다. 

먼저 정책수단별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혁신에 주는 유인의 크기를 살펴

보면 배출요금(effluent fee) 제도는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불충분한 유

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혁신으로 인하여 외부경제가 발

생하나 혁신 주체는 그로 인한 이익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

로 혁신이 부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 배출요금제도가 다른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선호될 수 있다. 반면 명령지시적 정책수단의 경우 어

떠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불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여, 나머지 경제적 정책수단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태적 효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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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오염저감정책수단별 혁신에 주는 유인
11

 

 Effluent fees Subsidies 
Marketable 

permits 

Direct 

regulation 

No change In 

marginal conditions: 
Optimal Optimal Optimal Deficient 

Change in marginal 

conditions, no ratcheting: 
Excessive Excessive Indeterminate Deficient 

Change in marginal 

conditions, ratcheting: 
Excessive Deficient Deficient Deficient 

 

 

표 3-3 오염저감정책수단별 오염저감수준
12

 

 Effluent fees Subsidies 
Marketable 

permits 

Direct 

regulation 

No change In 

marginal conditions: 
Optimal Optimal Optimal Too high 

Change in marginal 

conditions, no ratcheting: 
Too low Too low Indeterminate Too high 

Change in marginal 

conditions, ratcheting: 
Optimal Optimal Optimal Optimal 

 

 

 

 

                                            

 

 
11

 Downing, P. B. & White, L.J.(1986) Innovation in pollution control.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3(1), 28p. 
12

 Downing, P. B. & White, L.J.(1986) Innovation in pollution control.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3(1),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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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Milliman and Prince(1989) 

이 논문은 Downing and White(1986)과 함께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의 성숙기를 열었으며, 이후로 이 두 논문에서 주장한 정책수단의 순위를 

검증 또는 반박하기 위해 후속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모델이 점차 발전되

었다.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네 가지 측면에

서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이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러 기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술혁신의 확산 또는 채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변화

의 과정은 혁신(innovation), 확산(diffusion), 그리고 규제기관의 최적 대응

(optimal agency response)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는 시도된 바 없었고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둘째, 본 논문에서

는 모든 일반적인(“standard”) 정책수단을 같은 기준 하에서 분석하였다. 기

존 선행연구에서도 정책수단별 비교를 시도한 논문은 있었으나, 이 논문처럼 

명령지시적 정책수단(direct controls), 보조금(emission subsidies), 배출세

(emission taxes), 무상할당 배출권(free marketable permits), 경매할당 배

출권(auctioned marketable permits)의 다섯 가지 정책수단을 한번에 비교·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제도의 조정이 일어난 뒤 

기업의 반응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 

모두에 대하여 정치적 로비나 정보의 비밀화(information withholding)를 통

한 규제기관 최적반응 촉진 유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를 확장시켜 특허혁신과 비-특허(non-pat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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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그리고 오염산업 밖에서 일어나는 혁신에 대하여도 기술혁신에의 유인

을 분석하였다. 

 

 

 

그림 3-2 오염저감의 기술변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
13 

 

                                            

 

 
13

 Milliman, S. R. & Prince, R. (1989). Firm incentives to promote technological change in 

pollution control.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7(3), 2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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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확산, 규제기관 최적 대응의 세 단계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그림 3-

2]에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동일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모두 동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에서 

MD는 한계피해곡선을, MC는 한계오염저감비용곡선을 나타내며, 사전적으로 

정부가 최적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어 E*에 사회적 최적 오염수준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한 기업에 혁신이 일어나면(단계 1) 해당 기업의 한

계비용곡선을 MC에서 MC′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전체 산업에 비하여 한 

기업은 작은 부분이므로 산업 수준에서의 한계비용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의 확산(단계 2)이 일어나면 산업 수준의 한계비용곡선이 MC″

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책의 효율성을 되찾기 위하여 정책의 조

정이 필요하고, 규제당국은 오염배출 수준을 기존의 E*에서 E**로 감소시키는 

대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세 단계에 대한 유인을 다섯 가지 정책수단별로 분

석한 결과는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배출세와 경매할당 배출

권 거래제는 나머지 세 가지 정책수단보다 높거나 같은 순위를 보였으며, 오

직 이 두 정책수단 하에서만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과정을 통해 양의 순익

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주체는 나머지 세 가지 정책수단 하에서 확산

과 조정 단계의 손실을 혁신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절이 쉽지 않을 때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환

경에서는 기술혁신의 속도와 영향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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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환경정책수단의 혁신 단계별 유인 제공 순위
14

 

 Regulatory regime 

Direct 

controls 

Emission 

subsidies 

Free 

permits 

Auctioned 

permits 

Emission 

taxes 

Innovation 5 1 1 1 1 

Diffusion      

 1. Innovator,  

non-patent 
2 2 5 1 2 

 2. Non-innovator, 

non-patent 
4 2 4 1 2 

 
3. Innovator, patent 4 2 5 1 2 

 4. Non-innovator, 

patent 
4 2 4 1 2 

 5. Outside firm, 

patent 
4 2 4 1 2 

Optimal agency response      

 1. Industry,  

non-patent 
2-5 2-5 2-5 2-5 1 

 Con. adj. stance
*
 Oppose Oppose Oppose Oppose Favor 

 
2. Innovator, patent 1-4 5 1-4 1-4 1-4 

 Con. adj. stance
*
 Uncertain Oppose Uncertain Uncertain Uncertain 

 3. Non-innovator,  

patent 
2-5 2-5 2-5 2-5 1 

 Con. adj. stance
*
 Oppose Oppose Oppose Oppose Favor 

 4. Outside firm, 

Patent 
1 4 1 3 4 

 Con. adj. stance
*
 Favor Oppose Favor Uncertain Oppose 

*
: Con. adj. stance = Control adjustment stance 

                                            

 

 
14

 Milliman, S. R. & Prince, R. (1989). Firm incentives to promote technological change in 

pollution control.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7(3), 257p. 



35 

 

3.3.3 Jaffe and Stavins(1995) 

환경정책의 수단별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들은 이미 많이 존재

하며 어느 정도 관점도 일치되는 편이나, 실증연구들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

래서 이 선행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경제학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세(energy taxes), 에너지효율 보조금(energy 

efficiency subsidies), 기술기준(technology standards)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새로 짓는 1인가정 건물의 단열 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

는데, 논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경제적 정책수단이 사용되는 초기 단계였기 때

문에 사용 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정책수단 대신 에너지 가격을 

이용하였다. 또한 다른 논문들과는 달리, 여러 정책수단 중 어느 것이 더 좋

은지 비교하기 보다는 실제로 기술이 확산되는 과거와 현재의 양상을 비교함

으로써 어떠한 요소들이 기술 확산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두

었다.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종가세(ad valorem)인 에너지세가 10~25%일 때 주택 단열 효

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은 그보다 더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는 사람들

이 제도를 영구적이라고(permanent) 생각하는 경우 더 증가할 수 있고, 이 

비교는 단순히 기술 확산 측면에서의 비교이지 에너지수요에 대한 비교는 아

니다. 둘째, 분석결과로는 높은 단열효율기술을 사용하는 건축업자에 의해 다

른 업자들이 지식의 외부효과를 크게 누린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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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정보의 불완전성이 주된 문제가 아니며, 혁신

주체 이외의 기술 채택은 정보의 보급에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이 기술에 대하여는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명령지시적 정책수단의 

효과를 살펴보면 아무런 효과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에너지세가 한계상황

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이어서 전형적인 명령통제형 방식은 기존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본 논

문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경제학 모델을 구축하였는데 이 모델은 충분히 

유연하고(flexible) 널리 적용될 수 있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평가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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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Jung et al. (1996) 

이 선행연구는 Milliman and Prince(1989)의 논의에서 가정하였던 여러 

가지 제약을 완화하여 동일하게 다섯 가지 정책수단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이

다.  

먼저 이 논문은 분석을 기업 수준(firm level)에서 산업수준(industry 

level)으로 확장하였다. 산업수준에서의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첫째, 정책입안자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어떠한 환경정책을 실행하

였을 때 산업에서 진보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시킬 가장 큰 유인을 주는가 이

기 때문이다. 둘째, 배출권 시장에서 기업이 순 구매자인지 또는 순 판매자 

인지에 따라 유인이 달라지는데, 기업 수준에서의 분석 결과는 실질적으로 배

출권 시장에서 기술 채택에 대한 유인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모델 구축 시 산업 내

에 기업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한계저감비용함수가 연속적이거나, 볼록

성을 띠거나, 엄격히 증가하는 등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 내의 

기업들이 서로 이질적이라고 가정하여, 모두 동일한 기업이라고 가정한 

Milliman and Prince(1989)의 제약을 크게 완화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수준의 이윤 변화를 합친 시장 수준 유인(market-

level incentive, MLI)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

이 다섯 가지 가정을 하였다: 첫째, 배출권 거래의 경우 기업의 한계비용이 

하락할 때 배출권 가격도 하락한다. 둘째, 산업 내의 모든 기업은 신기술을 

도입한다. 셋째, 산업의 크기나 비용구조 그리고 오염 배출 수준은 어떠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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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단을 사용하는지 상관없이 초기에는 동일하다. 넷째, 기업은 분석기간 중 

진입하거나 진출하지 않는다. 다섯째, 산업의 산출물 시장가격은 신기술 도입 

이후 변하지 않는다. 

MLI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수단은 경매할당 배출권(auctioned 

marketable permits), 배출세(emission taxes)와 보조금(emission 

subsidies), 무상할당 배출권(free marketable permits), 차별화된 성과기준

(differentiated performance standards)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결

과를 보면 환경정책수단은 이질적인 산업 내에서 새로운 오염저감기술의 개발

과 채택에 주는 유인에 따라 분명히 구분 지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이 기업 

수준에서의 분석결과인 Milliman and Prince(1989)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래서 1990년 미국의 Clean Air Act에서 사용된 무상할당 배출권 제

도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무상할당 방식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정책수단보

다 더 적은 유인을 제공한다고 나타났고, 따라서 더 적은 기술개발과 채택이

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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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Requate(1998)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수단에 따른 오염저감기술 혁신에 대한 유도효

과를 분석할 때 오염원인 부문(pollution sector)만을 고려하고, 산출물 시장

(output market)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염원

인 부문과 산출물 시장을 모두 고려하여 배출세(effluent tax)와 경매할당 배

출권(auctioning off tradable permits)의 기술혁신에 대한 유도효과와 사회적

·사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이미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규제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Milliman and Prince(1989)의 가정을 그대로 따랐다. 기본 

가정으로는 산업 내에 n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완벽히 대체되는 

산출물을 생산하며 동일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기업들

은 선형 기술(linear technologies)을 가지며 일정한 한계비용(constant 

marginal (private) costs)으로 일정한 한계오염(constant marginal pollution

을 배출한다. 소비자의 선호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과 오염으로 인

한 비효용 또는 피해로 구분이 가능하다. 소비로 인한 효용은 하향하는 기울

기의 역수요함수를 가지며, 피해함수(damage function)는 총 오염물질 배출

에 대해 증가하며 볼록성을 가진다. 또한 한 기업의 기술혁신이 즉각적으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예. 특허) 혁신 기업만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

가 존재하며, 혁신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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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산출물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Milliman and Prince(1989)의 결

과와 달리 정책수단별로 고정된 순위는 존재하지 않고, 배출세와 배출권 거래

제 중 어느 것이 신기술의 도입에 더 큰 유인을 제공하느냐는 사회피해함수

(social damage function)나 배출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타났다. 또한 피

해변수(damage parameters)가 충분히 낮을 때와 충분히 높을 때 배출세가 

배출권 거래제보다 더 높은 유인을 제공하지만, 중간 정도의 범위에서는 배출

권 거래제가 배출세보다 더 높은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일반

적으로 항상 특정 정책수단이 선호되지는 않는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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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Requate and Unold(2001) 

Milliman and Prince(1989)나 Jung et al.(1996)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신

기술이 개발되면 모든 기업이 그 기술을 채택한다고 가정하고 채택 전후의 총 

비용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단일 기업은 다른 기업의 진보된 오염저감

기술의 투자로 인해 낮아진 배출권 가격에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

술의 채택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평

형 상태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

형상태에서 정책수단별 진보된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의 수를 내생화

(endogenize)하여 분석하였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규제기관이 신기술의 유효성을 알게 되는 게임상황

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게임상황은 시기선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첫째는 규제기관이 먼저 최적의 세율 또는 배출권 수량을 결정하고 기

업이 신기술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반대로, 

기업이 먼저 신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기관이 어떤 기업이 그리고 얼

마나 많은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했는지 관찰한 후 세율 또는 배출권 수량을 

조정하는 경우이다.  

분석에 사용된 모델에서는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수용자로 행동하고, 전체 시장에 비해 충분히 작기 때문에 단일 기업은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신기술을 채택함으로써 배출권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또 신규 진입자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으며, 

오염저감에 대한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기업에 따라 달라 비대칭적이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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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먼저 배출세와 배출권 거래제의 신기술 채택 유인 제공효과에 대하여 비교

해본 결과, 전통적인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는 반대로, 배출권 거래제는 진보

된 오염저감기술의 채택에 대해 배출세보다 더 높은 유인을 절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경매할당 방식과 무상할당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는 기술 도입에 주는 

유인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게임 상

황을 분석한 결과 두 경우 각각 동일하며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냈다. 또 

만약 배출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신기술의 상용화 이전에 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배출세는 지나치게 많고 배출권 거래제는 지나치게 적은 기

업으로 하여금 신기술을 채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반드시 배출세가 배출권 거래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투자의 준최적상태(suboptimality)는 기업이 

규제기관의 최적 대응을 예상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만약 

기업이 규제기관의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규제기관은 사후적으로 

배출권 발생 수를 조정함으로써 신기술 도입의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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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Montero(2002) 

기존의 선행연구들(Milliman and Prince(1989), Jung et al. (1996), 

Parry(1998))과는 달리 산출물 시장(output market)의 존재와 배출권시장 

또는 산출물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수단 사이의 동태

적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과점 시장에서 기업 간의 상호작용이 연구개발

(R&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정책수단은 명

령지시적 정책수단 중 배출기준(emission standards)과 성과기준

(performance standards), 경제적 정책수단 중 무상할당 배출권 거래제

(grandfathered tradable permits)와 경매할당 배출권 거래제(auctioned 

permits)이다. 

분석을 위하여 두 개의 기업이 산출물 시장에서 쿠르노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는데, 이때 기업 1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

를 낼 수 있다. 첫째는 직접효과 또는 비용최소화 효과로, 기업 1의 비용 절

감 또는 수익 증가가 기업 2의 산출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완전경

쟁 상황 하에서는 직접효과만 존재한다. 둘째는 기업 1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

업 2의 산출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략 효과(strategic effect)이다. 

이때 이에 대한 최적 대응으로 기업 2는 산출물을 늘림으로써 기업 1의 수익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적인 대응을 피하고자 연구개

발에 적게 투자하는 것이 기업 1로써는 최적의 행동일 수 있다. 분석에 사용

된 모든 정책수단은 연구개발 투자 이전에 사전적으로 환경기준 목표를 충족

시키도록 설정된 후 변하지 않고, 기업들은 모두 대칭적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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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첫째, 배출기준

은 배출권 거래제보다 높은 연구개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

는 배출기준 또는 성과기준 하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해당 기업의 비

용만을 감소시키고 경쟁기업의 비용은 낮추지 않기 때문에 전략효과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따라서 혁신 기업이 산출물과 수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로 인한 결과가 배출권 

시장 또는 경매를 통해 확산되어(spill over) 경쟁기업의 비용을 감소시켜 산

출물의 증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전략효과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둘

째, 배출권과 산출물 시장이 완전경쟁 상황이라면 연구개발에의 유인이 무상

으로 할당된 배출권의 수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무상할당과 경매할당 배출권 

제도가 동일한 연구개발 유인을 제공한다. 셋째, 기업들이 서로 대칭적이고 

배출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면 배출기준과 배출권 제도는 동일한 유

인을 준다. 만약 배출기준이 동일하지 않게 적용되는 경우 배출기준 하에서의 

총 연구개발은 오염저감비용이나 연구개발 생산함수(R&D production 

function)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보다 더 많거나 적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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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경제학적 관점과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경합 

 

3.4.1 Norberg-Bohm(2000) 

 태양광과 풍력 발전, 그리고 그 외 다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기술은 공공

재적인 성격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제한적이지만 확산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주도형(supply-push) 정책과 시장견인형(market-

pull)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네 가지 발전기술의 개발에서 미

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에너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어

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특히 상업화 단계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해보았다.  

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네 가지 발전기술은 각각 화석연료 기반의 가스 터

빈(gas turbines)과 석탄연소 공기유동층 연소법(coal-fired atmospheric 

fluidized bed combustion, 이하 AFBC), 재생에너지 기반의 태양광 발전

(solar photovolataics), 풍력 발전용 터빈(wind turbines)이다. 화석연료 기

반의 두 기술은 이미 상업화가 완료되었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두 기술은 아직 

상업화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의 상업화 과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

한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을 선택하였다. 분

석 결과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표 3-5]와 같이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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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소
15

 

 Renewables 

(Wind and PV) 

Fossil Fuel 

(Gas Turbines and AFBC) 

Industry 

Structure 

• Small firms 

• Single product 

• Craft production 

• Large firms 

• Multiple-related products 

• Automated production 

Financial 

capability 

• Limited in-house 

• Limited venture capital 

• Significant in-house 

Technological 

capability 

• Incremental and radical 

• innovation 

• Require government 

funding 

• Incremental and radical 

• Dual use(gas turbines) 

Sources of 

innovation 

• Limited transfer from 

• aero/space (PV) 

• On-going transfer from  

• aerospace 

• Steam turbines 

• Chemical Industry (AFBC) 

Private 

market niche 

• Limited green 

• consumers willing to pay 

• Remote, low density 

• Peaking power  

• (gas turbines) 

• Low grade fuels (AFBC) 

• Cogeneration 

 

                                            

 

 
15

 Norberg-Bohm, V. (2000). Creating incentives for environmentally enhancing 

technological change: Lessons from 30 years of U.S. energy technology polic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65(2), 1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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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를 살펴보면, 가스 터빈과 AFBC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술들과 기

술적으로는 비슷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두 기술 

모두 널리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민간의 틈새시장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인적 

역량과 제조 역량(human and manufacturing capability) 그리고 기업 내부에 

연구개발에 투자할 자원을 풍부하게 갖춘 산업 내에서 개발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에 풍력 발전용 터빈과 태양광 발전은 커다란 틈새시장을 점유하지 

못했으며, 존재하는 제한적인 틈새시장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있어 시장 위험

(risk)이 높고 기술개발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

너지 기업들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동안의 상업화 기간을 견디게 해줄 기

술적 역량이나 보완자산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주도형 정책과 시장견인형 정책

을 세심하게 결합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의 에너지기술 투자 

역사로부터 각각의 형태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기술주

도형 정책에 대하여는 첫째, 개발되어야 할 기술을 고르는 데 있어 잘못된 선

택(the problem of the government “picking winners”)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조로 연구개발 우선순위(R&D priorities)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기초 연구개발과 실증 단계를 적절히 구분하여 오직 필요

한 경우에만 실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잠재 개발자와 채택자들의 위험을 감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정지원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기술개발과 확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시장견인형 정책 측면에서는 첫째, 정부에 의해 형성된 틈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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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업화를 통해 기술이 효과적으로 상

업화될 수 있도록 확실성과 지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둘째, 기술 고착

(lock-in)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는 유연해야 하며, 다중오염원과 다중매체

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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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Fisher et al.(2003) 

이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선

행연구들에서 혁신으로 인한 사적 이윤(private gain)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오염 저감비용 효과(abatement cost effect)와 배출 지불 효과(emissions 

payment effect)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혁신 주체가 오염 저

감비용 효과와 배출 지불 효과의 고정된 비율만큼 혁신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다는 선행연구들의 가정을 완화하였다. 둘째, 혁신 기업 외의 다른 기업들이 

특허 기술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혁신 기업의 불완전한 전유성

(imperfect appropriation)을 고려하였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혁신의 수

요에 대한 환경정책의 효과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생 측면에서는 편익

이 비용을 넘어설 때에만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논

문에서는 혁신 시장의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의 후생 효과를 함께 분

석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매할당 배출권 거래제(auctioned permits), 배출세

(emission taxes), 무료할당 배출권 거래제(free permits) 순으로 동태적 효

율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으나,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이에 대한 증거

를 찾지 못하였다. 이 세 가지 정책수단의 순위는 절대적이기보다는 신기술의 

복제 범위, 혁신 비용, 한계환경편익함수(marginal environmental benefit 

function)의 상대적 크기와 기울기, 오염배출기업의 수 라는 다섯 가지 요인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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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Popp(2003)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1990 Clean Air Act(CAA) SO2 allowance trading

의 시행 전후 기술혁신의 정도와 패턴을 특허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1990년 

이전에는 반드시 연소 후 탈황기술(scrubber)을 써야만 했기 때문에 기기의 

저감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보다는 운영비용(operating cost)을 낮춰 규제준수

비용을 줄이는 쪽의 기술혁신이 다수 일어났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이후로는 

환경친화적이며 탈황 효율을 높이는 연구개발(R&D)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환경기술혁신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1990 CAA 시행 이전

에도 혁신이 상당부분 일어난 것으로 보아 명령지시적(command-and-

control) 정책수단도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나, 명령

지시적 정책수단에 의해 실행된 연구개발은 단순히 비용저감을 위한 것이며, 

여기서 저감된 비용만큼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예. 전기가격 

인하) 그 지대(rent)는 모두 기업들에 귀속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명령지

시적 정책수단은 생산적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R&D도 야기한 것

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990 CAA 시행 이후의 총 R&D 활동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아

니지만, 비용저감 혁신뿐만 아니라 오염저감효율 혁신도 함께 일어났다. 따라

서 유연한 정책은 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고, 지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 집중된 여러 연구보다 다양한 분야 

각각에서 하나씩의 성공적인 연구가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배출권 개수는 총

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을 저감시키려면 쓰이지 않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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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권이 남아야 한다. 따라서 이 정책의 즉각적인 효과는 총 배출을 줄이는 것

이 아니라 배출권에 대한 수요를 낮춤으로써 배출권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기술의 개발은 장기적으로 단위 배출

(unit of emission)에 대한 산출물 생산이 늘리고 미래에 더 엄격한 환경기준

을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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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Taylor et al. (2005a) 

SO2는 인간 건강에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오래 전부터 대중들에게도 그 해

가 인지되고 있었고 미국 정부도 SO2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1950년대부터 저감기술 시장을 형성하고자 했던 

법률 제정 및 규제는 주요한 것만 해도 아홉 차례에 이르며, 주요 공적 연구

개발 및 실증(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RD&D)의 실행

도 다섯 차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을 혁신의 전 과정인 발명

(invention), 채택(adoption), 확산(diffusion), 그리고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에 대해 특허, 전문가 설문, 컨퍼런스, 학습곡선, 경험곡선, 정부 연구

기관 조사 등의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발명 단계에 대해서 특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1970년 이전

에는 법률 제정 및 규제 활동과 공적 RD&D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970년 이후 특허 수

가 급속히 늘어나서 향후 약 20년 이상 지속하게 되는데, 이는 1970년 

CAA(Clean Air Act)가 국내에 SO2 저감기술 시장을 형성시켰기 때문이고, 

RD&D 재정지원 보다 기술에 대한 시장 형성이 기술 발명에 더 강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허 데이터를 두 가지 종류의 정책수단과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아도, SO2 저감기술의 발명에 대해서는 시장견인 방식의 정

부정책이 기술주도형 정책보다 더 높은 효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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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전 탈황기술(pre-combustion technologies)에 대한 특허는 1970년

대 초반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이는 1970 CAA가 상대적으로 엄준하지 않고

(low stringency) 매우 유연한 성과 기반(performance-based)의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9년 NSPS(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였고, 특허 활동을 가파르게 떨어뜨려 1990년 덜 엄격한 

CAA가 시행되어 연소 전 탈황기술의 시장을 재형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특

허 수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더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반면 엄격한 

NSPS는 저황탄(low-sulfur coal)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었고 기준 엄수에의 

시간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연소 후 탈황기술(Post-combustion 

technologies)이 널리 채택되도록 중요한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기술의 확산

에 따른 운영 경험은 경험학습에 의해 운영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정부는 또한 SO2 심포지움에의 재정지원을 통해 연소 후 탈황기술의 개발

과 관련된 모든 연구주체들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저

자(co-authorship) 패턴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자간 그리고 기

관간(interpersonal and interorganizational)의 지식 공유 채널이 확대되었고 

특히 1979 NSPS 이후 강한 연구 협력 공동체가 형성되어 1990 CAA 이후

까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소 후 탈황기술은 대표적인 시장기

반(“market-based”) 메커니즘인 1990 CAA가 시행되기 이전에 대부분 성

능적·비용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른 정책수단에 비하여 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가 뛰어나다는 증거는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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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Frondel et al.(2007) 

사후처리기술은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부수적으로 위해물질을 저감

시키기 위해 생산시설에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청정기술은 불필요한 부

산물뿐만 아니라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양도 함께 줄일 수 있다

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사후처리기술이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기 위

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청정기술 그리고 청정제품(cleaner products)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상쇄하거나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는 기

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

리하다. 그러나 규제의 특성이나 환경문제의 속성 때문에 이것이 항상 가능하

지는 않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이 왜 사후처리기술 대신 청정기술에 투자하는지 그 요

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전까지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사후처리기술 또는 

청정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OECD

에서 2003년 시행한 설문조사로 인해 전반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노르웨이, 미국 등 총 7개 국가에 대하여 2003

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총 4,186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

였다. 이 중 약 74%가 환경영향을 줄이고자 생산기술에 투자했고, 그 중 

76.8%가 청정기술에, 23.2%가 사후처리기술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는 일본이 가장 높은 86.5%, 독일이 가장 낮은 57.5%의 비중으로 청정기술

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독일이 전통적으로 명령지시 방식(command-and-

control)의 환경정책을 통해 사후처리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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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

다. 사후처리기술은 규제와 그것의 강도(policy stringency)에 의해, 청정기술

은 비용절감에 의해 혁신의 발생이 긍정적으로 영향 받는 것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나타내었다. 놀랍게도 시장 기반의 정책(market instruments)은 사후처

리기술뿐만 아니라 청정기술과도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환경세 같은 시장 기반의 규제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종종 강도가 희석되곤 

하며, 이렇게 규제의 강도가 약하면 기술혁신에 대해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환경감사나 공정제어시스템 같은 

조직혁신(organizational innovation)은 청정기술의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영기법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대폭 확대함으로

써 청정기술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 사이의 비용 간극(cost 

gap)을 넓힘으로써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다 늘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러나 모든 사후처리기술을 청정기술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

면 환경문제에 따라서 사후처리기술을 쓰는 것이 더 비용효율적인 경우도 있

기 때문이다. 청정기술로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일정 부분의 환경문제에 사후

처리기술이 여전히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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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Horbach(2008) 

환경 혁신의 결정인자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들은 특정 시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혁신의 전제조건일 수도 있는 경제적 성과의 역할이나, 환경혁

신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지표인 과거 혁신 활동을 살펴볼 수 없었다. 본 논문

에서는 독일의 패널 데이터를 통해 기존 연구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

였다. 이 패널 데이터는 특별히 환경 혁신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이나 압력단체의 영향 등의 변수는 사용할 없

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 분석은 환경혁신을 

종속변수로 하여 결정인자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분석은 환경혁신과 일

반적인 혁신, 그리고 혁신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들이 혁신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차이를 가져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기술적 

역량(technological capabilities)을 뜻하는 R&D와 고도 숙련 인력, 환경관리

기법(environmental management tools), 그리고 정책수단을 뜻하는 보조금 

항목이 환경혁신에 강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델의 

분석 결과, 혁신에 대한 매우 중요한 동기로써 규제 준수와 비용절감이 일반

적인 혁신보다 환경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

금의 존재는 환경혁신을 촉발했으며, 혁신활동에 있어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환경혁신에 대해 중요한 반면 고도의 숙련 인력은 다른 일반적인 혁신에

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 다음해에 고용이 늘어

날 것이라는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혁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



57 

 

여 ‘시장견인 가설(market-pull hypothesis)’을 확인했으나 환경혁신 보다는 

일반혁신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 과거의 업황은 두 가지 혁신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과거의 혁신, 즉 혁신에 대한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ies)은 두 혁신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

다.  

종합적으로 보면, R&D에 의한 기술적 역량(“knowledge capital”)의 증가

가 환경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로의존성은 일반혁신과 환경혁신 모두

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예상 수요 증가가 두 

종류의 혁신을 모두 촉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주도 이론(technology-

push theory)과 시장견인 이론(market-pull theory)을 모두 확인하였다. 환

경규제, 환경관리기법, 일반적인 조직 구조변화는 환경혁신에 강한 동기를 유

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가설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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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Villegas-Palacio and Coria(2010) 

본 연구에서는 기술 채택과 불완전한 정책 집행(incomplete enforcement)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로, 단일 세율(uniform taxes)과는 다

르게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는 기술채택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의 하락이 환경

규제를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편익(marginal benefit)을 감소시켜 기업으

로 하여금 규제준수행동을 변형시키도록 유도한다. 또한, 세금제도 하에서의 

기술 채택률은 규제 집행 전략에 의해 영향 받지 않으나 배출권 거래제 하에

서의 기술 채택률은 감시 확률에 대한 증가함수이다. 감시압력이 증가하면 배

출권 가격이 증가하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기 때

문에 채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가 새로운 오염저감기술

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배출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

염저감기술의 채택이 존재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규제 집행에 대한 감시활

동을 증가시킴에 따라 규제 위반이 크게 감소하므로 집행 비용을 줄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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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정경화(2011)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환경규제수단에 따라 탄소저감기술에 대한 

R&D 투자유인의 순위를 분석하였으나 에너지정책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점시장(Cournot)에서 경쟁하는 두 개의 기업이 신재

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의 도입과 동시에 배출규제(직접규제), 무상할당

방식/유상할당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등이 각각 도입되는 경우 탄소저감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유인 순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탄소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이나 새로운 탄소저감기술로 한정하며, 신재생에너

지기술에 대한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 과점기업들의 탄소저감기술 R&D 투자는 최종소비재시장과 배출

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배출규제와 유상할당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는 무상

할당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보다 더 많은 R&D를 유인한다. 이는 배출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탄소저감기술 R&D 투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상대적인 

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무상할당방식의 배출권 거래제

는 탄소저감기술 R&D 투자가 배출권가격의 하락을 유인하여 경쟁관계에 있

는 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유상할당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모든 기업들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 시장에서 발생하

는 양(+)의 간접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R&D 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

에 미치는 음(-)의 간접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유상할당방식의 R&D 유인

이 무상할당방식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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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Kalkuhl et al.(2012) 

이 논문에서는 오염을 저감시키기에 더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

등한 기술로 고착화(lock-in)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설

명하고 있다. 첫째로, 학습확산(learning spillovers)과 확산에 따른 시장실패

로 인한 위험프리미엄 때문이다. 둘째로, 두 기술 사이의 높은 대체가능성 때

문이다. 셋째로, 경쟁하는 기술에 대한 현 세대와 미래세대 비용의 범위 때문

이다.  

이러한 고착화 현상은 특히 엄격한 감축 목표 하에서 시장실패가 단독으로 

야기한 것보다 현저히 큰 사회 후생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다른 혁신보다 에

너지 시장은 이러한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거의 완벽한 대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실패

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되었으나 확산되지 않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에 보조금,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최소발전량

(minimum quota)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수단은 '승자

(winner)'를 골라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정보의 문제로 이것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승자 고르기(picking the winner)'보다 '패자 떨어뜨리

기(drop-the-losers)' 방식으로, 세금으로써 덜 효율적인 기술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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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박호정(2012) 

이 논문에서는 게이트웨이 설정을 통해 RPS와 배출권 거래제가 연계될 경

우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결

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CO2 감축수단

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될 예정인 RPS와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비용 상승을 통

해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단기적으로 발전

부하에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CO2 감축을 위한 기술편입 규모에 영

향을 주며, RPS의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공급의 상

대적 탄력성에 따라 전력가격을 인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박호정(2012)은 두 제도 하에서 획득되는 REC와 배출권을 연계시킬 

경우 충분한 거래유동성을 확보하여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의 

신축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장기적 관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에는 실물옵션(real option) 모형이 이용되었는데 배출권과 REC 간의 

호환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능하게 하였고, 배출권 가격과 REC 가격의 불확

실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배출권 및 REC 거래의 게이트웨이가 허용될 경우 REC 내지 배출권 판매에 

대한 신축성이 증가하는 옵션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보다 촉진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허용되지 않을 경우 최적투자분기점이 

낮아지게 되는, 즉 REC 가격이 증가함으로써 REC 시장에서의 투자 인센티브

가 현저히 감소하여 투자시기가 상당히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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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Bergquist et al. (2013) 

본 논문에서는 현재 유용 가능한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

준의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이론과 실증을 함께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정책수단은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규제자가 

기업의 오염저감비용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 변화가 미래의 

배출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경우 기술주도형 성과기준(technology-forcing performance standards)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감축 수준이 목표에 도달할수록 경제적 

정책수단과 성과기준 사이의 상대적 비용 차이는 현저히 줄어든다.  

본 논문에서는 스웨덴의 경우를 분석하였는데, 스웨덴은 1970년부터 1990

년의 기간 동안 주로 성과기준 정책에 의존해왔다. 상대적으로 긴 준수기간

(compliance period)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R&D

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공했다. 또한 공공-사적 부문 합동 R&D (joint 

public-private R&D)와 장기간의 협력, 정부와 기업간의 컨센서스 형성은 생

산과정에 내재된(process-internal) 오염저감기술 개발과 급격한 배출 저감, 

현저한 생산량 증가를 가능케 했다. 여기에 높은 규제 능숙도(regulatory 

competence)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중심의 정책수단(market-based 

instruments)보다 기술주도형 성과기준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사례가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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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김수이(2013) 

김수이(2013)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가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이끌어낼 수 있고, 우

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된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전

력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혁신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특허가 사

용되었고, R&D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력가격, R&D 투자액 등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 실시여부, 교토의정서 

부속서 Ⅰ국가 여부, G7 국가 여부 등 정책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었다. OECD

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투입액 데이터의 패널 분석 결과, 전력가격이 높

을수록 신재생에너지의 기술혁신이 높게 나타났고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경우, G7 국가일 경우, 그리고 부속서 Ⅰ국가일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혁

신이 높게 나타나 주로 정책적인 변수들이 기술혁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차원에서 입법화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규제수단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혁신

에도 일정부문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64 

 

4.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분석 

 

3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약 40여 년간 논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하고, 왜 

그러한 의견에서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강조되고 있으며 추후에 이 연구

분야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한다. 

본 장은 크게 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에 등장한 기술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술경제학적 

관점을 가진 선행연구가 2000년대 이후 등장하여 점차 그 빈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왜 일어났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두 번째는 공정혁신의 종류와 환경정책수단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공정

혁신은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기술 특성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다는 선행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논

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환경정책의 동

태적 효율성 연구 분야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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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책 

 

앞선 장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초기인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을 다룬 선

행연구에서 기술경제학적 관점, 즉 시장견인형 정책과 기술주도형 정책에 대

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전통적인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

율성 연구 논문에서는 환경기술혁신을 외생적(exogenous)인 것으로 간주하

고 미지의 영역(“black box”)으로 남겨둔 채 각 정책수단들이 오염주체에게 

기술혁신에의 유인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분석하는 환경경제학적 관점의 연구

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00년이 되면 이를 직접 명시적으로 언급한 선행연구

가 나오기 시작한다. Norberg-Bohm(2000)에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과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주도형(supply-push) 정책과 시장견인형(market-

pull) 정책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Taylor et al.(2005)은 미국의 

SO2 저감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기술주도형 정책이 시장견인형 정책보다 기술 

개발(invention)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덜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Horbach(2008)은 독일의 제조업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주도 효과와 

시장견인 효과를 모두 확인하는 등 환경정책에 대하여 기술경제학적 시각으로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한 논문이 자주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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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Group 3’ 선행연구 중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선행연구 

 기술경제학적 관점 

기술주도형 

정책과 

시장견인형 

정책 

모두 지지 

Norberg-Bohm(2000)*, Popp(2002), Taylor(2008), 

Horbach(2008)*, Verdolini and Galeotti(2011), Peters, 

Schneider, Griesshaber & Hoffmann(2012), Horbach, 

Rammer & Rennings(2012) 

시장견인형 

정책 지지 

Taylor, Rubin & Hounshell(2005a)*, Taylor, Rubin & 

Hounshell(2005b), Nemet(2009), Rogge, Schneider & 

Hoffmann(2011), Veugelers(2012) 

기술주도형 

정책 지지 

Lee, Veloso & Hounshell(2011), Bergquist, Soderholm, 

Kinneryd, Lindmark & Soderholm(2013)* 

주: *는 논문에 세부내용이 수록된 선행연구를 의미함. 

 

 

실제로 3장에서 ‘환경경제학적 관점과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경합’ 그룹(이

하 ‘Group 3’)으로 분류된 51개 논문 중에서 14편(27.5%)의 논문에서는 직

접적으로 ‘기술주도형 정책(technology-push policy)’과 ‘시장견인형 정책

(market-pull policy)’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기술혁신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중 어느 쪽을 촉진하는 것이 환경혁신에 더 효과적인지 분석하고 있어,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중 상당한 부분이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쓰여

진 14편의 선행연구가 각각 기술주도형 정책과 시장견인형 정책 중 어느 쪽

의 상대적 우위를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두 정책 모두 기술혁신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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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중요하다는 입장이 7개(50%)로 가장 많았고, 시장견인형 정책을 지

지하는 선행연구가 5개(35.7%), 기술주도형 정책을 지지하는 선행연구가 2

개(1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표 4-1] 참조). 그러나 환경정책 연구에 

기술경제학적 관점이 등장한지 이제 십여 년이 지났을 뿐이고 해당 관점에서 

쓰여진 선행연구들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 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디. 환경기술분야에 대해 기술경제학적 관점을 지닌 선행연구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68 

 

표 4-2 ‘Group 3’ 선행연구 중 기술경제학적 관점 이외의 선행연구 세분화 

분   류 논문 수 

기존 선행연구의 연장선 상에 있는 연구 

• 기존 선행연구에 가정 또는 제약 추가 / 완화 15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한 연구 

• 정책수단 설계 시 세부사항 고려 2 

• 정책수단 외의 요인 연구 2 

• 최적정책조합(optimal policy mix) 연구 5 

• 메타 연구(meta-study) 2 

환경기술혁신 자체에 대해 고려한 연구 

• 환경기술혁신의 결정인자에 대해 분석 6 

• 환경기술혁신의 결정인자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분석 부재 5 

총   계 37 

 

 

‘Group 3’에 속하는 선행연구 중 기술경제학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고 있지 않는 선행연구들을 주제에 따라 세분화해 보았고, 결과는 [표 4-2]

와 같다. 총 37편의 선행연구 중 15편이 기존 선행연구의 연장선 상에 있는 

연구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논문들이 전통적인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

구와 동일하게 환경경제학적 관점에서 환경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유인의 크기

를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단순화

되어 삽입되었던 가정을 제거하거나, 현실세계를 반영하기 위한 제약을 추가

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분석을 수행하여 환경정책수단 간의 우위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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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한 연구들도 있었는데(총 11편), 이들은 신

기술의 복제 범위나 혁신 비용 등 정책수단 외의 요인들이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제수준을 고정시키느냐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느

냐(rule/discretion) 또는 결합유인제도(coupled incentive scheme)를 도입

하느냐에 따라 정책 시행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한 최적정책조합에 대한 연구도 다수 시도되었는데, 단일 정책수단을 사용하

는 것 보다 두 개 이상의 정책수단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동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신기술 사용의 극대화를 목

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경우 단일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게 기존 선행연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연구들이 있는 반면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들(총 11편)은 환경기술혁신 그 자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여섯 편의 논문에서는 환경기술혁신의 결정인자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술주도형 정책이나 

시장견인형 정책 등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의 기술혁신 촉진에 대하여 언급

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기술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 분석하거나 

어떤 요인이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지 분석하고 있어, 기술혁신을 

추동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경제학적 관점

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다섯 편의 논문에서는 환경기술혁신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고려는 하고 있으나 분석이 행해

지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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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Group 3’에 속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Group 3’ 전체의 약 

40%인 20편의 선행연구가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쓰여졌고, 환경정책의 동

태적 효율성 분석에서 기술혁신 자체의 속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의 기간을 전반기(2000 ~ 2006년), 

후반기(2007 ~ 2013년)로 나누어 각 시기에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선행연구의 통계를 확인해보면([표 4-3] 참조),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기술경

제학적 관점의 선행연구 비중이 훨씬 높고, 이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비

중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에 대하여 기술경제학적 시각으로 

동태적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Group 3’ 선행연구의 관점별 재분류 

 기술경제학적 관점 환경경제학적 관점 총계 

전반기 

(2000 ~ 2006) 

5 

(27.8%)* 
13 18 

후반기 

(2007 ~ 2013) 

15 

(45.5%)* 
18 33 

총 계 
20 

(39.2%)* 
31 51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반기별 총 선행연구 중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선행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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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환경경제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지던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에 기술경제학적 관점이 등장하게 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존의 환경정책에 대한 연구 중 주요 주제였던 동태적 효율성을 기

준으로 한 정책수단별 우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상태

다.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양의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쏟아져 나왔으며, 2000년대 이후로도 보다 세분

화·다양화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정책수단의 상대적 우위

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적 정책수단이 명령지시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에 

대체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

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가 있다.  

둘째로는 환경정책이 기술혁신에 주는 영향의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룹의 선행연구들이 쓰여질 때 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다른 기준보다 동태적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받아들

여지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미 (다른 분야의 정책에서도 사용된) 

일반적인 정책수단을 고정시켜 놓은 뒤 시장상황을 단순화하여 가정하고, 그

럴 경우 정책수단별로 기업에게 기술개발 또는 확산에 대한 유인을 얼마나 제

공하는지 분석하는 형태의 연구였다. 그러나 환경기술혁신은 미래세대를 포함

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며(박호정)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이어서 정책 수용가

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점차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수단의 

설계에서부터 기술혁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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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에 발표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책의 동태적 효

율성을 평가하는 사후적인 관점에서보다 환경기술혁신의 결정인자를 규명하는 

사전적인 관점의 연구도 다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서는 기술혁신 자체의 속성 및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기술

경제학적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있다.  

셋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자원고갈이라는 커다란 환경문제가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문제와는 다른 형태의 해결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검토

한 선행연구의 통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 본 저자가 살펴본 총 81개 선행연

구 중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것은 23개로 약 28.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총 선행연구의 범위를 기술경제학적 관점을 가지는 선행연구 20개로 

좁히면 그 중 10개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것으로 그 비중이 50%로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환경문

제의 완화 또는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이 다른 온실가스의 저

감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상대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비용효율

적인 열쇠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다른 기술혁신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역

사를 가지고 있는 젊은 혁신분야이며 기초연구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환경정책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결과적으

로 기술경제학적 관점에서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을 다루는 연구가 늘어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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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정혁신의 종류와 환경정책수단의 관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환경혁

신 중 공정혁신이 일어난 경우 그것이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 중 어떤 종류

에 속하는지와 정책수단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Kemp 

and Soete(1990), Georg et al.(1992), Taylor et al.(2005), Frondel et 

al.(2007), Horbach et al.(2012)).  

사후처리기술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해로운 부산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기술인 반면, 청정기술은 부산물의 발생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의 투입

을 모두 저감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이다. 따라서 사후처리기술은 일차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이며,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기업

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지 않았을 때 부담하여야 하

는 부과금, 세금, 구매하여야 하는 배출권 등의 비용(A)’보다 ‘기술을 개발하

는 데 드는 비용과 기술 적용 시 규제준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것(B)’이 더 

작을 때(A > B)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청정기술의 경우 에너지와 자원의 투

입량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만큼 B에서 제외되므로, 사후처리기술의 

경우에서보다 더 쉽게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청정기술이 사후처리기술보다 환경적·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종류에 따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에 효과적인 정책이 다른지 

또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정책수단이 각각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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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수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Georg et al.(1992)는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에 대한 논의에 있어 초기

적인 선행연구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개발되는 기술

의 종류가 어떠한 형태의 것인지에 대해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다시 말해 기

술의 블랙박스(“the black box of technology”)를 열지 않고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정기술은 사후처리기술

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정

책의 설계·평가 시 반영해야 하고, 이 논문에서는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보

다 직접적으로 청정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를 통하여 유인

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Frondel et al.(2007)에서는 기업이 사후처리기술 대신 청정기술을 더 많이 

시행하게 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용 절감은 청정

기술에, 규제조치나 그의 엄격성은 사후처리기술의 시행을 촉진한다고 나타났

다. Horbach et al.(2012)에서는 보다 나아가서 서로 다른 종류의 환경혁신이 

어떠한 요소에 의하여 유도되는지 12개의 환경분야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했

다. Frondel et al.(2007)에서의 결과와 같이 사후처리기술의 혁신은 규제에 

의해서 더 유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난 비용절감이 수질, 토양, 소음 또는 위해물질 분

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나타난 사실을 보면, 청정기술이 우세한 재료·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감축 같은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덜 불리한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Frondel et al.(2007)에서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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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던 보조금의 경우 이 논문의 결과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있어 정량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나타났는데, 저자는 이를 이산

화탄소 감축이 상대적으로 젊은 혁신 분야(young innovation area)이기 때문

에 아직 기초 연구와 공공 기술 프로그램에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Georg et al.(1992)에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있는데, Georg et al.(1992)이 쓰여질 당시는 청정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나 청정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아직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시 말해 청정기술이 “젊은” 혁신 분야였던 시기이다. 따라서 

Horbach et al.(2012)의 결과와 같이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을 분류하

고 특성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명령지시적 정책수단이 사후처리기술을,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또는 

시장적 유인이 청정기술의 혁신을 유도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청정기술이라고 해서 늘 비용절감 요인에 의하여 개발이나 확산

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의 수명주기(life cycle)에 따라 보조금 등의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의 효율성 연구 분야에서 공정혁신의 종류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왜 주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환경정책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환경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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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비교에 초점을 두었고, 특정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을 뿐 기술혁신에 대한 고려는 없

었다. 그러나 그 이후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동태적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평가뿐만 아니라 아예 정책의 설계 시 기술혁신을 촉진하게끔 고려해서 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의 논의는 위의 주장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기술에 대한 혁신은 그 속성과 결정인자가 서

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기술의 혁신을 촉진시킬 것인지에 따라 환경정책을 설계할 때부

터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시행과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맥락은 환경정책의 패러다

임이 비용 중심에서 점차 기술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추후 환경정책의 전 세계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화해나갈 것인지를 예

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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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실증분석 

  

3장과 4장에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의 논점이 점차 기술 중심

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환경정책 연구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술경제학적 관점을 채택하여 우리나

라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이슈

는 4장의 선행연구 동향 분석으로부터 도출하였는데, 하나는 기술주도형 정책

과 기업의 환경혁신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 혁신

에 대한 정책 시행 효과의 차이점이다. 5.1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대하

여 설명하였고, 5.2에 분석 결과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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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석자료 

 

우리나라의 환경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와, 그로 인한 기업체

의 성과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환경기술

분야를 규정하고 이를 분리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기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규모와 성과에 대한 통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환경기술분야를 규정하여 연구개발투자와 

성과를 분류한 자료가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6개 미래유망신기술(6T)16을 

기준으로 환경기술분야(ET)로 분류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환경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은 [표 5-1]과 같고, 나머지 5개 기술분야의 세부기술 분류는 

부록 1에 실었다.  

 

 

 

 

 

 

                                            

 

 
16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선순위설정: 2002~2006(KISTEP)’에서 설정한 6개의 기술분야로, 

미래사회에서 경제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6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중점개

발 대상기술을 선정함. 6개 기술분야로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

주항공기술(S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이 있고, 이들은 기술간 융합의 확대와 대규모 

사업화를 통한 연구개발이라는 특징이 있음. 이 6개의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국가차원의 핵심기술 확보 필요성에 따라 77개의 중점개발기술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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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환경기술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17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환경 

기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배연탈황․탈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원에서 고효

율로 제거시키는 기술,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저

감기술, 다이옥신․수은 및 기타 중금속과 같은 

미량유해물질 제거기술, CO2․NOx․SOx․VOC 

제거․처리기술 및 악취제거기술 등 

자연환경‧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복원기술 

오염토양․지하수 정화 및 복원기술(불량매립지 

복원기술, 폐광지역 환경복원기술, 유해화합물, 

오염지역 정화기술, 자연정화 촉진기술, 오염지

하수 확산방지기술), 하천정화 및 호수 부영양

화 저감기술, 토양․지하수 복원 요소기술(난분

해성 유독물질 정화를 위한 혁신기술․기기․장비 

개발),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술(GIS를 이용

한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기술) 등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질소․인 제거기술, 고도처리기술, 하수처리장 

자동화를 위한 Fuzzy 이론의 적용 등 전문가 

시스템, 산업폐수 고도처리기술, 정수장․하수처

리장 효율향상기술, 오수․분뇨․축산폐수 복합처

리기술 등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폐타이어의 재생기술,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매립지 안정화기술, 소각 

및 열분해․용융기술,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

사료화를 위한 염분제거기술 등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환경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등 환경 정보화 기술, 미래형 환경 위해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

물질의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DB 구축 등 통합관리 기술 

기타 환경기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환경기반기술 

 

                                            

 

 
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통계표 
-. 129-1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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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환경기술분야 세부기술 분류표(계속)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에너지 

에너지소재 기술 

초고온용 구조 및 기능재료 개발 기술, 시너지재

료 기술, 연소 및 발전부품 개발 기술, 고기능 미

세원료 합성 및 공정제어 기술, 고효율 가공제어 

재료 기술, 에너지 변환 및 저장소재 기술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고효율 폐열회수기술, 장거리 열수송기술, 열공급

기술 등 

고효율 반응분리공정 

기술 

고효율 분리공정(분리소재 및 촉매개발 포함)기

술, 반응분리동시공정기술(반응증류, 반응흡착, 막

반응, 반응흡수), 고효율 반응기 설계, 막모듈 설

계 및 제작기술, 기상 및 액상 흡착기술, 석유화

학물질 및 생물활성물질분리를 위한 액상흡착 및 

막분리, (석유)화학공정의 배기가스로부터 유효성

분 회수 및 환경유해성분 제거기술, 수소․CO․합

성가스․ETBE․카르복실산 제조 반응분리공정기술 

연료전지기술 

용융탄산염형(MCFC)․고분자형(PEMFC)․고체산

화물형(SOFC)․직접메탄올형(DMFC)․초소형 실

리콘(μ-Si FC) 연료전지, 기타 연료전지 기술 

수소생산 이용기술 

화석연료로부터 수소제조 기술 고효율화 (기후변

화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집중 분리), 자연에너

지/대체전원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 생산기술, 저

장․직접(IC엔진 등)/간접연소 등의 이용 관련기

술, 바이오매스로부터 열화학적 수소 생산, 기타 

신개념의 수소 제조/저장/이용 기술 등 

바이오에너지기술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생산기반

기술 및 공정 개발, 폐수․음식 쓰레기 등에서부터 

메탄가스 생산(혐기소화) 및 매립지 가스 이용, 

바이오 수소 생산 공정 개발 등 

에너지저장 이용기술 

전기화학적인 에너지저장 원리를 이용하는 차세대 

기술, 분자구조가 제어된 에너지저장용 첨단소재 

기술, 마이크로미터 이하급 초정밀 제조 기술, 무

공해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서의 활용 등 

기타 에너지기술 

석유/석탄/가스 에너지 기술, 에너지절약기술, 전

기발전기술, 2차 전지(리튬전지 등)기술, 태양광/

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에너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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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환경기술분야 세부기술 분류표(계속)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청정 

생산 

청정원천공정기술 

미생물전환공정․건식세정․초임계 활용공정 기

술, 청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공정진단 및 관리

개선 기술, 청정생산을 위한 공정모사 및 제어

기술, 환경친화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생산 공

정의 전 과정 평가기술 등 

환경친화형소재 
(Eco-material) 

개발기술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소재 (천연소재포함), 

장수명 부품소재개발, 유해 납이 포함되지 않은 

납땜 등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염소․phosgene 등 대체기술, 유해용매 대체기

술, 수용성 용매․페인트․무기질시멘트, 산․알칼

리 대체공정기술 등 

공정내재자원화 
(Internal Recycle) 기술 

멤브레인을 활용하여 폐수중의 염료회수 및 재

사용, water pinch 기술을 사용한 공정폐수 재

사용,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기타 청정생산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 

환경 

해양환경 관리기술 

해양환경 감시 및 예측기술․해역별 종합감시 관

리체계․해양환경피해 저감기술․해양환경 감시 

장비 제작 및 계측기술 등, 연안오염 감시 및 

관리기술․첨단기법(원격탐사, 해양부이, 계류)

에 의한 입체감시 기법 시험개발, 적조방제 및 

저감기술 등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술․연안역의 친환

경적 이용 및 활용기술․유해물질(유류포함) 관

리 및 방제기술, 해상오염물 제거 및 방제기술․

연안습지(갯벌) 재생 및 연안생태계 복원 기술 

등 

기타 해양환경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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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 

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에 대해서는 자체사용연구개발비와 재원별 연구개발

비의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서 발간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18
’에서 수집하였다.  

연구개발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

는데,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원으로 총 액

수로는 세계 6위권, GDP 대비 비중(4.03%)으로는 세계 2위권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9([그림 5-1] 참조).  

 

 

 

 

 

 

 

 

                                            

 

 
18

 1963년 ‘연구기관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매년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조사

하여 발표함.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비 등)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연구개발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19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KISTEP),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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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0

 

 

 

 

 

 

 

 

                                            

 

 
20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KISTEP),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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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연구개발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부·공공

재원은 13조 33억원, 민간재원은 36조 7,753억원, 외국재원은 1,118억원으

로 각각 26.1%, 73.7%, 0.2%를 차지21하여 정부·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

에서 더 활발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2]참조). 

 

 

 

그림 5-2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22

 

 

                                            

 

 
21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KISTEP), 6p. 
22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KISTEP),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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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는 2011년 기준 정보기술(I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ET), 생명공학기술(BT), 우주항공기술(ST), 문화기술(CT)

의 순서대로 그 크기가 크며, 특히 정보기술의 경우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가 

많은 나노기술에 비해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기술과 정보기

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간의 연구개발비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환경기술(ET)은 전체 연구개발비 중 10.9%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5-3] 참조). 

 

 

 

그림 5-3 우리나라 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3

 

                                            

 

 
23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KISTEP),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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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용연구개발비는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와 자체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에서 외부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연구개발주체는 

크게 공공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립병원), 대학(국공립, 사립), 기업체(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로 나뉘어 있

다.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투자된 금액이 각각 어느 원천

에서 발생하는지 정리해놓은 통계자료이다. 이 자료는 재원에 따라 정부공공

부문, 민간부문, 외국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나, 6T별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특정 기술분야의 개발에 사용한 비용이 어디에서부터 기인

한 것인지 알아야 투자에 대한 성과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재원별 연구개발

비도 6T별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나

타난 각 기술분야별 연구개발비 비중이 재원별 연구개발비에서도 동일하게 유

지된다고 가정하였다([표 5-2] 참조). 

자체사용연구개발비와 재원별 연구개발비 모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

개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용연구개발비를 6T별

로 분류하여 환경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2004년부터 되어있기 때문이다. 충분치 못한 관찰수로 인해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양질의 자료이기 때

문에 일단 이를 무시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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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6T별, 재원별 현황
24

 

 

환경기술(ET)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2004 1110365.17 18728.87 6496361.21 109576.13 529744.01 8935.36 

2005 1114420.60 17602.20 7432218.28 117391.43 496143.03 7836.55 

2006 1023618.52 20499.68 8151050.24 163238.43 690806.76 13834.56 

2007 1522860.59 48946.87 9164792.92 294569.27 970676.16 31198.89 

2008 1949691.61 58257.15 10011151.91 299135.11 1142115.73 34126.63 

2009 2257800.26 94319.20 10414242.21 435053.11 1275662.82 53290.59 

2010 3004755.80 116282.59 12478734.90 482920.96 1366659.52 52889.06 

2011 3567856.31 125749.39 14625118.77 515463.53 1767334.94 62289.87 

합계 15551368.85 500385.96 78773670.45 2417347.98 8239142.98 264401.50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문화기술(CT)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재원 

2004 1895210.19 31967.10 232291.46 3918.13 129673.36 2187.24 

2005 2418152.67 38194.57 112838.39 1782.28 53140.52 839.35 

2006 3148445.29 63052.89 123502.18 2473.34 253964.23 5086.06 

2007 3248147.83 104400.02 129405.46 4159.27 88250.66 2836.50 

2008 3631426.79 108507.72 127782.49 3818.17 149859.64 4477.83 

2009 3865212.62 161468.57 160090.22 6687.74 173703.01 7256.41 

2010 4773295.51 184724.21 189741.75 7342.91 272755.74 10555.51 

2011 5296990.80 186692.88 280521.96 9887.02 218010.27 7683.79 

합계 28276881.70 879007.96 1356173.90 40068.86 1339357.44 40922.70 

                                            

 

 
24

 2004~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KISTEP)에서 발췌 및 계산하여 삽입함.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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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재원별 연구개발비와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흐름 

 

 

재원별 연구개발비와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흐름을 도식하면 [그림 5-4] 

같다. 민간재원은 민간부문재원과 외국부문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대학에서 쓰이기도 하나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으므로 민간

재원은 모두 기업체에 쓰였다고 가정하고, 외국부문재원을 제외한 민간부문재

원만을 민간재원으로 다루었다. 공공재원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체 모

두에 쓰이는데, 공공에서 기업체에 연구개발 명목의 비용을 지원한 것은 기술

주도형 정책 시행의 결과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기

술주도형 정책 시행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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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기업체의 성과 

투자에 대한 기업체의 성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성과통계 자료 중 ‘성과인정 SCI논문게재수 현황’을 이용하였다([표 

5-3] 참조). 성과 통계는 성과제출부처, 제출사업, 제출년도를 기준으로 산출

되었다. 이 자료는 6T별, 연구수행주체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연구수행주체

는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로 분류

되어 있어, 연구개발비 자료의 ‘연구개발주체’와 항목이 상이하다. 이러한 현

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나 기업체에서 지출 명목으로 ‘연구개발’을 설정

하는 것과, 실제로 각 경제주체들이 비용을 집행하여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내

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하여 연구에 쓰기도 한다. 

연구성과를 연구개발비 및 재원과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주체와 연

구수행주체를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연구

소, 출연연구소, 정부부처를 묶어 ‘공공연구기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묶

어 ‘기업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

년의 연도별 데이터가 존재하나, 위의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분석

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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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기업체 성과인정 SCI논문 게재수의 6T별 현황25 

 2007 2008 2009 2010 2011 

환경기술(ET) 133 163 196 154 184 

정보기술(IT) 124 109 93 128 118 

생명공학기술(BT) 174 228 102 149 150 

나노기술(NT) 68 71 77 39 58 

우주항공기술(ST) 3 6 4 3 3 

문화기술(CT) 2 2 5 3 5 

 

 

 

 

 

 

 

 

 

 

 

 

                                            

 

 
2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www.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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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환경기술의 분류 

4.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환경기술이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 중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에 효과적인 

정책이 다르며, 특히 기술주도형 정책은 사후처리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시

장주도형 정책은 청정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Kemp and Soete(1990), Georg et al.(1992), Taylor et al.(2005), 

Frondel et al.(2007), Horbach et al.(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6T 중 환경기술분야를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로 분류하여 환경정책과 연구개발의 성과와의 관계가 

환경기술의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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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석 결과 

 

5.2.1 기술주도형 정책의 환경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그림 5-4]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체에서 자체사용한 연구개발비

의 재원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기술주도형 정책의 시행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시간적 선행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부가 시행한 기술주도형 정책, 즉 기업체로의 직접적

인 재정지원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기술혁신과 그 추세를 

함께하기 때문에(Lanjouw and Mody(1996)), 정부의 기업체에 대한 연구개

발 재정지원이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그에 

따라 환경기술혁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 중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를 나타내

어 시간에 따라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그림 5-5] ~ [그림 5-

12] 참조). 그래프를 살펴보면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우주항공기술(ST)과 문화기술(CT)를 제외

한 나머지 네 가지 기술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위 

두 기술분야의 경우에도 다소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큰 흐름

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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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6T별 민간재원 추이 

 

 

 

그림 5-6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6T별 공공재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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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ET) 

 

 

 

그림 5-8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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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BT) 

 

 

 

그림 5-10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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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ST) 

 

 

 

그림 5-12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에 대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추이(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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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6T별 민간재원, 공공재원 및 성과인정SCI논문게재수 사이의 상관관계 

   민간재원 공공재원 성과인정SCI논문게재수 

ET 

민간재원 
상관계수 1 0.6897* -0.7043 

유의확률  0.0864 0.2957 

공공재원 
상관계수 0.6897* 1 0.1111 

유의확률 0.0864  0.8889 

성과인정 
SCI논문게재수 

상관계수 -0.7043 0.1111 1 

유의확률 0.2957 0.8889  

IT 

민간재원 
상관계수 1 -0.3892 0.7455 

유의확률  0.3881 0.2545 

공공재원 
상관계수 -0.3892 1 -0.2587 

유의확률 0.3881  0.7413 

성과인정 
SCI논문게재수 

상관계수 0.7455 -0.2587 1 

유의확률 0.2545 0.7413  

BT 

민간재원 
상관계수 1 0.7915** -0.1002 

유의확률  0.0340 0.8998 

공공재원 
상관계수 0.7915** 1 -0.9879 

유의확률 0.0340  0.0121 

성과인정 
SCI논문게재수 

상관계수 -0.1002 -0.9879 1 

유의확률 0.8998 0.0121  

NT 

민간재원 
상관계수 1 -0.0687 -0.7708 

유의확률  0.8836 0.2292 

공공재원 
상관계수 -0.0687 1 -0.1663 

유의확률 0.8836  0.8337 

성과인정 
SCI논문게재수 

상관계수 -0.7708 -0.1663 1 

유의확률 0.2292 0.8337  

ST 

민간재원 
상관계수 1 0.7214* -0.6612 

유의확률  0.0673 0.3388 

공공재원 
상관계수 0.7214* 1 -0.6808 

유의확률 0.0673  0.3192 

성과인정 
SCI논문게재수 

상관계수 -0.6612 -0.6808 1 

유의확률 0.3388 0.3192  

CT 

민간재원 
상관계수 1 0.9885*** -0.4809 

유의확률  0.0000 0.5191 

공공재원 
상관계수 0.9885*** 1 0.1444 

유의확률 0.0000  0.8556 

성과인정 
SCI논문게재수 

상관계수 -0.4809 0.1444 1 

유의확률 0.5191 0.8556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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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별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표 5-4] 참조). IT와 NT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 기술분야에

서 양의 상관관계26를 보였으며, 그 값도 약 0.7에서 거의 1.0 사이에 분포하

여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사이의 높은 양의 선형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IT와 

NT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NT의 경우 그 값이 거의 0에 가까

우므로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사이에는 선형의 상관관계

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5-4]에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기업체의 연

구개발 성과의 지표로 사용한 ‘성과인정SCI논문게재수’를 포함한 상관계수를 

함께 정리해놓았는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 또는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사이에는 선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거나 또는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여기에 대한 원인

으로는 성과의 지표로 논문 게재수를 택하였고, 일반적으로 SCI논문이 게재되

기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연구기간

까지 포함하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성과의 지표로 특허를 선택하여도 마찬가

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데, 특허등록 및 공개까지도 최소 1년의 유예기

간이 소요되며 특허의 출원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연구기간만큼의 시차는 발

                                            

 

 
26

 여기에서 상관계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Pearson 상관계수라 0.9-

1.0이면 매우 높은 관련성을, 0.7-0.9면 높은 관련성을, 0.4-0.7이면 다소 높은 관련성을, 

0.2-0.4면 약간의 관련성을, 0.0-0.2면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수로 나오는 

경우 관련성의 강도는 위와 같으나 음의 선형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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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이보다 더 긴 자료는 유용이 불가

능하나, 추후 더 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시차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한다

면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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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사후처리기술, 청정기술과 공공재원, 민간재원 간의 관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정에 의하면, 사후처리기술은 

기술주도형 정책을 의미하는 기업체 자체사용연구개발비의 공공재원과, 청정

기술은 민간재원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후

처리기술에 대한 성과를 종속변수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5-5]와 [표 5-6]이다. [표 5-5]를 보면 사후처리기

술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분석의 의미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5-6]을 보면 청정기술의 경우 공공재원과 민간재

원을 모두 넣었을 때와 민간재원만 넣었을 때 모두 Adjusted R-squared가 

0.9를 상회하는 등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공공재원만 넣었을 때는 

이 값이 현저히 하락하며, 둘 다 넣었을 때의 경우 공공재원의 계수는 유의하

지 않으며 민간재원만 넣었을 때가 둘 다 넣었을 때보다 Adjusted R-

squared가 소폭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 보면 사후처리기술이 

공공재원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청정기술이 민간재원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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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사후처리기술에 대한 기업체의 성과 및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간의 

관계 

Independent variables Adj. R-squared Coef. P-value 

Both 

sources 

Public source 
-0.4124 

-0.1358 0.896 

Private source -1.8158 0.603 

Public source only -0.1180 -0.4875 0.502 

Private source only 0.0481 -2.0883 0.353 

 

 

표 5-6 청정기술에 대한 기업체의 성과 및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간의 관계 

Independent variables Adj. R-squared Coef. P-value 

Both 

sources 

Public source 
0.9019 

-0.1498 0.425 

Private source -2.0312 0.053** 

Public source only 0.3612 -0.5432 0.169 

Private source only 0.9023 -2.3318 0.009***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먼저 사후처리기술에 대한 기업체의 성과가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과 어떠한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수 있

다. 환경기술에 대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후

처리기술에 대한 성과는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였으며,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원인을 실증 

분석한 Frondel et al.(2007)에서도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사후처리기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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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체의 성과도 전

체 환경기술분야 성과 중 청정기술이 2007년 64.7%에서 2011년 87.7%로 

증가하는 경향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후처리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며 기술투자도 청정기술 쪽에 더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정기술에 대한 기업체의 성과가 민간재원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

은 선행연구에서 그 이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 Frondel et al.(2007)에서는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을 각각 규제의 

강도와 비용 감축(cost saving)이라고 해석하면서, 사후처리기술의 적용은 규

제에 더 의존하고, 청정기술은 시장에 의해 더 의존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

어냈다. 따라서 청정기술의 개발은 환경규제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의 

감소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고, 투자의 결정권을 지닌 경영진은 오염 저감 그 

자체 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Sola and Xavier(2007)) 민간재원은 청정기술에 대한 성과와 더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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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의의 

 

본 논문에서는 환경정책의 수단별 동태적 효율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메타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에도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그

를 종합하는 메타연구가 존재한 바 있으나, 그들은 전통적인 환경정책의 동태

적 효율성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환경정책의 동

태적 효율성 연구 추세가 과거와 뚜렷하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연구분야의 선행연구

를 정리하고 그를 종합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

히 이 연구분야에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기술경제학적 관점, 즉 기술혁신이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한 이슈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에 비용이나 행정적 실행가능성 측면에서만 다루

던 환경정책의 효율성 연구는 1970년대 들어 오염주체로 하여금 환경혁신에 

얼마나 큰 유인을 제공하는가를 기준으로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동태적 효율성 

연구로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후 환경정책의 수단별 동태적 효율성은 약 

40여 년 동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논의되어 왔다.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진행되었으며, 이전 선행연구

들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모델을 구축하여 정교하고 유기적인 분석을 시도했

다.  

2000년 이후로 접어들면서는 보다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기술경제학적 

관점으로 환경혁신의 결정인자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생겨났다. 이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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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기술혁신에 주는 영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정책수단의 설계에서부

터 기술혁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로는 주로 199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던, 정책수단을 고정시켜 

놓은 뒤 시장상황을 단순화하여 가정하고 정책수단별로 기업에게 기술개발 또

는 확산에 대한 유인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분석하는 사후적인 관점의 연구보

다 환경기술혁신의 결정인자를 규명하는 사전적인 관점의 연구가 다수 나타났

다. 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자원고갈이라는 거대한 환경문제의 등장은 이

의 완화 또는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해결방법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

이 다른 해결책을 필요로 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이며 상

대적으로 비용효율적인 열쇠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환경정책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높게 만들었다.  

환경정책의 동태적 효율성 선행연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사후

처리기술과 청정기술로 분류되는 공정혁신에 관한 내용이다. 사후처리기술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해로운 부산물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기술인 반면, 

청정기술은 부산물의 발생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의 투입을 모두 저감하기 위

해 설계된 기술이다. 따라서 사후처리기술은 일차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규

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이며, 청정기술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에

너지와 자원의 투입량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청정기술의 혁신은 사후처리

기술의 경우에서보다 더 쉽게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들에서는 청정기술이 사후처리기술보다 환경적·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

에 청정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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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목표로 하는 기술의 혁신이 어느 형태의 기술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촉진하기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두 가지 교훈 – 기술경제학적 관점의 증가, 

사후처리기술과 청정기술의 구별 필요성 – 을 얻을 수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

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경제학적 관점을 채택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

저 6개 미래유망신기술(6T)에 대하여 각각 기술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정부의 기술주도형 정책 시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

기술(ET)에 대한 민간의 투자는 생명공학기술(BT), 우주항공기술(ST), 문화

기술(CT)와 함께 기술주도형 정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정보기술

(IT)과 나노기술(NT)에서는 민간의 투자가 기술주도형 정책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기술을 포함한 네 개의 기술분야와 같이 공

공재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민간의 투자가 사회적 최적에 비해 과소 투자

되고 있는(underinvested) 기술분야에서는 민간의 투자 유인이 기술주도형 

정책으로 인해 제공될 수 있다는 단초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환경기술분

야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지표인 SCI논문 게재 수를 사후처리기술에 대한 것

과 청정기술에 대한 것으로 분리하여 각각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와 정부의 

기술주도형 정책 중 어느 것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사후처리기술은 둘 중 어느 것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정

기술의 경우 기술주도형 정책 보다는 민간의 투자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에 따라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청정기술



106 

 

이 경제적 이점 때문에 사후처리기술보다 기업에 의해 선호되는 경향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

라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절약기술과 온실가스 저

감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중장기적인 저감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국무조

정실, 1999). 또 국제적인 연구 추세를 보아도 ‘환경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

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환경정책의 동태

적 효율성 연구는 ‘무엇이 환경기술혁신을 추동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기울

어있다. 무엇보다도 환경기술혁신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후생을 증가시키

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과 촉진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기술혁신에 높은 유인을 준다는 경제적 유인수단을 환경정책으로 도입한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조승국·곽승준(2000), 이미홍(2002)). 도입된 각

종 부과금 및 부담금이 낮은 요율로 인해 환경오염 억제효과는 미비하고, 단

순히 정부의 세수 확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환경혁신 유인 효과

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석준, 강만옥(2005)에 의하면 제조업의 환경오

염방지비용의 비중 변화는 노동수요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

정되어 제조업에 대한 환경규제 또는 환경지출의 증가는 적어도 고용을 감소

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황석준(2013)은 현행 오염물처리기술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노동에 따른 기술진보가 발생된다면 환경보

호와 고용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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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정부가 환경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현재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환

경기술혁신의 추동 원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적절한 정책을 설계하

고 집행한다면, 위의 두 선행연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환경기술혁신을 통

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환경기술혁신을 유인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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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국가전략기술분야 세부기술 분류표27 

 

정보기술(I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핵심 

부품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초광대역 광전송용 광증폭기 핵심소재 및 소자‧모듈 

기술, 광 ADM‧광 회선 분배기‧광 패킷 라우터 등의 

광 네트워크 노드용 광신호처리소자 및 모듈 기술

(Tunable LD, 고속 광스위치 등), 광 가입자용 저가

격 광통신 소자 및 모듈 기술 등 

집적회로기술 

메모리 IC(고속D램, Fe램, Flash Memory, SET메모

리 등)설계‧재료‧공정기술, 비메모리 반도체(MPU, 

DSP, ASIC, SoC 등)설계‧공정기술, 시스템 IC‧화합

물반도체 기술 등, CAD를 통한 회로설계 기술, 신반

도체 공정을 위한 Lithography‧E-beam 등 장비 기

술, 프로세서‧디지털 통신‧디지털 방송 등 시스템 설

계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기술 

ㆍ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기술 : 유기발광 재료

분야 기술, Active-Matrix OLED 패널분야 기술, 

구동회로가 일체화된 system-on-display(SOD) 

분야 기술 등 

ㆍ전계방출디스플레이(FED) 기술 : 대면적 전계 에미

터 분야 기술, 진공 패키징 분야 기술, 저전압 형광

체 재료분야 기술 등 

ㆍ3D 기술 

고밀도 

정보저장장치기술 

ㆍ광 저장장치: 경량 헤드 및 매체의 핵심기술 (설계, 

제작) 

ㆍ자기 저장장치: 고밀도 하이브리드형 저장장치 헤드 

및 매체기술 

ㆍ기타 저장장치: 차세대 고밀도 저장매체 및 헤드기

술(신개념 저장장치 기술) 

ㆍ표준화 기술: 국제표준화에 대처한 원천성 핵심기술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기존 디스플레이(PDP, LCD, CRT 등) 기술, 기존 저

장장치(HDD, CD-ROM, DVD 등) 기술, 디지털/위성 

방송용 부품기술, 디지털 가전부품 기술, 모터‧커넥터

‧PCB 등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등 

                                            

 

 
2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3).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통계표- 125-1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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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계속)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4세대 이동통신 

PHY 기술(고속 전송 및 품질 확보), 다중 안

테나‧AMC‧MUD‧coding 기술, 무선 MAC 기

술 및 IP 기술, Mobility‧Qos 및 Security 해

결기술 등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DWDM, 40Gbps OTDM, WDM over IP, 

Optical Fiber amplifier 등 네트워크 관련 기

술, 새로운 Fiber 및 LD‧PD‧All optical 

ADM‧switch등 부품기술, ATM-PON‧E-

PON‧WR-PON 등 차세대 가입자 망을 위한 

기술 

고속인터넷 네트워킹기술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유‧무선 인터넷 

통합 멀티서비스 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 

IP 및 IPv6 관련 무선 및 이동통신 분야의 

Mobility, QoS 및 Security 분야 기술, 고속 

라우터 기반기술 등 

기타 네트워크기술 

기존 통신망(전력, 전화, xDSL, 케이블 등) 

기술, 셀룰러 및 PCS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

술, 고정 네트워크(LAN, WLL 등) 기술, 기타 

네트워크 기술 

정보처리 

시스템 

및 S/W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기술 

이동전화 단말‧인터넷 정보가전 단말‧무선인

터넷 단말(PDA 등) 기술 등, 유․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저전력‧고성능 단말 설계 기

술, 동영상 복원 및 화면 출력 기술, 내장형 

실시간 운영체계 기술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정보인증보안기술, Secure Networking 인프

라 및 서비스 기술, 초고속 유무선 통합 네트

워크 보안기술, IT-BT 응용 정보보호 서비스 

기술 등 

전자상거래기술 

B2C‧B2B 기술, 차세대 e-비즈니스인 U-비

즈니스 기술,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협업 비즈

니스 기술, 모바일 비즈니스 기술, 디지털 비

즈니스 기술, 지능형 비즈니스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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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계속)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정보처리 

시스템 

및 S/W 

신호처리기술(영상‧음성

처리‧인식‧합성) 

생체인식기술, 대화형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 및 지식 처리 기술, 다국어 자동 번역 기

술, 언어 정보 인식 기술, 영상 정보 인식 기

술, 내용 기반 영상정보 검색기술, 영상정보 

서비스 응용기술, 바이오 정보 분석 기술‧바이

오 신호전달망 상호작용 예측 기술, 바이오 정

보검색 기술, 바이오 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 

정보검색 및 DB기술 

웹‧DB‧XML 통합 정보 기술, 웹 마이닝 및 

정보 클러스터링 정보구조화 기술, 분산 검색

기술, 텍스터 마이닝 기반 지능형 정보검색 기

술, 통합정보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 

프로파일링 및 맞춤정보 서비스 기술 등 

기타 
정보기술 기타 정보기술 ITS, GIS 기술, 기타 전기전자 요소기술(센서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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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B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기초‧ 

기반기술 

유전체기반기술 

신규 유전체 자원 탐색 및 확보기술, 유전체 

서열 고속해독 및 분석기술, 유전체 구조해석

기술, 유전자 발현 및 대량생산기술, 화학유전

체 기술 등 

단백질체 연구 

단백질공학기술, 구조생물학기반기술, 단백질

체 구조 및 기능해석기술, 단백질 발현 및 생

산기술, 생체 내 단백질의 상호네트워크분석기

술, 단백질체 고속분석기술, 질병 치료제 및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신규마커의 탐색 등 

생물정보학기술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대량 DB 구축 및 관리, 

바이오 DB의 mining을 통한 유용생물정보 발

굴, 단백질의 3차 구조 및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노화연구, 유전자발현 조절기술, 극한 환경에

서의 생명체 연구,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신

호전달 연구, 면역 제어 및 세포기능 조절기작 

연구, 생체물질의 구조‧기능연구, 유전정보 및 

기능 유전체학을 이용한 질병 유전자 기능연

구 등 

뇌신경과학연구 

신경독성 기전 연구, 신경영양인자 및 신경세

포재생연구, 뇌신경질환의 역학 연구, 병인기

전 연구 및 조기 진단법,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 

생물공정기술 

대사공학 기술,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

질, 아미노산 및 대사산물 생산기술, 재조합 

동물 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고생산

성 생물공정 기술, 세포주 개발기술, 단백질 

정제기술 등 

생명공학 산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

자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바이오식

품‧바이오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평가기술, 유전자 변형 동식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등 

바이오칩 개발기술 DNA chip, protein chip, lab-on-a chip 등 

기타기초‧기반기술 
physiomics, Bio-MEMS, 생체모방 기술, 달

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공학 기초‧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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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B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계속)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보건의료 

관련응용 

바이오신약개발기술 

약물전달기술, 신규 질병표지물질 개발, 변

환단백질 치료제(치료용 항체, 면역독소 항

암제, 치료용 백신)개발, 신약후보물질 초고

속 검색기술 등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한 면역조절기술, 퇴행

성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개발, 개인

중심의 맞춤치료기술 등 

생체조직 재생기술 

세포분화기술, 조직재생 유도기술(tissue 

engineering), 줄기세포 배양, 3차원 세포배

양기술 등 

유전자 치료기술 

치료 유전자 발굴 및 유전자 전달 벡터개발, 

유전자 조절 스위치 개발 및 벡터의 효율 향

상, 유전자 치료제 및 DNA 백신 등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신기능 바이오 촉매 기술, 유용 천연물 탐색

‧활용 기술, 바이오 의약품‧소재 개발, 신약 

후보물질 활용기술 등 

한방응용기술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학의 생명자원 산

업화, 생명공학기술의 한방응용기술 등 

의과학‧의공학 기술 분자의과학 연구,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등 

식품생명공학기술 기능성 식품개발기술 등 

기타 보건의료 관련 

응용기술 

의료정보체계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

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 

해양‧ 

환경관련 

응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해양형질전환 동식물, 발생생물공학, 

육종기술, 생물체 복제기술, 곤충이용 기반

기술, 형질전환 실험동물 모델개발, 형질전

환 동식물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등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생물 다양성 활용기술, 국가 생물다양성 조

사‧보전, 농업‧해양 생물자원 확보 및 유전

체 분석‧활용기술, 분자표지를 이용한 작물 

및 가축의 분자육종 체계 확립, 해양자원을 

이용한 신의약‧신소재 탐색 개발 및 활용기

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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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B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계속)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농업‧ 

해양‧ 

환경관련 

응용 

동식물 병해충 제어기술 
병충해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기술, 병

충해 감염 조기 진단 chip 개발 등 

환경 생명공학기술 
환경 친화형 생물소재 개발, Bioremediation 

등 

기타 농업‧해양‧환경 

응용기술 

실험동물 이용 기술, 고유 식품 개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해양 관련 생명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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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N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전자소자기술 

터널링 자성저항을 이용한 RAM 기술개발, 

nano-CMOS 구조설계‧모사‧제작 및 대체

소재 개발, 자성 TMR 및 TMR 소자집적, 

단전자 트랜지스터 개발 등 

나노정보저장기술 

나노미터 크기에서 새로운 물리화학적 현

상을 발생/감지할 수 있는 기초과학 기술, 

소형화된 전자 혹은 자기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나노공정 기술, 나노소자의 작은 

신호증폭에 의한 나노센싱 기술 등 

가변 파장 광소자기술 

반도체 나노결정립 형성 및 제어, 자기조립 

기술, 나노패터닝 기술, 다층구조 형성기술, 

유무기 하이브리드 기술, 소자 제조 기술 

등 

나노 photonics기술 

양자우물과 광자결정 결합에 의한 신기능‧

고성능 LED‧LD 구현, 광자결정구조를 활

용한 고성능 도파로 및 광병렬 회로 구현, 

광통신용 광자결정 ADD/DROP 필터, 

MUX/DEMUX 구현 

기타 나노소자 및 

시스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자 및 시스템 

기술 

나노소재 

나노소재기술(나노분말소재, 
광학용 나노소재, 고기능 

시너지 소재, 
촉매‧환경‧기능소재에 

중점) 

나노구조화 소재(나노분말, 나노결정립 벌

크, 나노구조 박막)의 제조 기술, 나노소재

의 성능평가 기술개발(물성 측정 및 해석), 

나노소재의 활용기술 개발(소자화, 부품화, 

시스템화) 

기타 나노소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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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N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계속)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나노 

바이오 

보건 

나노 바이오 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 

나노바이오물질 합성 기술개발(분자소자 및 

분자기계를 위한 핵심소재), 제한된 공간에서

의 바이오 분자의 구동 및 측정기술, 나노바

이오 물질의 특성 활용기술 개발 등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생체적합성 분해성/비분해성 소재 설계 및 

합성기술 개발, 생체소재(나노기공소재, 나노

입자, 나노섬유) 기술개발, 생체소재의 생체

적합성/물리화학적 특성 평가기술 개발, 약물

봉입(선택성 부여) 기술개발 

기타 나노바이오 보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바이오 보건기술 

나노 

기반‧ 

공정 

원자‧분자 레벨 물질 

조작기술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한 원자분해능 분석 

기술 및 원자수준의 구조물(양자점‧양자선) 

형성기술, 원자나 분자수준의 화학반응 유도

기술 및 생물고분자 응용기술, 탄소나노튜브 

응용기술 등 

나노 측정기술 

(100 nm이하) 

파장이 0.1-100nm의 고휘도 전자기파 생성

기술, 위치 분해능 100 nm 이하 또는 박막

의 깊이 분해능 10nm 이하의 정밀도 확보, 

SPEM, PEEM, STXM, MCD, HRPES, 

SRPES 등의 개발 등 

나노모사기술 

나노구조물의 first-principles, 분자동력학, 

열통계 및 최적화 컴퓨터 모사, 원자 및 마이

크로미터 크기의 multi-scale 복합계산 방법 

개발, MD를 위한 force field의 DB 구축 및 

대용량 계산기법의 개발, 나노구조와 열, 전

자기장, 접촉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모

사 

계면 혹은 표면의 
나노구조화기술 

나노결정입 소재의 입게면 제어기술(구조, 화

학(성분), 결정성), 나노입자의 표면구조 및 

표면화학 제어기술, 나노구조의 열적 안정화 

기술 등 

나노 신기능 분자합성기술 

신기능성 나노분자의 설계 및 합성기술(광기

능성, 전기감응성, 환경감응성, 유기나노튜브, 

에너지/물질의 인식/저장/전달용 등), 나노구

조물 기능규명 및 nanolink 기술(유기 

template 형성 및 분자전선연결, 생체나노분

자와 합성나노분자의 연결, 자기조립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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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N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계속)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나노 

기반‧ 

공정 

나노패터닝 공정기술 

Pattern fidelity, edge definition 등이 우수

한 패터닝 기술개발, 선택적 화학반응을 이용

한 극미세 패터닝 기술개발, 화학반응을 통한 

고체표면 다층박막 제조기술 개발 

나노화학 공정기술 

나노구조체 제조를 위한 화학반응의 전구체 

물질 제조기술,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나노박

막(패터닝 포함) 제조기술, 나노구조화 반응

제어 기술 

기타 나노기반 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기반 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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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기술(S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위성 

기술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초정밀 및 저궤도 지구 탐사위성․정지궤도 

기상위성․통신위성․소형 과학시험위성 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설계․조립․시험 기술, 위

성체 구조물 기술,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위성체 전력장치 기술, 위성체 통신장치 기

술 

위성관제기술 위성지상국 기술, 관제 시스템 기술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기술 

위성탑재 관측기기 기술, 위성탑재 통신기기 

기술, 우주 핵심기반 기술(열제어 등) 

기타 위성기술 탐사위성 기술 등 

발사체 

기술 

로켓추진기관기술 
고체추진기관 기술, 액체 추진기관 기술, 위

성 자세제어 추진기 기술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발사체 구조기술, 추진기관 시스템 종합기

술, 로켓 유동방법 및 자세제어 기술 

발사운용, 통제 및 

관제기술 

발사 관제장치 기술, 로켓 관제 시스템 기술 

기타 발사체기술 대형 우주발사체 기술 등 

항공기 

기술 

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 

항공기 체계종합기술, 시험평가 기술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기시스템(UAV)

기술 

무인기 설계/해석 기술, 무인기 시험평가 기

술, 무인기 제작/조립 기술 

다목적 헬리콥터기술개발 
헬리콥터 설계/해석 기술, 헬리콥터 시험평

가 기술, 헬리콥터 제작/조립 기술 

기타항공기기술 

항공 제어장비 기술, 항공 전자보기․통신기

기 기술, 항공기 엔진 기술, 비행시뮬레이션 

기술 

기타 기타 우주항공기술 
우주왕복선 기술, 우주정거장 기술, 완제기 

시스템 기술, 비행선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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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CT)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분 기술명 분류기준 

문화 

컨텐츠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가상 스튜디오 기술, 스마트 스튜디오 기

술, 실감 미디어 공간설계 구축 기술, 실시

간 지능형 행위 시뮬레이션/애니메이션 기

술 

디지털영상‧음향 및 

디자인기술 

미디어 아트, 시각화 기술, 문화예술 전시 

기술 분야 

디지털 컨텐츠 저작도구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위한 모델 개발, 디

지털 미디어 컨텐츠의 워터마킹 기술, Rich 

Media 컨텐츠 식별체계 및 관리기술 

게임엔진 제작 및 

기반기술 

무선인터넷 게임용 분산처리 엔진, 지능형 

게임 캐릭터 엔진, 동작 애니메이션 처리 

엔진, 실시간 랜더링 엔진 

기타 문화컨텐츠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문화컨텐츠 기술 

생활문화 

(사이버 

커뮤니케

이션 등)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세대 문화․윤리․가치 체계, 사이버

스페이스 경영에 관한 방향, 사이버 환경에

서의 표현의 자유․검열․사이버 범죄․정보 

불평 등 구조의 과정 

인터엑티브 미디어기술 

텍스트 자동분석을 통한 여론조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관련 컨텐츠 구성 및 제공, 인

터넷 사이트 실용성(usability)분석 및 평

가, 인터액티브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광고

와 효과 측정기술 

제품디자인기술 

인간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평가 기술, 디자인에의 감성공학 응용 기

술, 제품 안전관련 기술 

기타 생활문화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생활문화 기술 

문화유산 

문화원형 복원기술 

문화유적의 탐사발굴에 디지털 기술을 통

합․연계, 원형추정 및 복원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저장 및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유형문화재(벽화, 미술

품, 공예품, 석탑, 불상, 건축물, 구원 등) 

및 무형문화재(소리, 춤, 기예 등) 디지털 

복원기술 

기타 문화유산기술 

디지털 문서보관소 구축, 국가문화자산 디

지털화,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박

물관 구축, 디지털 관광 상품개발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화유산 기반기술 



134 

 

Abstract  

 

The study about dynamic efficiency of environmental policy that 

assesses the efficiency of environmental policy depending on how much 

the policy gives the incentives to polluters for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cal change,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mong 

economists for past 40 years since it has started in 1970s. In this thesis, 

meta-analysis has been done with these accumulated articles.  

In late 1980s and 1990s the research had drew great attention and 

been researched in earnest. Most of studies sought to rank the policy 

instruments by dynamic efficiency, leaving environmental innovation 

uncharted territory. On the other hand, after 2000, technological change 

in environmental sector has become more important for environmental 

policy so that technical-economic view, investigating the factor of eco-

innovation, emerged into this field of study and the studies with this view 

point are published increasingly(27.8% → 45.5%).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innovation of end-of-pipe 

technologies can differ from those for clean technology innovatio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technology. This 

difference therefore must be considered in the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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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process.  

In this paper, I presented two empirical studies in technical-economic 

view which has often been taken after 2000s. First, private investment in 

environmental technology is likely to be highly cor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push policy. It demonstrates that 

investment of private sector in eco-innovation could be induced by 

technology-push policy. Second, clean technology is likely to be highly 

correlated to private investment rather than public investment while 

end-of-pipe technology is neither correlated to private investment nor 

to public one. These results coincide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and it 

might be due to the economic advantage of clean technology over end-

of-pipe technology.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hat this work could be a good guide 

for further studies of this research area by thoroughly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es about dynamic efficiency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ointing out the change in paradigm of environmental policy.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dynamic efficiency, technological 

innovation, technology-push policy, market-pul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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