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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가격은 규제 상의 직 감축여부 

계획에 향을 미쳐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의 성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가격이 안정되고 측가능할 때 규제 상은 배출권자산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는 효과 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  탄소시장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1기와 2

기에서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배출권 가격형

성원리에 한 이해를 도모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발 연료가격, 수력과 풍력발 량에 향을 미치는 

강수량과 풍량, 석유가격, 경기변동 등이 배출권에 한 수요측면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배출권의 공 측면에서는 수요

비 배출권 할당량,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 허용 여부 등의 제도 세부사

항, 교토크 딧 발행량 등이 배출권가격형성에 향을 미친다. 수요측면

과 공 측면 각 요소들의 향을 받아 형성된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 제

출 의무 불이행에 따르는 벌 과 의무이행비용을 과할 수 없다.

   배출권가격결정요인  수요측면의 요인을 집 으로 분석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의 과잉공 량을 직  계산하여 배출

권가격과의 연 성을 분석하 다. 과잉공 량을 계산하기 해 기존 문

헌에서 과잉공 을 정의하는 방식을 조사하 고 그  연구 목 에 부합

하는 정의를 찾아 그 기 에 맞게 과잉할당량을 계산하 다. 과잉할당량

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배출권가격식을 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하 다. 회

귀분석결과 과잉할당량과 더불어 이월제한과의 상호작용, 경기변동이 배

출권가격형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결정요인  계량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한 배출

권 가격변동을 설명하기 해 추정한 회귀식의 잔차도표를 이용하여 메

타분석을 시도하 다. 계량분석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격변동은 배출

권수요와 배출권가격에 한 시장참여자들의 기  는 감축의무와 시장

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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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1. 기후변화의 황과 리스크

  기후변화에 한 정부간 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 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기후변화의 과학  

분석을 담당하는 실무그룹 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

화와 그로인한 지구온난화의 진행은 명백하다. 보고서의 분석  온실가

스 감 없이 재추세 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RCP8.5 시나리오분석에서는 21세기 말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1986~2005

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이라는 망이 나왔다

(IPCC, 2013).

  기후변화의 향을 연구하는 실무그룹 II는 기후변화가 지구 체 으

로 생태계와 식량안보, 보건 등의 측면에서 부정 인 향을 끼칠 것으

로 분석했다. 이러한 향은 편익을 능가하여 평균기온이 2.5℃까지 상

승하게 되면 세계 소득의 0.2~2%가 손실될 것이다(IPCC, 2014). 그 연

구 결과에 해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기후변화에 한 사회경제  측면

의 분석으로 리 회자되는 스턴보고서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상당량의 

경제  손실을 경고한다(Stern, 2006).

  이 듯 생태계와 인류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기후변화는 소  기

후변화회의론을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상 자체가 부정당하거나 혹은 

그 원인이 인간활동과는 무 한 것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IPCC의 

실무그룹 I이 이번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기 의 CO2 농도 상승이며 산업화 이후 인간활동에 의해 40% 증가하

다고 밝  회의론과의 논란이 종식될 듯하다. IPCC의 보고서는 다수의 

과학자가 방 한 양의 과학  정보를 기후변화 상과 인간활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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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부정하는 에서 보수 으로 해석하여 작성되는데, 이번 결론

이 이러한 보수 인 연구방식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객 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와 원인을 고려할 때 인류

의 산업활동 조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할 필요가 있으며 

Stern(2006) 역시 온실가스 감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이러한 조치를 통

해 회피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비용이 더 크다고 분석하여 온

실가스 감활동의 필요성을 입증하 다.

2. 기후변화 응방안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의 험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일 이 인지되어 이에 한 공

조  응을 해 1988년에 유엔총회에서 IPCC 설립이 결의되었고, 1992

년에 기후변화에 한 골격 약(기후변화 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동 

약에는 많은 당사국이 참여하는데다 각 국가간 입장이 크게 달라 약

문에 온실가스 감을 한 실질 인 방법과 조치를 명시하지 않고(김홍

균, 2010) 약의 정신을 모호하게 담는데 그쳤다. 이러한 맹 을 보완하

여 동 약의 구체 인 시행을 해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

서는 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해 배출권거

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는 Emissions Trading System)과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채택하 는데, 이들을 일컬어 교토메커니즘

이라 한다.

  교토메커니즘을 모방한 탄소시장 제도가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감축의무 기간이 시작되면서 배출권거

래제 시장의 형성이 차 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확장되고 

있다. 

  최 의 배출권거래제는 국의 배출권거래제 으며 2005년에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가 형성되면서 이로 체되었다. 이후 2007년에 캐

나다의 앨버타, 2008년에 뉴질랜드, 2009년에 미국 북동부(RGGI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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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인도2)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 이다. 2013년에는 북미 서

부 주(WCI3)), 호주, 국 7개 성(省), 카자흐스탄, 스 스, 도쿄에서 배출

권거래제를 시작하 다. 이 외에도 멕시코와 라질4)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한 논의가 이 졌다(IETA).

  우리나라에서도 교토의정서 상 감축의무 상국으로 환되게 됨에 따

라 감축수단 의 하나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정이다. 

2010년에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는데 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에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2011년 4월에는 

배출권거래제에 한 계획이 발표되었고(IETA) 2014년 1월에 배출권거래

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2014년 5월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의 

안이 작성되었다(김나 , 2014).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제에 

한 심과 기 , 염려가 혼재하고 있어 이 제도를 다루는 본 연구가 

시의에 맞다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여러 단 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

러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 하고 있거나 운 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배

출권거래제가 직 규제(command and control)방식이나 탄소세 등의 여타 

기후변화정책에 비해 도입 시 항이 작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도 특유의 유연성 때문이다. 교토메커니즘은 

그 유연성으로 인해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라고도 불리는데, 온

실가스 감에 있어 감축의무 장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폭을 넓

다.

  두 번째는 국제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개별 국가나 지방단 가 

아닌 국가연합체 혹은 지방정부 연합체 단 에서 통합 도입을 할 때에 

1) 미국 북동부 배출권거래제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이다.

2) 시범단계 운 으로 총량제한이 아닌 집약도에 기반한 거래제이며 시범단계에서는 

탄소가 아닌 SO2, NOX, SPM과 같은 기오염물질을 상으로 한다(IETA, 2014).

3) 2012년에 배출권거래제를 각각 도입해서 운 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

주가 2013년에 연합하고 이후 캐나다 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가 연계하

다(Ontario).

4) SBS, http://www.sbs.com.au/news/article/2013/07/16/factbox-carbon-tax-around-world 

(검색일: 2014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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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에 비해 각 단 정부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

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가 EU-ETS이다. 유럽연합(EU)에

서는 EU-ETS에 앞서 통합된 탄소세 정책 도입을 추진하 다. 그러나 세

 문제는 각 회원국 정부에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국 탄소세 도

입이 무산되었다. 그 반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비교  수월하게 채택될 

수 있었던 것도 EU-ETS의 도입 배경  하나이다(Brohé, 2009). EU-ETS 

외에도 RGGI나 WCI등 주정부 연합의 배출권거래제가 가능한 것도 이러

한 장 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정책의 환경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통합운 에 있어 

독립된 정부간 합의가 비교  수월하다는 으로 미루어보아 독립 으로 

운  인 시장을 연계할 때 역시 탄소세의 경우보다 합의가 수월하게 

이 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감축의무

상자가 부담을 느끼면 생산시설 등의 오염원을 규제지역 외부로 옮기는 

탄소 출(carbon leakage) 상이 나타날 수 있다. 탄소 출이 발생하면 

규제지역 역내에서는 오염 발생이 어들게 되지만 역외에서는 늘어나게

된다. 지구 으로는 환경개선의 효과가 사라진다. 기후변화는 월경성

(transboundary) 환경문제이므로 지구 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역내에서 

받는 기후변화 향 역시 감소하지 않는다. 이 때 시장이 연계되면 배출

권비용 부담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문제가 완화되므로 탄소 출이 감

소할 수 있다(김용건·공 숙, 2011). 이 외에도 감축비용효율성이 높고 

총량제한방식에서는 감축목표 달성에 한 확실성이 높다는 장 (양승

룡, 2009; 부기덕 외, 2010; 오오구시 타쿠야, 2009) 역시 이 제도를 도입

할 유인을 제공한다.

  정리하면, 상술한 장 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수단으로

서 배출권거래제는 면 히 연구하여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므로 

연구 상으로서 학문  흥미를 유발한다. 이미 다수의 탄소시장이 형성

되어 운  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 망이므로 기존 시장

에 한 분석은 상당히 시의성 있는 주제이다. 더욱이 한국 배출권거래

제 시행을 목 에 두고 있어 우리사회의 심에 부응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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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EU-ETS에 한 연구를 통해 학계와 사회에 미약하게나

마 기여할 수 있다.

제 2 연구의 목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가격은 효율 인 제도운 에 있어 시장참여자

와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매우 요하다. 거래당사자는 물론이고 탄소시

장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비즈니스 역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risk management consultant)와 거래 개인 모두에게 배출권가격 동향은 

가장 요한 정보이다(Benz, and Truck, 2009). 구보다도 감축의무 상

자인 기업에게 배출권가격 정보는 의사결정의 요한 근거가 된다. 배출

권가격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의무를 이행할 때 배출권 제출과 시설투

자를 통한 직 감축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 결정할 때 가장 요한 

고려요인이다. 실제로 EU-ETS에서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은 투자 지연

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Bunn and Fezzi, 2007 재인용). 한 배출권거래

제의 장 이라 할 수 있는 비용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서 기업은 배출

권가격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배출권가격 변동에 처할 필요가 있다. 가

격정보는 배출권 매, 이월, 배출권 련 리스크 리  헤징(hedging) 

등 기업의 배출권 자산 리에 있어 필수 이다.

  정책결정자에게는 자생  시장이 아닌 인  시장을 구성하고 운 하

는 어려움이 따른다. 배출권거래제의 한 요소인 가격구조와 이를 바탕으

로 한 가격을 분석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 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요하다(김 석, 2013). 특히 이론상으로 배출권가

격은 온실가스의 한계 감비용(MAC; Marginal Abatement Cost)과 같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배출권가격을 통해 MAC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정책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탄탄하며 

측가능한지 단하는 근거가 된다(Aatola et al., 2013).

  배출권가격이 매우 요한 요소이지만 EU-ETS의 1, 2, 3기 모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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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출권가격이 하락하는 상이 발생하 다. 앞서 밝혔듯이 배출권

가격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감축할 것인지, 배출권을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 이 된다. 배출권가격 하락은 기업들의 시설투자를 통한 직

 감축 동기를 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제도의 환경  효율성

이 떨어지게 된다(김재원, 2013; McAllister, 2009). 한 배출권가격이 

렴하면 화석연료보다 비싼 재생가능에 지를 사용할 유인이 감소하여 재

생가능에 지의 상  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배출권가격 안

정이 환경  측면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배출권가격 하락 상에 한 분석의 필요성과 여타 다양한 동기로 유

럽 배출권가격의 결정요인과 측에 한 연구가 다수 이 져왔다. 연구 

 일부는 배출권 가격결정요인을 수요와 공 측면에서 나 어 분석하고 

배출권의 과잉할당(Overallocation 는 Oversupply)을 배출권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과잉할당량이 계량분석모형에 포함

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보완하여 가격결정요인 분

석모형에 과잉할당량을 반 한다. 과잉할당량을 비롯한 공 측면의 요인

을 모형에 반 한 것이 본 연구의 차별 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자와 시장참여자에게 배출권가격에 해 보다 확장된 정보를 제공하

고 기존 시장에 한 분석을 통해 향후 시행될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의 효과 인 운 을 한 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

다.

제 3 연구범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바 로 유럽연합의 탄소시장을 지역  범

로 삼는다. 재 운 인 탄소시장  가장 표 인 시장은 유럽연합

의 탄소배출권거래제(이하 EU-ETS)로, 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장 다

음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거래량이 많고 안정된 시장이다. 다수의 시장 

참여자 역시 EU-ETS 시장이 성숙했다고 보고있다(PointCarb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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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시간  범 는 시범운 부터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기간인 1기부

터 2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국가할당계

획(NAP; National Allocation Plan)을 이용한 배출권 할당방식에서 발생하

는 과잉할당량을 배출권가격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 NAP 

방식을 이용했던 1기와 2기가 분석 상기간으로 하다. 3기의 경우 

할당방식이 하향식으로 환되어 1, 2기와 같은 기 으로 분석하기에는 

하지 않다. 분석 상이 되는 상품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인 

EUA(European Union Allowance) 선물로 한다. 배출권의 거래는 70% 정

도가 선물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  거래 상황을 반 한 

선물가격의 분석이 보다 시장의 황과 특징을 잘 반 할 것으로 본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나 공동이행제도(JI)로

부터 생성된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나 ERU(Emission 

Reduction Unit)의 경우 유럽연합의 탄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으며 유입 양에 제한이 있어 유럽 탄소시장의 상황을 표 으로 드러

내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 4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한다. 각 요인들이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치는 기작을 이해하고 배출권가격의 상승압력으

로 작용하는지 하강압력으로 작용하는지 구분해본다.

  두 번째는 배출권가격 결정요인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

량분석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때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한 기작을 잘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게 구축한 모형에 포함할 자료를 수집하고 모형에 

알맞은 형태로 가공하여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모델의 잔차 분포를 분석

하여 모델이 배출권가격의 동향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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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미처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문헌조사를 통해 

모형에 반 하지 못한 어떠한 요인이 배출권가격에 어떠한 방향으로 

향을 미쳤는지 밝  배출권가격 동향에 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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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장 배출권거래제 개요  황

제 1 배출권거래제 개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해결하기 한 시장제도(market instrument)의 일종이다. 환경 외부효과

를 시장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표 인 방식은 표 으로 배출부과 제

도(emission charge 는 emission tax)와 보조 , 오염물질배출권거래제

(transferable discharge permit system 는 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가 있다. 이  배출부과 제와 배출권거래제 모두 환경외부효과 

해결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PPP; Polluters Pay Principal)에 기반한다

는 공통 이 있다. 그러나 자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한계사 비용

(MPC; Marginal Private Cost)과 한계사회비용(MSC; Marginal Social Cost)

의 괴리를 부과 으로 메우는 방식이라면 후자의 경우 코우즈(Coase. R. 

H)의 논리에 입각하여 환경재에 해 재산권을 설정해두고 경제주체간의 

자발  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부기덕 

외, 2010).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

어가 오래 부터 있어왔으나 Dales(1968)가 최 로 이에 해 배출권거래

제 도입을 추천하 고 Montgomery(1972)가 이 제도의 효율성을 이론

으로 입증하 다(권오상, 2013 재인용). 이 제도가 최 로 체계 으로 시

행된 는 미국에서 시행된 이산화항배출권거래제도인 산성비 로그램이

며, 본 연구의 분석 상인 EU-ETS는 규제 상설비 수와 배출권 발행량, 

배출권의 가치 면에서 산성비 로그램을 능가하는 가장 큰 환경시장이다

(Mansanet-Bataller et al., 2007).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를 재산으로 설정하

고 인 으로 그 재산을 거래할 시장을 형성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본 으로 오염물질배출권이라는 상품은 동질

(homogeneous)이며 정부가 직  이 상품을 공 하여 각 시장참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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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allocation)한다. 이 때 배출권의 총 시장 공 량은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 계획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이유로 공

은 비탄력 인 특징을 보인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에서 

오염물질 배출 규제 상인 시장참여자는 제한된 공 량 안에서 거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시장참여자들은 자신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두 가

지 부담 방법이 있다. 하나는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도록 직  오염

물질 배출을 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  오염물질 배출을 감하

는 노력 없이 배출권을 구매하여 오염물질 배출에 한 책임을 지는 것

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 때 어느 방

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경제주체가 직면한 한계 감비용과 배출권의 가격

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해 책임을 지기 해 해당량만큼 감축하는 비용과 동량만큼 배

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자의 비용이 게 든

다면 직  감축하고 후자의 비용이 더 렴하다면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한다. 한계 감비용이 배출권가격보다 낮은 경제주체는 정

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을 다 사용하지 않고 직  오염물질을 감축하

여 자신의 오염물질 배출에 해 책임을 다 하고 남은 잉여배출권을 한

계 감비용이 높은 경제주체에게 매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

물질 배출에 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오염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에서 오염물질부과 제와 달리 유연성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각 오염자의 부담방식 선택의 기 이 되는 배출권가격은 각 오

염자의 한계 감비용이 같아지는 수 에서 형성되게 된다. 일반 으로 

감축량이 많아질수록 한계 감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배출권가격보다 한

계 감비용이 조 이라도 낮은 오염자는 직  감활동을 하여 배출권을 

매하는데 감활동이 계속 진행될수록 결국 한계 감비용은 배출권가

격과 동일해지게 된다. 반 로 한계 감비용이 높은 오염자는 직  감

활동을 하지 않고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오염량이 많아지다보면 한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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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배출권가격과 같아지게 된다. 이 이상의 오염수 에서는 한계

감비용이 더 렴하므로 역시 한계 감비용이 배출권가격과 같아질 때까

지 직  감축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오염자간

의 한계 감비용이 같아지는 수 에서 배출권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정

리하면 오염자간 한계 감비용에 차이가 난다면 조 이라도 한계 감비

용이 낮은 오염자가 직  감축을 통해 한계 감비용이 높은 오염자에게 

배출권을 매할 경제  유인이 발생하게 되며 역시 코우즈의 정리와 같

은 원리를 따르게 됨을 알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 자원의 최 배분을 이루고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한계 감비용

이 높은 오염자는 상 으로 렴한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고 한계 감

비용이 낮은 오염자는 직 감축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발생시켜 한계 감

비용이 높은 오염자에게 매하여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오염자간 한계 감비용의 차이로 인해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거래의 효과는 경제 체의 감량이 정해져 있을 때 결국 상 으로 

감비용이 렴한 오염자가 감비용이 비싼 오염자보다 더 많이 감

하게 됨으로써 모든 오염자가 동일량을 감하는 것보다 경제 체 으

로 더 렴한 감비용을 지불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은 서론에서도 설명했듯이 환경  측면에서도 

논할 수 있다. 오염비용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 배출량 규제에 실패할 수 

있는 오염부과 제와 달리 총량제한방식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량 

규제에 확실성이 보장된다. 한 국제 인 시장 연계에서 정치  항이 

어 국제시장연계를 통해 오염처리비용회피(pollution haven) 상을 

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다음과 같은 단 을 지닌다. 환경주의  

에서 볼 때 오염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으로 지정하고 상품으로서 거래

하는 것에 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한 제도 운 을 한 비용이 

많이 든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권리라는 무형의 자산이 거래되므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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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검증하는(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비용이 상당

량 소요된다. 공 량 자체가 치 못하거나 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오염자가 감활동을 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환경  효율성이라는 장 이 

퇴색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염부과 제를 배출권거래제보다 선호

하는 문가도 많다. 게다가 배출권의 분배가 하게 이루어지지 않으

면 형평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들로 인해 제도

의 설계가 복잡해지고 제도운 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제 2 EU-ETS 운  황과 EU 탄소시장의 특징

  유럽연합배출권거래시스템(EU-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은 기본 으로 총량제한방식5)으로 EUA(European Union 

Allowance)라는 배출권을 상품으로서 거래한다.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

축의무 이행을 해 EUA를 사용해야 하지만 청정개발체제(CDM; Cleam 

Development Mechanism)과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에서 

각각 발생하는 Credit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과 

ERU(Emission Reduction Unit)을 제한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론에서 소개했던 다른 탄소시장들과 EU-ETS가 확연히 구분되는 

은 국가  국제탄소시장이라는 이다. WCI가 캐나다와 미국의 몇몇 

주의 연합으로 운 되고는 있으나 여러 국가가 국가 체 으로 참여하

는 국제시장은 EU-ETS가 유일하며 그 규모 한 압도 이다. EU-ETS는 

단계별로 운 되는데, 시범운 이었던 1기는 2005~2007년 사이에 운 되

었고 교토의정서 상 첫 번째 감축의무기간인 2008~2012년이 EU-ETS 2

5) 탄소배출권의 거래방식에는 크게 총량제한방식(Cap-and-Trade)과 기 인정방식

(Baseline-and-Credit) 두 가지가 있다. 총량제한방식은 허용되는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

해놓고 각 탄소배출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량제한방

식에서의 배출권을 보통 ‘Allowance’라고 한다. 여기서 Cap은 미리 정해진 시장 

체의 총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며 시장 체 으로 이 Cap을 과하여 배출할 수 없다.  

기 인정방식은 탄소배출 감 로젝트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Baseline)을 

기 으로 하여 로젝트 시행 후 감축된 양을 탄소감축 실 (Credit)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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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해당한다. 3기는 2013~2020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재 운 이

다.

  EU-ETS 1, 2기에서는 EUA가 상향식(bottom-up)으로 할당되었고 3기

에서는 하향식(top-down)으로 할당되었다. 상향식 방식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상배출량과 함께 교토의성서 상의 감축의무를 고려하여 정량

이라고 단하는 할당량을 포함한 국가할당계획(NAP; National Allocation 

Plan)을 유럽연합집행 원회(EC; European Commissioin)에 제출한다. 이

후 각 회원국이 NAP를 통해 신청한 할당량이 하다고 단되면 EC

는 NAP를 승인하며 그 지 않을 경우에서 EC가 NAP의 할당량을 조정

하여 승인한다. 그러나 그림 1에서와 같이 1기와 2기에서 반복 인 가격

하락이 일어나며 NAP를 활용한 할당방식의 문제 이 드러나 3기부터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하향식 할당방식으로 환하 다.

그림 1 EUR 가격 동향

자료: E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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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TS에서는 참여자들이 매년 4월 말에 년도 배출량의 보고와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래 를 보면 1기에서 

2006년 4월쯤에 배출권이 기 정보부족으로 과잉할당된 것이 제도 시행 

1년 후 시장참여자들의 배출량 보고를 통해 밝 져 배출권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기존 문헌에서는 ‘Price-crash’로 지칭

한다. 1기에서는 배출권의 이월( 는 치, banking)이 허용되지 않아 남

은 잉여배출권을 2기에서 쓸 수 없어 배출권의 보유가 소용없어졌기 때

문에 2007년 후반기에는 가격이 거의 0에 가까워졌다. 반면, 2기의 경우 

3기로 배출권의 이월이 가능함에도 로벌 융 기로 인해 2008년 7월에 

배출권가격이 락하 다. 3기의 경우 재 운 으로 2013년부터 비항

공 부문의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여 2014년 4월 재까지도 반등의 기미

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부문의 배출권 가격은 비항공부문보

다 조  나은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2기부터는 1기와 달리 단계간 이월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단계

로부터의 배출권 차입( 는 출, borrowing)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년도 배출량 보고와 배출권 제출은 4월에 해야 하는데 각 연도별 

배출권 할당은 3월에 이루어져 사실상 동 단계 내에서 연간 차입은 가능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리하면 동 단계 내에서 이월과 차입은 가능

하며 단계간 차입은 불가능하다. 단계간 이월은 2기부터 새로이 가능하

다.

제 3 EU-ETS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

1. 탄소배출권가격의 이론  범

  탄소배출권의 가치는 탄소감축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양승룡, 

2009). 배출권가격은 의무이행을 한 비용이므로 의무불이행벌 을 

과할 수 없다. 배출권가격이 벌 보다 비싸면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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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 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EU-ETS

에서는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과배출

량 만큼 추가 으로 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EC, 2003). 따라서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의무불이행에 한 

의무불이행벌 (F)과 과배출량 만큼의 감축비용(E)이다.

≤PEUA ≤FE

PEUA : 배출권 가격

  여기서 E는 과배출량만큼의 배출권구매비용이 되거나 감축비용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의무불이행에 따르는 비용 E+F는 과소보고가 발되었을 경우

에만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Tietenberg(2006)는 과소보고가 발될 

확률(Pr)을 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재원, 2013 재인용).

≤PEUA ≤PrFE

2. 수요측면에서의 요소

  배출권 역시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처럼 수요와 공 의 균형을 

통해 가격이 형성된다. 따라서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들은 수요량이나 공

량에 한 향력을 통해 궁극 으로 배출권가격에 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 에서는 수요측면의 가격결정요인들을 먼  살펴보고 다음 

에서 공 측면의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수요측면의 표 인 요소

로는 에 지 가격이 있다. 에 지 가격은 체로 단기 인 향요소로 

많은 수의 연구에서 실증 으로 분석되었다. 에 지가격이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치는 원리는 청정연료의 상  가격이 하락하면 배출권의 수

요가 감소하여 배출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 탄소배출권의 최 수요자는 발 사이고 발 연료 환을 통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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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비용이 가장 렴하기 때문에(Chevallier, 2011) 단기 으로 발 에 많

이 이용되는 연료인 석탄과 천연가스의 가격이 배출권가격을 변동시킨

다. 같은 양의 기를 생산할 때 석탄을 이용하는 것이 천연가스를 이용

하는 것 보다 탄소배출량이 많다. 통상 으로 석탄보다 천연가스의 가격

이 비싼데, 천연가스 가격이 높을 때에는 발 사들이 석탄을 이용하게 

되므로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여 배출권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이와는 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배출권가격

은 발 사의 생산비용에 포함되므로 발 사가 연료선택을 하는 데 향

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배출권가격이 석탄과 가스에 한 발 사의 

수요변화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발 연료 가격과 배출권가격은 

상호 으로 향을 주고받는다.

  김수이, 박호정(2007)과 이재우(2008)는 그들의 연구에서 이러한 석탄

과 천연가스 간 연료 환에 따른 발 비용 변화를 실증분석 모형에 반

하 는데, 자의 연구에서는 일간모형보다는 주간모형에서, 후자의 연

구에서는 일간모형보다는 월간모형에서 각각 그 향이 확연이 드러났

다. 이는 발 사의 연료 환 의사결정과정에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김수이, 박호정, 2007) 다른 에 지가격과 달리 환비

용은 기  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환비용은 석탄가격보다 가스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berola et al., 2008). 가스가격은 원유가격과 일정한 계

를 가지고 변동하기 때문에 결국 원유가격과 배출권가격이 무 하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가스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석탄

이 매력 인 발 연료가 되기 때문이다. 유가가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

치는  다른 기작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체  소비감소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상술한 력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이를 능가한다(양승룡, 

2009).

  력가격 역시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력회사의 입장에

서 장기 으로는 규제 상인 고탄소연료보다 청정에 지를 이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데, 후자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력가격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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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져야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력가

격 상승은 청정에 지 이용으로의 환을 유도할 수 있고 결과 으로 배

출권에 한 수요와 배출권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우, 2008).

  기후요소 역시 단기 으로 수요측면에서 향을 미친다. 작스러운 

무더 에는 냉방수요가 높아져 력수요가 증한다. 작스러운 강추

에는 난방을 한 력과 난방유 수요가 증가한다. 냉난방을 한 에

지 사용량이 많아지면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기온은 계 별로 탄소시장에 향을 주게 된다. 여름철에는 력수요만

을 통해 나타나는데 참고로 원자로 냉각이 어려운  때문에 핵발 량이 

어 화력발 에 의한 탄소배출이 더 늘어난다(Rickels et al., 2007). 겨

울철에는 기난방보다는 가스난방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 때 에 지공

자들이 력회사보다는 난방사업자에게 우선 으로 가스를 배정하기 때

문에 력회사는 석탄을 사용하게 된다. 술한 발 연료가격이 배출권

가격에 미치는 향에 추가 으로 겨울철 석탄발  증가로 인해 가스가

격이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향은 겨울에 더 크게 나타난다(양승룡, 

2009). 강수량이나 풍량과 같은 재생에 지 발 에 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 역시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지역에서 수행된 배

출권가격 연구들에는 NordPool 수 가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치는 설

명변수로 포함되기도 한다(Aatola et al., 2013; Hintermann, 2010). 수

가 높을 경우 수력발 량이 많아지는데, 청정에 지원인 수력발 량이 

증가하면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여 배출권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경기불황 혹은 경기호황(단기)도 배출권 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

다. 이 요인들은 거시경제 변수를 통해 찰된다. 경기호황기에는 생산

량 증가로 에 지 사용량이 많아져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한다. 이는 

배출권 수요증가로 이어져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경기불황에는 

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은 에 지집약도가 높은 연소, 

제지, 철강 산업부문을 통해 나타난다(이은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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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술 인 요인도 있다. 탄소기술이 많이 도입될수록 비슷한 종

류와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탄소배출량이 어든다. 이러한 개념

이 반 된 지표가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이다. 탄소집약도는 탄소

배출량을 GDP로 나  값으로, 일정정도의 경제  산출을 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다. 기술이 발 하여 생산공정이 탄소공정으로 환되

면 배출권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출권가격을 인 으로 조정하는 상한가제(price ceiling)과 하한가제

(price floor), 는 고정가격제 등의 제도  요인도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친다. 이들은 배출권가격 붕괴나 상승의 지선으로 작용하여 가격에 

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직  용되지 않는 시장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은 EU-ETS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에서

는 2011년 3월부터 하한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향으로 국 발 사

들이 2020년까지 26.6~37.6 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망되

고 있어 EU-ETS가 이보다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상 EUA 수

요감소로 이어져 EUA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Sartor, 2011).

3. 공 측면에서의 요소

  공 측면에서 할당량이 으면 공 이 어 배출권가격이 상승하고 할

당량이 많으면 배출권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는 장기 인 측면에서 가

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단기 인 배출권가격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다만 할당량을 결정하는 과정 에는 각국의 결정이 발표

되고 수정되면서 단기간에 배출권에 큰 향을 주게 된다(이재우, 2008). 

시장 련 정보가 탄소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한 Lepone et 

al.(2011)에 따르면 앞서 언 한 종류의 공식 인 발표가 있을 때 배출권 

가격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국가할당계획이 발표

될 때 충분한 배출권 할당에 한 기 심리로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거나 

유럽 원회에 의해 NAP에서 제안된 할당량이 삭감될 때 배출권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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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는 것을 과잉할당(Overallocation)이라 하는데 

앞 의 2006년 Price-crash 사례에서 보았듯이 과잉할당은 공 측면에

서 배출권가격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과잉할당은 명확한 한 가지의 

뜻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문헌에 따라 여러 의미로 쓰인다. EU-ETS의 

황에 해 다루는 문헌에서는 배출권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어 

배출권이 남는 상을 과잉할당(Overallocation) 는 과잉공

(oversupply)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과잉할당 자체에 해 보다 집 해서 

다루는 논문이나 EU-ETS의 환경  성과, 국가할당계획 할당신청량의 

성을 평가하는 문헌들에서는 그 연구의 목 에 맞게 과잉할당의 뜻을 

정의한다.

  표 으로 Ellerman과 Buchner(2008)는 과잉할당의 두 가지 기 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Cap이 BAU6) 배출량보다 많은 경우 과잉할당이 되

고, 두 번째 기 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않을 정도

로 배출권이 할당되어도 과잉할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들은 해당 연구의 뜻에 맞게 보다 폭넓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첫 번

째 기 에 따라 과잉할당을 정의한다.

  Lesley K. McAllister(2009)는 Cap이 BAU 배출량보다 많을 경우 과잉할

당으로 본다는 Ellermann과 Buchner(2008)의 정의에 덧붙여 Cap이 배출

권거래제 시행 이 의 배출량보다도 많을 경우 과잉할당일 가능성이 높

다고 덧붙인다. 제도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환경 으로 개선되는 바

가 없어 제도시행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과잉할

당(Absolute Overallocation)라 지칭한다. 이와 구분하여 기과잉할당

(Early Overallocation)은 ETS 시행  배출량 데이터 미비로 인해 BAU 

산정이 잘못되어 실제 배출량이 Cap 보다도 낮은 경우를 말한다. 기과

잉할당의 경우 정치  항을 이는 효과가 있지만 운 상의 부담과 환

경  비용이 큰 것이 문제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 래된 과잉

6) Business-as-Usual 배출량: 특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없이 재 추세 로 

배출할 경우에 상되는 배출을 의미한다. 가상 인 상배출량이기 때문에 검

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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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이든 배출권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Anderson과 Di Maria(2011)는 EU-ETS참여 국가들의 BAU 배출량을 계

산함으로써 1기 동안의 감축실 과 할당양상을 계산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도 과잉할당의 정의는 Ellerman과 Buchner(2008)의 첫 

번째 정의를 따랐다. BAU가 Cap보다 클 경우 과소할당, 반 의 경우는 

과잉할당이 된다. 이들은 술한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들을 BAU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활용하여 BAU를 산정하 다.

  국가할당계획을 이용한 할당방식에서 EC는 각 국가의 할당계획이 과

잉할당인지 아닌지를 단하는 기 을 마련하 다. EC가 단하는 기

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Indicative Cap과 비교하여 할당신청량이 많으면 

계획된 할당량을 삭감한다. 여기서 Indicative Cap은 탄소집약도와 GDP 

추세를 고려한 상 배출량으로 BAU 배출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  역시 Ellerman과 Buchner(2008)의 첫 번째 과잉할

당 정의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정의가 여러 곳에서 인정되고 있

어 과잉할당의 우선 인 정의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라 단된다.

 EC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를 고려하여 EU-ETS 체의 Cap을 정한다. 

2기에서는 체 으로 Cap이 1기 Cap의 6%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며 6%

보다 게 삭감될 경우 EU-ETS 비 참여부문에서의 극 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이행되어야 한다(EC, 2005).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에 비추

어 단한다는 에서 이 기 은 Ellerman과 Buchner(2008)의 두 번째 

과잉할당 정의와 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잉할당은 수요측면의 경기침체와 함께 배출권가격 하락에 주요하게 

작용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두 요소는 유럽 탄소시장에서 뿐 아

니라 다른 지역의 탄소시장에서도 배출권 가격하락을 유발했던 표 인 

배출권 가격하락 요인이다. Robert Stavins(2012)는 이 두 요인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한 RGGI의 사례와 EU-ETS의 가격하락 사례를 나란

히 비교하기도 하 다. 특히 EU-ETS에서 잉여배출권의 차기 이월이 가

능해짐에 따라 과잉공 으로 인한 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과

잉공 은 요한 분석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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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이나 JI 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CER과 ERU의 유입은 공 측면

에서의 다른 요인이다. 이들 로젝트는 새로운 탄소배출권을 생성하

기 때문에 공 에 향을 미쳐 배출권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EU ETS

내에서 검증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할 때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CER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유럽 탄소시장이 이로

부터 향을 받을 수 있다. CER 이용량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CDM 사

업규모가 확장되어 CER 공 량이 많아지면 EUA의 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치(banking)과 차입(borrowing) 등의제도  요인도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은 배출권의 공 시기가 달라지는 효과를 내

므로 공 측면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인 요소가 배출권의 

치(banking)이다. 재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이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

으면서 미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 된다면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

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재 배출권의 공 이 감

소하면서 배출권가격 폭락을 지할 수 있다(이재우, 2008). 반 로 차입

(borrowing)은 재 공 량에 미래 공 분까지 더해지므로 재 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다음 표 1은 재까지 논의한 배출

권가격결정 요인들과 작용기간, 작용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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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정요인 기간 상 향

공

할당량 증가 장기 -

CDM, JI 공 증가 기 -

제도변경(이월, 출) 장기 (+, -)

수요

연료가격 상승(석탄, 석유, 천연가스) 단기 & 장기 (-,+,+)

발 연료 환비용 상승 단기 -

력가격 상승 장기 -

탄소집약도 장기 +

기온 이상 단기 +

강수량  풍량 증가 단기 -

경제성장 기 & 장기 +

기업의 감활동 단기&장기 -

감비용 장기 +

감 정보 장기 -

김재원(2013)과 Rickels et al.(2007)을 바탕으로 정리.

표 1 배출권 가격 결정 요인과 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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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장기존연구의 고찰

제 1 공 측면요소를 포함한 연구

  본 연구의 목 이 배출권가격 결정요인  공 측면의 고려에 있기 때

문에 선행연구 에서 공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재우(2008)는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을 공 측면과 수요측면으로 나 어

서 소개하고 일간자료를 분석한 단기모형과 월간자료를 분석한 기모형

으로 나 어서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으로 추정하

다. 기모형 세 개  공 측면모형에서 공 측면의 요소를 고려한다. 

이론 으로 소개한 공 측면의 요소들  CDM 련 변수만 반 되었고 

EUA 자체의 공 요소는 2006년의 Price-crash 발표효과만을 더미로 반

한 아쉬움이 있다. 분석 결과 공 측면모형에서 CER 발행량이 해당기

에 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Lepone et al.(2011)은 EU-ETS에서 공 에 련된 뉴스, 특히 NAP와 

검증배출량 보고에 한 뉴스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정보로서 얼마나 가치

를 지니고 배출권가격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 사견연구(event 

study) 방식을 이용하여 집 으로 연구하 다. 연구 결과 2기와 련된 

뉴스들이 carbon return에는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

동성에서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2기 NAP 련 

발표 3일 부터 비정상 carbon return이 발견되어 구조 인 정보 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 다. 부가 으로 NAP를 통한 할당방식에서 국

가마다 이하게 다른 기 을 용하고 있는 데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 하고 3기의 하향식 할당방식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렸다.

  백정호와 김 석(2013)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배출권가격의 장단기 가격결정요인을 분석

하 다. 변수들간의 공 분 계를 통해 변수들 사이의 장기  균형 계

를 찾고 오차수정모형에서 단기  불균형이 장기균형을 향해 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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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을 연구하 다. 내생변수벡터에는 배출권가격, 력가격, 석유

가격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공 측면의 과잉할당 요소는 오차수정항에 

모의변수로서 반 되었다. 1기 체기간동안 배출권 과잉할당의 향을 

받았고 잉여배출권이 2기로 이월되지 않아 1기의 가격이 반 으로 2기

의 가격보다 낮을 것이라 단하여 1기의 과잉할당과 이월 지의 향을 

나타내는 1기모의변수를 이용하 다. 연구결과 배출권가격은 력  석

유가격과 장기 으로 양의 계를 가지며 외부충격으로부터 배출권가격

이 안정화되는 데에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  측면 요소를 양 으로 고려한 연구는 이재우(2008)의 공 측면모

델이 거의 유일하고 부분 공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2006년의 

Price-crash 모의변수나 배출권 차기 이월 지의 향을 고려하기 한 

1기 모의변수정도로 반 하 다. 기존 연구에서는 EUA 과잉할당의 정도

에 따라 배출권가격이 어떠한 향을 받는지는 분석되지 않았다.

제 2 기타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요인 연구

  공 측면이 고려되지는 않았으나 유럽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실증 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다. Mansanet-Bataller et al. 

(2007)가 수행한 연구는 1기를 상으로 이 졌다. 이 연구의 특징은 에

지 변수 외에 날씨 변수도 함께 고려하여 날씨가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는 이다. 인구 가 평균 기온과 모의변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날씨 요소를 다 회귀 분석의 설명변수로 포함하 는데 

그 결과는 에 지 가격이 가장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날씨의 경우 극한 기온이 지속될 때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nn과 Fezzi(2007) 역시 1기를 상으로 분석하 다. 에 지가격과 배

출권가격의 상호 인 계를 연구하기 해 구조  벡터오차수정모형

(SVECM; Structural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 다. 모형

에는 내생변수벡터 외에도 날씨 외생변수 벡터와 배출권가격폭락 모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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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함께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배출권가격은 천연가스가격에 즉각

으로 반응하며 배출권가격은 며칠의 시간간격을 두고 력가격에 가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수이와 박호정(2007)은 배출권가격과 화석연료가격과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해 일간자료 모형과 주간자료 모형으로 구분하여 일반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유가가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발 연료 환비용은 일간모형보다 주간모형에서 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력회사의 연료선택 의사결정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

하 다. 그리고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각 거래소의 EUA 가격간

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는데 각 거래소 가격간 긴 한 상호작용이 드러

났으며 Nordpool 거래소의 역할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Hintermann(2010)은 기존의 배출권 가격 분석 연구들에서 이론  기술

이 부족하다는 을 비 하며 Maeda(2004)의 배출권 거래제 이론모델을 

EU-ETS에 맞게 용하여 EUA의 균형가격이론을 먼  정리하 다. 이론

 정리를 바탕으로 EUA 가격설명 모형을 구축한 후에 이를 기본 

로 하여 EU-ETS에서의 배출권가격결정 요인들의 작용기작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비선형항과 설명변수의 시차항, 배출권가격의 시차항 등을 차

례로 부가하면서 모델을 추정하 다. 설명변수로는 MAC와 BAU에 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반 하 다. 그는 모든 모형을 추정할 때 

Price-crash 이 과 이후로 나 어서 분석하 는데 체로 Price-crash 

이후에 모형의 설명력이 더 좋아 Price-crash 이 의 배출권가격은 배출

권가격 형성의 이론  기작인 MAC에 의해 형성되기보다 배출권가격 스

스로의 가격변동에 향을 받았다고 해석하 다. 그러나 기본 으로 

Maeda(2004)의 연구가 배출권의 과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청

산 조건으로 BAU가 Cap보다 클 때 이 둘의 차이가 최 감축량과 같다

는 것을 제하고 있어 이를 토 로 한 Hintermann(2010)의 연구 역시 

과잉공  상황에 한 고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Maydybura와 Andrew(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가 수행된 시 상 이  

연구들과는 달리 2기 자료까지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는 월간모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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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하 는데 2기의 로벌 융 기가 배출권가격 하락에 미친 

향을 분석하기 하여 경기요소를 모형에 포함하 다. 이 의 다른 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가격이 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경기요소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기덕과 정기호(2011)는 배출권가격, 석유가격, 천연가스가격, 력가

격, 석탄가격의 5개 변수를 내생변수벡터로 놓고 2기 자료를 벡터오차수

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공 분 벡터의 추정결과에서 배출권가격

이 장기 으로 력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단기 으로는 력과 석유, 천연가스의 

시차항과 오차수정항의 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들은 동시에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향력의 상 인 순 는 시간이 흐르

면서 변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같은 자의 2011년 다른 연구에서는 일간자료와 월간자료 두 가지 경

우로 나뉘어 구조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

서도 경기변동이 장기 으로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Maydybura와 Andrew(2011)처럼 경기변동 변수를 월간자료로 분석하

다. 구조 벡터오차수정모형에 경기변동, 물가수 , 리 등의 경제변수

를 내생변수벡터로 반 하 다. 이 연구결과에서도 경기변동 요소들이 

배출권 가격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atola et al. (2013)은 1기와 2기 자료를 아울러서 연구하 다. 계량모

형은 일반회귀모형, 력가격을 도구변수로 추정하여 반 한 모형, 벡터

자기회귀(VAR; Vector Autogressive Regression) 세 가지가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력가격과, 천연가스가격, 석탄가격이 배출권가격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가격이 특히 가스-석

탄 가격차에 의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은정(2013)도 일간모형과 월간모형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일간모형의 경우 제도의 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1기 자료와 2기 자료를 

따로 분석하 다. 기본 으로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하 고 월간모

형에서만 일반회귀분석을 추가 으로 더 수행하 다. 분석 결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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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석유가격과 천연가스가격의 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이한 

은 Bunn과 Fezzi(2007)와는 달리 벡터오차수정모형에 날씨를 외생변수

로서 포함하지 않고 내생변수벡터에 포함시켜 분석하 다는 이다. 동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델 이 조사를 시행하여 배출권거래제에 한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 인 용방안을 모색하 다.

  아래 표2에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체로 화석연료가격과 력가격 등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다른 가격결정요인들에 해서는 모형마다 결과가 상이하다. 

이는 각 모형이 기반하고 있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 

해석도 모형의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체로 에 지가격은 단기

으로, 환비용과 경기변동 요소는 장기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종

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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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V 장실증분석

제 1 계량분석모형

  배출권 가격 모형의 기본 구조는 배출권 가격이 그 기(前期)가격으

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계량분석모형의 설명변수에 배출권 기

가격과 함께 다른 가격결정요인들들 포함함으로써 배출권 기가격이 

재 가격결정요인들과의 균형에서 벗어나 있다면 가격결정요인들의 향

을 받아 재가격으로 조정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가격결

정요인들에는 수요측면의 요인과 공 측면의 요인이 포함된다.

  수요측면의 가격결정요인으로는 배출권의 최  수요자인 력회사의 

략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김수이와 박호정(2007)의 연구에서는 연료

환비용 변수를 천연가스가격과 석탄가격의 차이로 반 하 고, 이재우

(2008)의 연구에서는 CDC Climate의 Tendances Carbone에서 발표하는 

환비용(Switching Price)을 반 하 다. 그러나 발 사의 생산비용에는 

연료가격 뿐 아니라 배출권가격까지 포함된다. 발 사가 생산계획을 세

울 때에는 모든 생산비용과 기 수익을 고려하므로 의 두 연구에서 반

한 변수보다는 배출권가격이 고려된 변수를 반 하는 것이 더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가격을 반 한 이론  력회사의 

력 매 이윤인 Clean dark spread()와 Clean spark spread()를 

반 할 것이다. 자는 석탄화력발 시의 력 1MWh당 매수익이고 

후자는 가스화력발 시의 이윤이다. 각 력 스 드 역시 력회사의 

발 연료 선택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생산계획 수정에 

시간이 걸리는 을 고려하여 시차항으로 반 한다.

  제 II장 3 에서 살펴본 요소  강수량과 풍량은 제외한다. 실제 유럽

에서 력생산에서 수력발 과 풍력발 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 

한 강수량의 경우 아무리 많더라도 수량에 한계가 있어 강수량과 수

력발 용량 사이에 선형 비례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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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수요측면의 요소인 원유가격(), 경기변동변수()도 모형

에 포함된다. 이 때 원유가격이 배출권 가격에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두 가지 에서 력생산비용에 미치는 향이 더 우세하므로(양승룡, 

2009) 원유가격 역시 시차항을 반 한다. 경기호황일 때 력수요가 높

아지고 원유가격에 따라 연료선택이 받는 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원유가격과 주가지수의 상호작용항을 도입한다.

    × 

: 수요측면 요소         

: 2006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 일간

  여기에 기온요소를 반 해야 한다. 다음 에서 보게 될 배출권 가격 

자료의 특성  하나가 계 성을 띤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 여름과 겨울

에 에 지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을 반 하려면 

여름과 겨울의 향을 각각 여름모의변수()와 겨울모의변수()로 보정

해 다. 이 때 동일 계 이라 해도 기온에 따라 냉난방 정도가 달라진

다. Hintermann(2010)의 모형  일부를 참고하여 이러한 을 모형에 

고려할 수 있다. 각 계  모의변수에 기온변수()를 곱해서 그 정도의 

차이를 반 한다. 백정호(2013)는 계 요소를 반 하기 해 VECM 모형

에 겨울 모의변수와 여름 모의변수를 포함하 으나 상술한 정도의 차이

를 반 하지 못했고,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그러한 한계가 있었다. 

Hintermann(2010)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Hintermann(2010)은 이러한 식의 계를 놓치지 않고 찾기 해 배출권

수요에 련된 요소와 연료가격7)의 상호작용항을 모든 경우의 수로 도

입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론 으로 상호작용 기작이 명확하게 설명

될 수 있는 조합만 반 한다. 이러한 기 에 따라 력수요에 향을 미

치는 요소와 력회사의 Spreads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포함한다. 이상기

7) HIntermann(2010)은 Dark spread나 Spark Spread가 아닌 연료가격을 직  발 사의 

환비용을 고려한 변수로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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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으로 력수요가 높아질 때와 경기호황으로 력수요가 높아질 때 발

사들이 력생산연료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역시 

상호작용항을 통해 모형에 포함하여 고려한다. 계 별로도 력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 모의변수와 력회사의 략  선택도 상호작용항

으로 반 한다. 

    ×  
 
  

  공 측면에서는 할당량이 가장 직 인 요인이다. 그러나 할당량의 

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 량에 해당하는 할당

량과 수요량에 해당하는 검증배출량() 사이의 균형에 의해 향

을 받는 것이다. 배출권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공 인 할당량보다 

수요인 검증배출량이 기 때문이다. 결국 이 차이가 가격에 향을 미

치는 직 인 요소가 된다. 이제부터의 논의에서 할당량과 검증배출량

의 차이를 과공 ()이라 한다.

  제 II장에서 설명했듯이 EU-ETS 1, 2기의 할당량은 회원국들의 할당계

획에 기반하여 수립되며 회원국들은 자국의 상 BAU 배출량을 부풀려

(과장보고) 목표감축량()만큼 삭감하더라도 여 히 할당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 때문에 과공 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은 검증배출량이 경기변동 등 BAU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측하지 못한 외부충격()의 향을 받아 BAU 배출량보다 떨어져서 공

이 수요를 과할 수 있다는 이다. 다시 말해 과공 의 원인은 의도

인 BAU 과장보고와 상하지 못했던 BAU 측 오차(   ) 

두 가지로 나 어볼 수 있다. BAU 측오차의 원인은 표 으로 경기

침체나 연료가격 변동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 수요측

면에서 반 이 되어있다. 따라서 공 측면에서는 순수한 과잉할당량

()을 반 한다. 과공 에 한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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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보고   

      

 과장보고       

     

  결국 이 모형에 반 하고자 하는 과잉할당은 제 II장 3 에서 설명한 

과잉할당의 여러 정의  Ellerman과 Buchner(2008)의 첫 번째 정의, 즉 

BAU와 할당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Ellerman과 

Buchner(2008)의 이 정의는 NAP방식에서 과잉할당을 설명하기에 합하

다. 이 외에 배출권이 제도 시행 의 배출량보다 많이 할당되었을 경우

에도 과잉할당이라고 하는 McAllister(2009)의 정의도 상식 인 수 에서 

의도 으로 배출권을 하게 할당했음을 단할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운  에 차 으로 할당량을 여

가야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 을 고려할 때, 제도시행 의 

배출량과 비교하는 것은 제도 운 의 할당량이 목 에 맞게 한지 

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한 2기의 경우 1기 Cap보다 6% 이상 게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두

고 있으나(EC, 2005) 이 기 보다 많이 할당되었다고 하더라도 BAU보다 

게 할당되기만 하면 가격이 0으로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Ellerman과 Buchner(2008)의 두 번째 정의처럼 교토의정서 상의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과잉할당 여부를 단하기도 하는데, 이 듯 목표

에 비추어 과잉할당을 단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당 성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배출권 보유량의 long position과 short 

position을 결정하지는 않으므로 가격 변화에 향을 미치는 분명한 메커

니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과잉할당처럼 지속 으로 향을 주는 요소도 있지만 특정 시 의 공

량에 향을  수 있는 요소도 있다. 이월과 차입이 그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의변수로 반 할 수 있다. 1기에는 잉여배출권이 차기로 이월

되지 않고 2기에는 이월이 허용된다. 1기의 배출권은 1기가 끝나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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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만료되므로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만 과잉할당량을 계산

하고, 2기와 3기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시작하는 과잉할당량을 계

산한다. 차입의 경우 차입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각국이 매년 당해 연

도 배출권을 발행하여 할당하는 날과 기업들이 년도 배출량에 상응하

는 배출권을 제출하는 날 사이의 기간이다. 매년 2월 28일에 배출권 발

행을 마치도록 되어있고 4월 30일에 년도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므로(EC, 2003)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년도 배출량에 

한 배출권 제출을 해 당해연도의 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어 배출권이 

풍부해지는 시기가 되며 이 향이 한 달 정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게 3

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차입모의변수()로 반 한다.

    ×  
   
       
 

  제 II장 3 에서 살펴본 요인들  CDM과 JI의 경우 각 회원국이 의무

이행을 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공 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토크 딧의 공 보다는 EUA 자체의 공 이 인 

향력을 미칠 것으로 단하여 모형에서 제외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탄소기술요소의 경우 후술할 BAU 산정에 반 되어 과잉할당량 

변수를 통해 반 될 수 있고 자료의 측주기가 맞지 않아 무리하게 모

형에 반 하지 않는다. 기업의 감활동이나 감정보 등은 계량하여 모

형에 변수로 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제외한다. 감비용의 경우 

배출권 최 수요자인 력회사의 연료 환비용이 Clean Spark Spread와 

Clean Dark Spread를 통해 나타나므로 모형에 따로 반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제 2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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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가격

  EU-ETS의 운  역사가 짧고 각 거래소 별 혹은 상품별로 거래 개시 

일이 달라 배출권가격자료의 경우 동일거래소의 동일상품 가격 자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배출권가격자료를 확보함에 있어서 

우선 으로 고려되는 부분은 자료가 얼마나 연속 인가 하는 이다. 

물가격의 경우 공백기간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물가격을 이용하 다. 

게다가 EU-ETS에서 배출권은 물보다는 부분 선물거래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거래참여자들의 의사결정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표하기에 

합한 자료이다. 한 의무감축 상이 되는 기업은 배출권 리에 해 

매일 움직이기 보다는 주 단 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선물가격이 가장 

의사결정을 잘 반 한다(Aatola et al., 2013 재인용). 자료는 Thom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ECX의 선물가격을 이용하 다. 유럽 탄소거래량

의 80% 이상이 ECX에서 거래되고 있어(Maydybura and Andrew, 2011 

재인용) ECX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유럽 시장을 표하는 가격으로 이용

하기에 손색이 없다. 한 선물상품  ECX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가장 

유동성이 높다(Alberola et al., 2008)는 특징이 있다. Aatola et al. (2013)

은 2007년에 1기 배출권가격이 매우 불안정했던 을 고려하여 빈티지가 

2기에 해당하는 선물가격만 이용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가격이 

과잉할당의 향을 받는 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과잉할당으로 인해 가

격이 폭락한 2007년 만기의 선물가격도 이용한다. 그림 2를 보면 체로 

물가격과 선물 근년물의 가격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기가 시

작되면서 2008년 1월을 후로하여 EEX와 ECX에서 각각 1기 물과 선

물의 거래가 종료된 시 이 다르기 때문에 선물보다 물의 가격 상승회

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로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2. 에 지 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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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UA 물과 선물근년물의 가격 변동

자료: EEX, ECX.

  Clean dark spread와 Clean spark spread는 CDC Climate의 Tendances 

Carbone에서 발표한 방법으로 계산하 다. 이를 계산하기 해서는 력

가격, 석탄가격, 천연가스가격, 배출권가격, 석탄발 효율, 가스발 효율, 

그리고 석탄과 천연가스 각각의 emission factor가 필요하다. 력가격으

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앙 유럽의 큰 국가들에서의 력가격 지표

인 Phelix 가격을 사용하 다. Phelix 가격은 European Energy 

Exchange(EEX)에서 제공하는 일간 물가격 자료를 이용하 다. 석탄가

격은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ARA(Amsterdam, Rotterdam, Antwerp)의 

API2 1개월물 가격을 이용하 다. 천연가스 가격의 경우 거래가 기록된 

기간이 긴 자료를 이용하기 해 NYMEX에서 거래되는 Henry Hub의 

물가격을 이용하 다. 실제로 김수이와 박호정(2007)의 연구에서도 가스

가격이 국제거래소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NYMEX와 IPE에서 거래되

는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90%이상의 상 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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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EX에서 거래되는 가스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석탄발 효율, 

가스발 효율, 석탄과 가스 각각의 emission factor 역시 Tendances 

Carbone에서 계산에 이용한 값  배출권 최  수요자인 독일 발 사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하 다.

  천연가스가격과 연계되어 배출권가격에 향을 주는 석유는 원유이므

로 유가는 원유가격을 반 한다.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원유인 서부텍

사스산 질유(WTI)와 북해원유(Brent Crude Oil, 트유) (김태선 외, 

2013) 생산지가 유럽과 더 가까운 트유의 가격을 이용한다. NYMEX

에서 거래되는 물상품 가격을 이용할 것인데, 거래소가 미국에 있어 

원자료는 배럴 당 미국달러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을 Eurostat의 환율자

료를 이용하여 유로단 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환율자료의 결측으로 인

해 원유가격을 유로화 단 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율자료를 내삽

하여 이용하 다.

3. 기온 련 자료

  제 II장 3 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온이 배출권 가격에 향을 미치는 기

작은 냉난방수요 증가로 인한 에 지 수요랑 증가이다. 따라서 기온요소

는 결국 냉난방수요의 리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계  모의변수의 

경우 Hintermann(2010)과 백정호, 김 석(2013)을 따라 여름은 6, 7, 8, 9

월에 해당하면, 겨울 모의변수의 경우에는 11, 12, 1, 2, 3월에 해당하면 

1의 값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0으로 배정한다. 각 계  모의변수는 냉난

방을 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게 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기온 변수 반  사례는 Maydybura and 

Andrew(2011)와 이은정(2013)으로, Maydybura and Andrew(2011)는 리, 

베를린, 로마, 런던의 평균기온을 이용하 고 이은정(2013)는 CDC 

Climate의 European Temperatures index를 모형에 이용하 다. 그런데 

기온에 따른 냉난방수요는 단조증가하거나 단조감소하는 계가 아니라 

온화한 기온에서 수요가 가장 낮고 더운 방향이나 추운 방향으로 극한 



- 36 -

기온으로 갈수록 수요가 높아진다. 이러한 계를 반 하려면 계  모의

변수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겨울과 여름의 반응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날씨가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해 날씨요소를 상

당히 정교하게 고려하 던 Mansanet-Bataller et al.(2007)도 연구에서 

의 두 연구처럼 기온변수를 그 로 이용하기도 하고 극한기온 더미변수

를 추가하여 이용하기도 하 는데 실제 분석 결과 역시 그 로 이용한 

기온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극한 기온 더미변수에 유의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unn과 Fezzi(2007)는 이러한 을 고려하여 런던의 일간 평균기온과 

화씨 60도와의 차이를 반 하 다. Mansanet-Bataller et al.(2007)도 

HDD(Heating Degree Days)와 CDD(Cooling Degree Days)의 단기 이 

되는 기 온도를 몇 가지 정해두고 이 기 온도와 일(前日) 기온의 차

이를 가지고 분석하 다. 더불어 1분 수와 4분 수에 해당하는 기온을 

기 으로 한 모의변수로도 분석하 는데 기 온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 다. 기온 지표는 기온에 인구 가 치

를 부여하여 작성하 다. 이 게 인구가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은 후에 

Hintermann(2010)과 Koop, Tole(2013)의 연구에서도 활용된다. 차이 은 

Hintermann(2010)과 Koop, Tole(2013)은 기 온도를 정하지 않고 각 일별

로 같은 날짜의 과거 평균 기온과 각 일별 평균기온과의 차이를 이용하

다는 이다. 그러나 사람이 더 와 추 를 느끼고 냉난방을 하게 될 

때에는 년도 같은 계 과 비교하기보다 인 온도에 따라 더 와 

추 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고 냉난방을 하게 되므로 평년과의 비교는 

불필요하다.

 Rickels et al.(2007)는 20년간 평균온도와의 차이를 국가별로 평균을 낸 

후 다시 국가별 2005, 2006년의 GDP를 가 치로 반 한 EU-ETS 참여국 

체의 평균을 내었다. 같은 기온에서도 경제력이 더 있는 국가에서 냉

난방 비용에 한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온도차이에 따른 에 지 수

요변화는 경제력이 높은 국가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상할 수 있

고 실제로 이를 고려한 Rickels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날씨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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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EU-ETS 시장 체가 기온에 어떠한 향을 받는 것인지 알기 해 

유럽 체를 표할 수 있는 기온변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

은 사람들이 향을 받는 지역을 인구기 으로 선정한다. 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거주민의 평균 인 부의 정도가 그 지역의 총 냉난방수

요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반 하기 해 선정된 지역의 인구와 

해당 국가의 1인당 GDP를 곱한 값으로 가 치를 부여하여 평균온도를 

계산한다.

  표 2는 지리  범 가 첩되지 않도록 2012년 인구 기 으로 상  17

개 지역을 선정한 것과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측소를 짝지은 

것이다.

  각 기상 측소의 기온자료  결측치가 있을 경우 해당 측소에서 가

장 가까운 다른 측소의 자료로 체하 고 그 측소에서도 결측치가 

있는 경우 내삽하여 기온자료를 구축하 다. 가 치를 부여하기 한 

GDP 자료는 국제통화기 (IMF)에서 발표하는 연간 자료를 이용한다.

4. 경제변수

  Maydybura와 Andrew(2011)는 그들의 월간모형에서 분기별 GDP자료를 

성장률로 변환하고 계 조정하여 월간자료의 근사값으로 사용하 다. 그

리고 특별히 로벌 융 기를 반 하기 해 더미변수를 따로 도입하

다. 부기덕, 정기호(2011)는 월간모형에서 산업생산지수, 리, 생산자물

가지수의 세 가지 경제변수를 고려하 다. 이은정(2013)도 마찬가지로 월

간모형에서만 경제변수를 반 하 는데 산업생산지수를 공통 으로 이용

하 고, 여기에 경제심리지수(EU Economic Sentiment index)를 반 하

다. Aatola et al.(2013)는 력가격 도구변수 식에 FTSE350지수를 경제변

수로 이용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 거시경제변수의 측주기가 길다는 

 때문에 월간모형에서만 경제변수를 반 하고 있고 Aatola et 

al.(2013), Hintermann(2010), Koop, Tole(2013)의 연구에서는 일간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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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천 명
기상 측소

국

가

측소 

도

측소 

경도

Andalucía 8,378 SEVILLA/SAN PABLO ES +37:25:00 -005:52:45

London 8,136 CET Central England GB +52:25:12 -001:49:48

Comunidad

de Madrid
6,426 MADRID-RETIRO ES +40:24:42 -003:40:41

Barcelona 5,518
Barcelona-Fabra 

Observatory
ES +41:25:05 +002:07:26

Yorkshire and

The Humber
5,336 CET Central England GB +52:25:12 -001:49:48

Scotland 5,268 ESKDALEMUIR  GB +55:19:00 -003:12:00

Düsseldorf 5,157 DUSSELDORF   DE +51:17:49 +006:46:12

Comunidad de 

Valenciana
5,010 VALENCIA   ES +39:28:50 -000:21:59

Stuttgart 4,016 Stuttgart-Schnarrenberg DE +48:49:45 +009:12:03

Roma 3,995 ROMACIAMPINO  IT +41:46:59 +012:34:59

Zuid-Holland 3,552 HOEKVANHOLLAND NL +51:59:27 +004:07:18

Berlin 3,502 BERLIN-TEGEL DE +52:33:56 +013:18:38

Milano 3,035 MILAN IT +45:28:18 +009:11:21

Schleswig

-Holstein
2,838 SCHLESWIG DE +54:31:44 +009:32:57

Karlsruhe 2,752 KARLSRUHE DE +49:02:21 +008:21:54

Paris 2,262
Paris-14E Parc 

Montsouris
FR +48:49:23 +002:20:12

Wien 1,717 WIEN AT +48:13:59 +016:21:00

자료: Eurostat, European Climate Assessment & Dataset

표 2 인구가 많은 지역과 그 지역의 기상 측소

사용할 경제변수로 주가지수를 선택하 다. 뒤의 두 연구에서는 FTSE 

100 지수를 이용하 는데, 큰 규모의 기업 외에도 력수요에 향을 미

치는 비교  다양한 규모의 기업의 경제상황까지 최 한 포 하기 해

서 본 연구에서는 FTSE 350지수를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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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잉할당 변수

  과잉할당량을 계산하기 해서는 배출권 총 할당량과 비교할 BAU 배

출량 값이 필요하다. BAU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EC가 공식 으로 정한 

Indicative Cap을 고려할 수 있다(EC, 2005). Indicative Cap은 EC가 NAP 

방식 하에서 각 회원국의 BAU 과장보고를 통한 과잉할당 여부를 단하

기 해 제시한 기 으로 Indicative Cap보다 할당량을 많게 신청한 경우 

할당량을 삭감하게 된다. 따라서 Indicative Cap은 Cap과 BAU의 차이를 

과잉할당이라고 정한 Ellerman과 Buchner(2008)의 두 번째 정의에서의 

BAU와 같은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 BAU를 추정

하기 해 Indicative Cap 산정방식을 응용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Indicative Cap을 응용하여 BAU를 계산하고 있다. Rathmann et al.(2006) 

역시 2기 NAP에서 제안된 Cap의 정성 여부를 단하는 그의 보고서

에서 Indicative Cap을 달성가능할 수밖에 없는 목표(theoretical 

maximum that Member States should be able to commit to achieving)로 

해석하고 있어 BAU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C에서 제안하는 Indicative Cap 개념은 두 가지 제를 바탕으로 한

다. 한 가지는 탄소배출량이 탄소집약도와 경제성장률에 향을 받는다

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EU-ETS 참여 부문과 비 참여 부분에서의 배

출량이 경제성장률에 동일하게 향을 받는다는 이다. 이러한 제에 

따라 EC는 Indicative Cap을 기 년도배출량(baseline)에 GDP 성장률과 

탄소집약도 향상률을 곱하여 Indicative Cap을 구하도록 권하고 있다. 

Rathmann et al.(2006)은 2005년 배출량을 기 년도배출량으로 잡고 

PRIMES 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GDP 성장률과 탄소집약도 향상률 측값

을 이용하여 BAU를 구하 다. Ellerman과 Buchner(2008)는  NAP에서 보

고된 2004년의 배출량을 기 년도 배출량으로 이용하 으며, 다시 2010

년에는 2004년의 UNFCCC에서 제공하는 배출량데이터를 기 년도 배출

량으로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BAU 과장보고에 따른 결과로서의 과잉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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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들이 EC의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따랐

는지 비교해보기 해 최 한 EC에서 권고하는 방식에 맞추어 Indicative 

Cap을 계산한다. EC가 제안한 Indicative Cap은 사실상 2기 NAP를 평가

하기 한 기 이지만 일 된 방식으로 과잉할당량을 구하여 하나의 변

수로 이용하기 해 1기 공  역시 최 한 EC가 권고한 이 기 에 맞추

어 평가한다.

 EC는 기 년도 배출량으로 2003년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공하

고 있다.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참여업종(trading sector)에만 할당되므로 

indicative cap을 구하기 해서는 국가 체 배출량에서 참여업종만의 

배출량을 가려내야 한다. COM(2005)703의 Annex1에서 ‘ETS share’를 

표시해두었는데, 이는 1기의 할당량을 2003년 국가 배출량으로 나  값

으로 참여업종에 Cap이 하게 설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국가 체 배

출량  참여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003년 국가 총 온실가

스 배출량에 이 ETS share를 곱해 기 년도배출량으로 활용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기 배출권 할당 에 1기 Cap으로 ETS Share를 구할 수

는 없으므로 시 상 이 기 년도배출량은 1기 Cap을 정하기 해서 활

용할 수는 없다. 2기를 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1기 할당량이 BAU 비 

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1기 할당량을 이용하여 ETS Share를 

구하는 방식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기 BAU 산정을 한 기 년도 배출량은 같은 2003년을 기 으로 하되 

UNFCCC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각 부문을 ETS 참여 부문과 응

시켜 ETS 참여업종만의 2003년 배출량을 구한다. UNFCCC의 부문 구분

과 ETS 참여업종을 응시키는 방식은 기본 으로 Anderson과 Di 

Maria(2011)가 Eurostat 배출량 자료와 EU ETS 부문을 짝지은 방식을 따

르며 그 응은 표 4와 같다.

  EU-ETS는 바이오매스만을 배타 으로 사용하는 설비는 규제 상에서 

제외하고 있어(EC, 2003) UNFCCC에서 구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에

서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배출량 자료의 값을 빼주어 2003년 참여업종 

기 년도배출량 자료를 완성한다. 2007년의 경우에는 루마니아가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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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종류 UNFCCC 부문(코드와 분류명) EU-ETS 부문(EC, 2003)

연료연소

1.AA.1.A Public electricity and 

heat production
Combustion inst. > 20 MW

1.AA.1.B Petroleum refining Mineral oil refineries

1.AA.1.C Manufacture of solid 

fuels and other energy industries

Coke ovens

Combustion inst. > 20 MW

1.AA.2.A Iron and steel Pig iron or steel

1.AA.2.B Non-Ferrous metals
Metal ore (including sulphide 

ore) roasting or sintering

1.AA.2.C Chemicals
Cement, clinker and lime ion

Glass including glass fibre

1.AA.2.D Pulp, paper and print
Pulp from timber,

paper and board > 20 t/d

1.AA.2.E Food processing, 

beverages and tobacco
Combustion inst. > 20 MW

산업활동

2.C Metal production

Pig iron or steel

Metal ore (including sulphide 

ore) roasting or sintering

2.A Mineral production
Cement, clinker and lime

Glass and ceramics
자료: Anderson, Di Maria(2011)와 UNFCCC를 바탕으로 정리

표 3UNFCCC배출 부문과 EU-ETS참여 부문 응

참여하기 때문에 2007년의 BAU산정을 한 기 년도배출량을 구하기 

해서는 1기 기 년도배출량에 동 출처의 자료  루마니아의 자료를 포

함하여 다.

  2기의 BAU를 산정하기 한 기 년도배출량은 1기 시행을 제로 마

련되어야 한다. 2기는 1기가 시행되고 난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1기를 

통해 탄소배출이 개선된 상태에서의 BAU를 제해야 2기 시행의 목 에 

부합한다. 따라서 1기 시행시의 배출량인 2005년의 검증배출량을 2기 

BAU 산정을 한 기 년도배출량으로 삼는다. 2005년의 경우 실 치에 

한 정보부족으로 과잉감축이 일어났다는 평가가 있긴 하나 2006년과 

2007년의 경우에는 배출권이 과잉할당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규제 상

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지 못했으므로 1기시행의 향을 받지 않은 실

치라 할 수 있어 2기 시행을 한 기 년도배출량으로는 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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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년도배출량()에 곱해  GDP 성장률은 IMF에서 제공하는 

실질 GDP 자료를 이용한다. EU-ETS에서 Cap은 각 단계의 시작 에 미

리 설정되어 단계 운 에는 매년 조정되지 않지만 매년 배출권의 할당 

에 과잉할당의 향을 미리 알 수는 있다는 에서 BAU 산정은 그 

년도의 측값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에 따라 GDP는 직 년도에 측한 

값으로 반 한다. 실제로 Ellerman, Buchner(2008)와 Anderson, Di 

Maria(2011)도 감축량과 과잉할당량을 계산하기 해 직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BAU값과 비교한다. 탄소집약도 자료는 IEA에서 제공하

는 자료로부터 구한다. 년도에 측하는 년도의 BAU배출량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

   
×

 

: 1기의 경우 2003, 2기의 경우 2005

  과잉할당을 측정하는 방식은 Cap에서 BAU배출량을 제하는 것 외에도 

 상태의 배출률(emission rate)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을 다 사용하기까

지의 소요시간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비록 연구의 목 이 과잉할당

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Gruell과 Ruediger(2009)는 그의 연구에서 

과잉할당량()을 다음과 같이 표 한다.

 


  

: 할당받은 배출권의 수

: 시 까지의 배출량

: 시 에서의 배출률

  재의 배출률에 꼭 맞게 할당받게 되면 과잉할당은 0이 된다. 

EU-ETS에 용할 시, 배출권은 매년 할당되므로 시간간격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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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과잉할당량이 0이면 할당받은 배출권을 다 소모하기까지 꼭 1년이 

걸리는 것이다. 양수의 값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배출권을 소모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음수의 값은 배출권을 다 소모하기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식은 실제 배출량을 가지고 사후 으

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와 에 각 해당 BAU 값을 입하면 배출

권을 소모할 때까지 상되는 소요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구한 BAU 값과 의 두 방법으로 표시한 과잉할당량은 아래 표 4와 같

다.

연도
할당량

(Mt)

BAU

(Mt)

과잉할당 

(Mt)

과잉할당

(Mt)

과잉할당

(Gruell, Ruediger, 2009)

2005 2,089 2,026 62 62 0.0306

2006 2,064 1,994 70 133 0.0657

2007 2,145 2,064 81 214 0.1022

2008 1,950 2,166 -216 -216 -0.0970

2009 1,972 2,108 -136 -352 -0.1670

2010 1,998 1,941 57 -295 -0.1524

2011 2,017 1,752 265 -31 -0.0182

2012 2,228 1,944 284 253 0.1296

표 4 연도별 BAU와 과잉할당량

  Gruell과 Ruediger(2009)의 과잉할당량과 과잉할당량을 비교해보면 

부호와 각 연도별 상  크기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Gruell

과 Ruediger(2009)의 측정방식은 분석상의 특별한 장 은 없는 반면 실

증분석 시 결과해석을 직 으로 하기 어려워 Cap과 BAU의 단순차이

로 구한 과잉할당량을 모형에 반 하기로 한다.

  그림 3를 보면 계산된 과잉할당량(Over)와 과잉할당량(AccOver)이 

배출권가격과 음(-)의 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는 변수들의 기 통계량이다.

  그림 5는 각 변수값의 동향을 나타내기 한 그림으로 모든 변수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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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잉할당과 배출권가격

EUA CDS CSS Oil FTSE Temp

평균 12.1792 15.63832 21.04715 63.62054 3707.567 14.22441 

최 값 29.33 268.7352 257.3554 96.5702 5233.938 28.38341

최소값 .01 -24.9177 -21.5914 24.09562 2015.054 -4.57260

표 편차 6.71548 14.87858 16.97469 16.605 755.6208 6.762334

표 5 EU-ETS 일간자료 기 통계량(2006.5.2.-2012.12.28.)

은 값이 최  1이 되도록 보정되었다. 반 으로 Clean Spark 

Spread와 Clean Dark Spread는 서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스 드 가격에는 력가격이 반 되어 있어 나타나는 

상으로 보인다. 석유의 경우 2011년 5월을 후로하여 배출권가격과 매

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다가  그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있다. FTSE주

가지수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 동안에 매우 즉각 이고 강하게 배출

권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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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출권가격과 에 지가격, 주가지수 (2006.5.2.-2012.12.28.)

제 3 모형의 추정

  구축한 모형을 추정하기 에 각 변수자료들이 안정 인지 확인한다. 

다음 표 6은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의 결과이다. 과잉할

당량의 경우 측값이 8개로, 지나치게 소표본이어서 ADF검정이나 PP검

정 모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단 근검정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근검정 결과를 보면 Clean Dark Spread와 Clean Spark Spread

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변수는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 

변수 사이에 공 분 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공 분 검정은 세 개 이상

의 다변량에서 검정력이 떨어지는 EG 검정보다 다변량에서도 검정력이 

뛰어난 요한슨 공 분 검정을 통해 수행한다. 요한슨 공 분검정의 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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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o Det Const C&T

Coef. t Coef. t Coef. t

EUA -.0013217 -1.08 -.004978  -1.965  -.0049922  -1.970 

CDS -.1636014 -12.02 -.3437701 -18.314 -.3569502 -18.739 

CSS -.1035597 -9.41 -.2628281  -15.659 -.3083559 -17.154 

FTSE -.0002152 -0.65 -.0025674 -1.554  -.002386 -1.276 

Oil .0000604 0.12 -.0026037 -1.336 -.0058698 -2.245

5% 임계값 -1.950 -2.860   -3.410

표 6 각 수 변수의 단 근검정(ADF)

가설은 ‘공 분 계의 수가 최 수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공 분검

정 결과는 다음 표 7에 있다.

최  수 고유치 각합 통계량 5% 임계값

0 -  15.5557 29.68

1 0.00628 5.2304 15.41

2 0.00213 1.7326 3.76

3 0.00106 -

constant trend, # of obs=1640, 최 허용시차:2

표 7 불안정 변수의 요한슨 공 분 검정 결과

  최  수가 0인 귀무가설조차 기각하지 못하므로 배출권가격과 석유

가격, 주가지수 사이에 공 분 계가 없는 것으로 단한다. 따라서 변

수들의 안정화를 해 1차 차분을 수행한 뒤 다시 단 근 검정을 하여 1

차차분변수들이 안정한지 확인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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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o Det Const C&T

Coef. t Coef. t Coef. t

EUA -.9953152 -40.031 -.9953287  -40.019  -.9954006  -40.009 

FTSE -1.052047 -42.369 -1.052123 -42.359 -1.052651 -42.367 

Oil -1.084103 -43.734 -1.08427 -43.728 -1.084437 43.722

5% 임계값 -1.950 -2.860   -3.410

표 8 각 1차 차분 변수의 단 근검정(ADF)

   표 8을 보면 1차 차분을 통해 자료가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다. 모

형의 분석에서 배출권가격과 주가지수, 석유가격은 1차차분변수를, 나머

지 변수는 수 변수를 그 로 반 하여 추정한다. 표 9는 그 회귀 결과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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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S.E. t P>|t| [95% Conf. Interval]

dEUA(-1) -.0030491 .0253517 -0.12 0.904 -.0527767 .0466785

CDS(-1) .0061943 .0151347 0.41 0.682 -.0234925 .0358812

CSS(-1) -.0136605 .0141746 -0.96 0.335 -.0414642 .0141433

dOil(-1) -.027948 .01364 -2.05 0.041 -.054703 -.0011929

dFTSE .0014583 .0003562 4.09 0.000 .0007597 .0021569

AccOver -.0004172 .0001308 -3.19 0.001 -.0006738 -.0001606

Borrow .0659529 .0492374 1.34 0.181 -.0306269 .1625327

S*Temp .0030393 .0032366 0.94 0.348 -.0033094 .009388

W*Temp -.0067975 .0059052 -1.15 0.250 -.0183806 .0047857

Oil*FTSE(-1) 1.10e-06 4.70e-07 2.35 0.019 1.82e-07 2.03e-06

CDS*FTSE(-1) -6.23e-07 3.48e-06 -0.18 0.858 -7.45e-06 6.20e-06

CSS*FTSE(-1) 3.00e-06 3.46e-06 0.87 0.387 -3.79e-06 9.79e-06

S*CDS(-1) -.0022739 .0048254 -0.47 0.638 -.0117389 .0071911

W*CDS(-1) .0044774 .0046784 0.96 0.339 -.0046994 .0136542

S*CSS(-1) -.0017101 .0039631 -0.43 0.666 -.0094839 .0060636

W*CSS(-1) -.0004669 .0036525 -0.13 0.898 -.0076312 .0066975

_cons -.3024472 .1319216 -2.29 0.022 -.561213 -.0436813

Source SS df MS Number of obs =    1550

F( 16,  1533) =    3.05

Prob > F      =  0.0000

R-squared     =  0.0308

Adj R-squared =  0.0207

Root MSE      =  .68477

Model

Residual 

22.8612076

718.847584

16

1533

1.42882547

.46891558

Total 741.708791 1549 .478830724

표 9 OLS를 이용한 회귀식추정

  의 회귀 결과에서 유가 시차항, 주가지수, 과잉할당량, 유가와 주가

지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기상  검정을 통해 모형의 합도를 확인하고자 Durbin-h 검정을 

수행하 고 그 결과 자기상 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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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s(p) chi2 df  Prob > chi2

1  0.221 1  0.6385

  H0: no serial correlation

표 10 추정 모형의 Durbin-h 검정결과

  Breusch-Godfrey(BG) 검정을 추가로 수행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

다.

 lags(p) chi2 df  Prob > chi2

1  0.223 1  0.6366

  H0: no serial correlation

표 11 추정 모형의 Breusch-Godfrey(BG) 검정결과

   통계량이 5% 유의수 의 
  임계치인 3.8보다 작아 자기상 계

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

다.

  잔차도표는 그림 5와 같다. 짙은 회색의 가로  다섯 개는 에서부

터 차례로 2표 편차, 1표 편차, 0, -1표 편차, -2표 편차 값을 의미

한다. 2007년 12월 18일의 20이 이상 은 2007년 12월 17일에 1기 배출

권 거래가 마감되고 18일부터 2기 배출권가격데이터를 사용하 기 때문

에 나타난 상이다. 이 이상 은 버리지를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측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함부로 제외하지 않는다.

  잔차도표를 보면 2006년과 2008년에 다른 구간에 비해 잔차가 비교  

아래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특정 시기에 높은 변동성이 집 되는 

GARCH 특성이 의심된다. GARCH 특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해 

ARCH-LM 검정을 수행한다. 잔차의 수는 1550개로 우선 ARCH(1) 특성

이 있는지 보기 해 T=1550로 놓고  통계량을 구한다.  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는 분석 자료 개수이며 은 잔차의 제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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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LS를 통한 회귀 잔차 도표

상수항과 잔차제곱의 시차항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의 값을 의미한다. 

이 때 비교하는 임계치는 포함하는 시차 수의 자유도를 가진  분포에

서의 유의수  값이다. 우선 시차항을 1개만 포함하여 OLS로 추정하

을 때 값이 0.0000으로 =0.0000이고, 이 때 
 =3.84보다 작으므로 

ARCH(1) 특성이 없다. ARCH 특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GARCH 특성 역

시 존재하지 않는다.

  모형의 합도와 련하여 문제 을 찾을 수 없어 재의 모형을 최선

으로 단하고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우선 FTSE 지수는 경기변동

을 설명하기 한 리변수로, FTSE의 계수가 양수인 것은 경기가 활성

화되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론  상과 합치한다. 모형에 

반 된 FTSE 지수는 국 운드화에서 유럽연합 유로화로 변환된 값으

로, FTSE 지수의 변화량이 10 유로 늘어날 때마다 배출권가격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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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04유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FTSE100 지수의 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던 Hintermann(2010)의 연구와는 상이

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NAP 방식 하에서 발생하는  과잉할당량의  

향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수의 부호 역시  과잉할당량이 

증가할 때마다 배출권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론  상에 맞다. 과잉

할당량의 단 는 백만 톤으로, 의도  과잉할당의 량이 10억 톤 발

생할 때 이산화탄소 각 1톤 당 배출권 가격은 0.4유로씩 하락한다. 그러

나 각 단계 내 차입효과는 이번 실증분석을 통해 밝힐 수 없었다.

  유가의 경우 제 II장 3 에서 설명한 것과 합치하지 않는 부호의 회귀

계수가 추정되었다. 그림 4에서 2006년 동안과 2008년부터 2011년 상반

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배출권가격과 유가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07년 한 해, 그리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가격과 다른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은 유가가 배출권가격과 양의 상 계, 

음의 상 계를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양의 상 계를 보이는 기작은 수요견인에 의한 것이다. 상품에 한 

수요가 증가해 생산활동이 늘어나 력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석탄화력 

발 으로는 충분치 않게 된다. 따라서 천연가스와 석유에 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가격 한 상승하게 된다. 이 때 발 연료 연소에 의

해 배출권가격 한 상승하게 되면서 원유가격과 배출권가격이 양의 상

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음의 상 계는 어떠한 외부충격에 의해 유가가 상승할 때 나타난다. 

유가가 상승하면 생산 GDP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배출권에 한 수요와 

배출권 가격 모두 하락하게 된다. 2007년에 유가와 배출권가격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음의 상 계와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

른 배출권 수요하락이 상되어 나타난 상이다. 2011년의 배출권가격 

하락은 유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유가상승은 유가하락을 염려한 산유국의 인 인 산출량 조

에 따른 것으로 외부 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한 CDC Climate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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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Carbon 등은 배출권가격 하락을 거시경제 요인에서 찾고 있다. 두 

기  모두 유로 부채 기 심화를 비롯한 경기침체와 느린 회복을 기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양승룡(2009)은 유가상승이 력산업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유가상승으로 인한 체  소비감소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

에 배출권가격과 유가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 으나 실제

로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각각의 효과가 어떻게 향을 미

치는지에 해 보다 정 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장기 으로 FTSE 지수는 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리변수 선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

다. 실질 GDP나 산업생산지수가 경기변동을 나타내기에 보다 직 이

고 합한 변수가 될 수 있겠으나 일간자료 분석에 이들 지표를 이용하

기에 어려운 이 있다.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와 주가지수의 상호작용항은 이론 으로 설명가능한 결과를 나타

낸다. 경기가 호황일 때 력수요가 높아지면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데, 유가가 력생산에 있어서 연료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

에 같은 경기 호황기라도 유가가 어떤지에 따라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수 있다. 주가지수와 유가 모두 배출권가격과 양의 계를 

보일 것을 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값의 곱 역시 양의 계를 보

이는 것은 이론  상에 부합한다.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발 연료에 따른 각 력 스 드에는 배출권

가격이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기온 변수 역시 이론과 

합치하는 부호의 계수를 얻었으나 통계 으로 그 값이 유의하지 않다.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변동 요소나 과잉할당 등 시장 충격 요인

이 배출권가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 4 메타분석

  그림 5의 잔차도표를 보면 잔차가 부분의 기간동안 체로 2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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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2표 편차 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와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체로 1표 편차와 –1표 편차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ARCH나 GARCH 특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2006년 상반기와 

2008년에는 변동성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은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는 

계량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요소가 가격변동성에 향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상반기의 경우, 4월 Price-crash 이후의 충격으로 인한 가격 변

동성이 4.6%이었다가 5월에 2.8%로 완화되기는 하 으나 여 히 

Price-crash 이 의 11개월보다 변동성이 높은 상태 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에서 2 표 편차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은 모형에서 고려하

지 못한 요소가 배출권가격 상승압력으로 작용했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Price-crash 이후에 5월 반부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

인이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이다. 이로 인해 

력생산량이 유로존에서 3.2% EU25국가에서 1.4% 증가해 배출권 수요

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거래자들이 바로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길 기다렸던 데에 따른 상으로 분석된다(Leseur, 

2006).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기 만료가지 시간이 남아있어 가격상승에 

한 기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Hinermann(2010)은 그의 배출권

가격결정요인연구에서 설명변수들을 반 할 때 불안정 변수들은 차분의 

형태로, 안정성을 보이는 변수들은 각 해당일의 값과 평균값과의 차이를 

제도 만료일까지의 남은 일 수로 나 어 아래 수식과 같은 형태의 항으

로 반 하 다. 아래 항은 Maeda(2004)의 배출권거래제 기본 모형을 

EU-ETS 상황에 용시키면서 유도된 형태이다.

 


  



 

 
(: 회귀계수, : 배출권거래제 종료일, : 이자율+1)

   수식에서 연간 이자율을 일간으로 변환하게 되면 거의 0이나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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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여서 값이 1이 된다. 결국 각 변수값들을 제도 종료일까지의 일수

로 나  형태가 된다. Hintermann(2010)은 이에 해 같은 충격이라도 

제도 종료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충격이 사라지는 것에 한 

기 를 할 수 있어서 그 향이 작다고 해석하 다. 같은 원리로 1기 종

료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었던 2006년 5월에는 배출권가격 상승을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기 가 비 실 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출권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2007년동안에 잔차의 분포가 0에 가깝게 분포하

는 다른 이유는 배출권가격 자료가 1년물의 가격을 이어서 구성한 것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이용한 자료에서는 2007년 동안 2기 배출권 상품

가격의 움직임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2기 배출권 할당량 설정을 한 NAP의 제출과 승인, 할당량 발표가 이

어지는데 분석자료는 근년물 자료이므로 빈티지가 2기에 해당하는 상품

의 가격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NAP가 승인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 

배출권가격이 어떠한 향을 받는지는 이 분석을 통해 알 수 없다.

  2008년동안에는 잔차가 2표 편차와 –2표 편차 사이에 퍼져서 분포하

고 있는데 이는 새로이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기간과 함께 2기가 시작

되면서 시장에 한 불확실성이 증가하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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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결론

  배출권가격에 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에서는 주로 수요측면의 요소에 

집 하여 분석이 이 졌다. 공 측면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CER과 련

된 요소나 이월 지 여부 등에 해서 다루었고 EUA의 공 량에 해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몇몇 연구들이 NAP 발표와 검증배출량 발표가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기는 하 으나 배출권의 과잉공

이 가격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음에도 수요 비 공 량의 정도

에 따라 배출권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한 실증 연구는 거의 없었

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EUA의 수요 비 공 량이 배출권

가격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분석을 시도하 다.

  앞서 언 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주가지수와 과잉할

당량, 유가와 주가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 으로 유의하면서 이론  

상에 맞는 방향으로 배출권가격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유가의 경우 그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나 부호는 이

론  설명에 합치하지 않는 값이 도출되었다. 실제로 유가와 배출권가격

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

유는 거시경제  요인과 정책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측하 다.

  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은 주로 시장참여자의 심리 인 요소가 

반 된 것들이다. 과잉할당이 보고되어도 시장참여자가 여 히 배출권 

수요 증가나 배출권 가격 상승에 한 기 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출권의 

과공 이 가격폭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한 부담을 느끼거나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출권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상할 경우에도 배출권가격이 비교  높게 유지되면서 불안정한 

양상을 띠는 것을 잔차도표를 활용한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본 연구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이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은 과

잉할당이 배출권가격을 하락시키는 상을 실증 으로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의 환경  효율성을 담

지하는 가격기구로서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정책설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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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출권의 한 공 량 설정이 요하다. 과잉할당은 배출권 가격

을 하락시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동기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한 가격을 안정시키기 해서도 시장에 한 측가능성을 정책 으로 

보장해야 한다. 메타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에 한 불확실성은 

가격의 움직임을 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업들이 잉여배출권을 매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에 한 측이 가능해질 때 한꺼번에 

매도하여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

인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의도하는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측가능하고 안정된 제도설계와 더불어 정한 할당량이 요하다는 정책

 함의를 제공한다.

  잔차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배출권가격의 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달라

지는데 구조  변화(structural break)를 의심할 수 있다. 비록 ARCH나 

GARCH 특성이 탐지되지는 않았으나 구조  변화를 고려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 을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 

한 연구가 발 을 거듭하길 바라며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환경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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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ofCarbonPrices
intheEU-ETS:

FocusingonAllowanceOver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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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NationalUniversity

InEmissionsTradingSystems(ETS),themarketparticipantswhoare

regulated underETS decide whetherto mitigate the emission of

pollutants directly by investing in their production process or

purchasingallowancesfrom othermarketparticipants.Thepriceof

allowancesisakey determinantformaking thedecision between

mitigation and purchasing.Hence stability ofallowance prices is

crucialforpolicymakersindesigningeffectiveenvironmentalpolicy

and for marketparticipants in managing their allowance assets

efficiently.Thisstudyaimedtobetterunderstandformationofcarbon

pricesin themostrepresentativeGreenhouseGas(GHG)emission

market,theEU-ETS,by empirically analyzing thedeterminantsof

carbonprices.

Literaturereview findsthatthecarbonprice,whichiscloselyrelated

to demand for allowances,is affected by the price of power

generation fuels,oilprice,rate ofeconomic growth,as wellas

precipitationandwindspeedsthatdeterminethecapacityofhydro

andwindpowergeneration.Otherdeterminantsofcarbonpricealso

includethecapscomparedtodemandforallowances,policydetails

suchasbankingand borrowingofallowances,and theamountof

Kyotocredits.

Although'over-allocation'ofallowancesinEU-ETShasbeennotedas



amajorcauseofcarbonpricecrash inPhaseI,few studieshave

quantitativelyanalyzedtheissueofover-allocationintheformationof

carbon prices.In thisstudy,new variablesare tested using the

ordinaryleastsquare(OLS)regressionmodel.Thesenewlyintroduced

variablesareover-allocationandintra-phaseborrowing.Aligningwith

existing studies on over-allocation,this research also adopts the

method of calculating over-allocation by comparing the cap to

business-as-usual (BAU) emission, where the BAU emission is

calculated using carbon intensity and GDP growth rates. The

over-allocation,stockpriceindex,oilprice,andtheinteractionterm of

stockpriceindexandoilpricearefoundtobesignificant.

Unquantifiable price determinantsthatcannotbe included in the

econometricmodelareexplainedinmeta-analysiswithatime-plotof

theresiduals.Theseunquantifiablepricedriversarefoundtobedue

tothemarketparticipants'expectationsonallowancedemandorprice

as wellas due to marketuncertainties thatemanate from the

uncertaintiesofmitigationcommitment.Thisstudyempiricallyproves

theimpactofover-allocation ofallowanceson carbon pricesand

drawsaconclusionthatstabilityofpolicyissignificanttoachievethe

goalthatthepolicyintendstoreach.

keywords:EU-ETS,CarbonPrice,Allowance

Over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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