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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동차 전력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기차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

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동차 전력화에 따른 경제 및 환경파급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모형의 한계로 친환경 자동차 중 배터리 전기자동차(BEV)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분석 기간은 전기차 확산 속도와 내연기관차 누적

대수를 고려하여 2010∼2035년으로 설정하였다.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확산모형과 에너지모형을 사용하여 전기차

판매율과 에너지 소비변화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축차 동태 일반균형 모

형에 적용하는 소프트 링크(Soft-linked)방식을 적용해 전기차 확산의 파

급효과를 계산했다.

분석결과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와 전원구성 개선 없이 전기차가 확산

할 경우 그 효과가 최종적으로 경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

출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전기차 확

산이 국내 경제성장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확산수준

에 상응하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 증대와 친환경적 전원구성 변화가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전기차 산

업 육성계획을 위해서는 전기차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성장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

이다.

주요어 : 자동차 전력화, 지속가능한 교통, 축차 동태 일반균형,

ORANI-RD 모형

학 번 : 2016-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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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배경 및 목적

2016년 기준 전 세계에 약 20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된 상태이며 이 중

80%가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 운행 중이다.1) 2005년

수백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가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하락과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 전기차 모델출시

그리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교통수단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급

격한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노르웨

이, 네덜란드에서는 202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독일에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프

랑스와 영국정부 또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40년부터 휘발

유·디젤 차량 판매금지 방안을 발표한 상태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와 더불어 북서유럽에서는 E-mobility 관점에서 전기차와 충전 기반

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E-mobility란 배터리 또는 수소 연

료전지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여 오염배출이 없고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

을 제공하는 주 정부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州)를 중심으

로 배출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은 무공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ZEV(Zero

Emission Vehicle)프로젝트를 여러 주(州에)서 실행 하고 있다. 캘리포니

아 ZEV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1) IEA(2017) EV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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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중국 또한 ZEV 프로젝트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미 친환경자

동차를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실행 하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2010년 60대, 2016년 10,770대로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지만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판매량은 0.34%이고 등록차

량의 약 1% 수준으로 확산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2)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5년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제3차 계획은 미세먼지 특

별대책으로 인해 당초 목표보다 상향조정되어 2020년까지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이렇듯 세계적으로 정책 차이가 있지만 정부차원에

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서 전기차 확산을 장

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 등 오염물질이 있으며 이중 이산화탄소

(CO2)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다. 2014년 전

세계적으로 교통부문에서 배출된 CO2는 전 세계 CO2 배출 총량의 약

23%를 차지하며, 수송 부문 중 도로에서 배출되는 CO2는 약 73% 이

다.4) 우리나라 수송부문 CO2배출은 1990년 34백만 톤CO2eq에서 2014년

88.54백만 톤CO2eq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2014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568백만 톤CO2eq에서 수송 부문은 88.54백

만 톤CO2eq으로 약 16%의 비중을 차지한다.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CO2) 감축이 중요한 이유는 2030년까지 우리나

라가 국제사회에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에서 부문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감축률

(24.6%)5)이 수송부문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 주요선진국의 경우 2016년 미국 0.91%, 일본 0.59%, 노르웨이 28.76%의 전기차 판매
율을 기록하였다.
3) 환경부(2016.6)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기존 20만대에서 5만대가 증가한 계획이
다. 2030년에는 100만대 보급이 목표이다.
4) IEA(2016),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5)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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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실가스 연비규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중교통 활성화 등 정책이

실행 중에 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가 고려되고 있

는 상황이지만 전기차 확산에 대한 몇몇 쟁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쟁점이다. 자동차 제조

산업6)은 운송 서비스, 유통정비, 소재 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을 기반으

로 전후방 연관 효과7)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산업이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적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1차, 2차 협

력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입장에서는 정체

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를 전기차를 통해 활성화시킬 수 있고 관

련 신산업 창출로 인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또한, 전기차 확산은 과도한 석유 에너지 수입 비용을 감

소시키고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통해 대규모 환경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전기차 에너지 전환 효율과 친환경성에 대한 쟁점이다. 전기

차는 모터에서 바퀴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효율이 약 90%로 내연기관 자

동차에 비하여 고효율 자동차이다. 하지만 석탄, 원유, 우라늄 등 1차 에

너지를 수입하여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면 에너지

전환효율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전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

질 배출이 도로에서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환경성 쟁

점은 전기차 확산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모두 환경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방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그동안 국내연구는 확산전망, 구매보조금 효과, 부분적 파급효과 분석

6)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GDP에서 3.9%(2012년 기준), 총수출에서 12.9%를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직간접 고용인원은 175만 명(2010년 기준)으로 이는 총 고용인원 2,383
만 명 중 7.3%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7) 한국은행(2014)에 따르면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s)는 다른 산업의 생산
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는 다른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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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한택환 외(2017)8) 연구

에서 사용한 방법을 확장하여 자동차 산업, 전력산업 등 다(多)부문에 걸

쳐 발생하게 되는 전기차 확산의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것

이 1차적 목적이다. 한택환 외(2017) 연구의 핵심은 전기 및 수소차 확

산의 파급효과를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계산하기 위해 자동차 및 수송산

업, 가계의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를 전기 및 수소차 확산모형

(BASS)에서 도출된 확산속도와 연동하여 해당 산업 및 가계의 기술계

수가 전기차가 확산된 상황의 기술계수로 변화하게끔 외생적인 충격

(Shock)을 준 것이다. 본 연구는 이 핵심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태

모형확장 등 파급효과 계산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확산이 경제

성장, 온실가스감축 모두 긍정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앞서 언급한 쟁점의 단서와 지속가능한 전기차 보급정책

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절 대상 및 범위

전기차는 화석연료 사용 및 엔진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배터리 전기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로 구분한다. [표 1]은 전기차 종류와 그 특징을 요약한 표이다.

HEV, PHEV는 에너지원을 전기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도

기적 성격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 HEV, PHEV를 연구

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가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지만 하향식 모형인 연산일반균형 모형에서 배터리 전기차(BEV)와

HEV, PHEV를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배터리 전기자

동차(BEV)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8) 2016년도 한국가스공사 대학 협력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한국경제학회가 수행한 연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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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EV PHEV BEV FCEV

구동원 엔진+모터(보조) 모터, 엔진(보조) 모터 모터

에너지원 전기, 화석연료 전기, 화석연료 전기 수소

특징

주행조건에 따라

엔진과 모터를

조합한 최적운행

으로 연비향상

단거리는 전기로

만 주행, 장거리

주행 시 엔진사

용

충전된 전기 에

너지만으로 주행,

무공해 차량

수소를 분해하여

전기로 주행, 충

전 시간이 짧음

[표 1] 전기차 종류

자료: 환경부(2015)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전기차와

같이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핵심자료가 되는 투입산출표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명시적인

산업이나 상품 정보가 없다. 일반균형분석은 초기시점에 주어진 시장거

래정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장거래정보가 없거나 인위적으로 재가공

한 산업 또는 상품을 구축할 경우에 상품과 상품과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소차 보급 실적이 미미하고 인프라 비용이 전기

충전소보다 비싸기 때문에9) 확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 연

구 배터리 전기차(BEV)만을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들 자동차 확산(판매율, 보급률10)) 전망과 분석기간 동안 GDP 성장률,

전원구성 계획 등의 전망자료가 필요하다. 이용 가능한 연구기관 및 정

부 계획 자료를 고려하여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 분석기간은 2010-2035

년으로 설정하였다.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자료 한계로 인하여 2010년

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마지막 분석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자

동차 평균수명이 약 15년이고 2017년 현재까지의 전기차 보급실적을 고

9) 수소충전소는 부생수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유화학단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소충전 구축비용은 30-40억 수준이다.(제3차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
획)
10) 판매율은 Sales, 보급률은 Stock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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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을 때, 확산수준이 단기간에 빠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차 확대가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소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

져오기 위해서 2020년 이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기간

을 2035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제 3절 방법 및 연구흐름

본 연구는 크게 전기차 에너지 전환 효율,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자동

차 산업 변화 등을 분석하는 정성적 부분과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를 계

산하는 정량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

다.

제 2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과 그 수단에 대해서 정의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현황과 환경

정책을 살펴보고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예측되는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

슬 및 제품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확산모형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전기자동차 판매량과 보급량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판매율

은 자동차 산업 투입구조와 에너지 소비 변화 속도와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제 4장에서 추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전력화에 따른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를 계산하

였다. 마지막 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택환 외(2017)의 핵심 연구방법을 사용하면서 분석모형을

동태(Dynamic) 연산 일반균형모형으로 확장하여 보조금, 투자, 전원구성

계획 등 동 연구에서 반영하지 못 했던 시나리오를 반영하였다. 또한, 별

도의 상향식 에너지 모형(LEAP)으로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변화를 추정

한 결과를 일반균형 모형에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구축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연결하는 소프트 링크(Soft-linked)방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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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및 운송수단

∙선행연구의 고찰

￬
제 3장 전기자동차와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과 환경정책

∙전기차와 자동차 산업의 변화

￬
제 4장 전기자동차 확산 추정

∙확산 모형(BASS)을 통한 전기차 확산 추정

∙상향식 에너지 모형(LEAP)을 사용한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변화 추정

￬
제 5장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

∙연산일반균형모형과 축차 동태 모형 (ORNI-G, ORANIG-RD 모형)

∙경제흐름표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시나리오 분석

￬
제 6장 결론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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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절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과 운송수단

지속가능한 교통은 교통부문에서 발생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

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012년 교통관련 외부비용은 약 82조11)로 2014년

명목 GDP 1,377조의 5.97% 수준이다. 외부비용12)은 시장가격이 지불되

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에 발생되는 피해비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도로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및 자동차 등록대수 추세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대기오염배출량 서비스, 한국교통연구원, 2015 국가교통통계
해설편, 2016.

[그림 2]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9년 약 1천만 대에서 2014년 약

2천만 대로 약 60% 증가하였지만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x) 등

오염물질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질소산화물(NOx)은 최근

11) 한국교통연구원, 2015 국가교통통계 해설편, 2016.
12) 김홍균․홍종호 외 6인, 환경경제학, 제 2판,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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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

과 자동차 등록대수 추세를 나타낸 그림이다. 1999년 교통부문에서 배출

된 온실가스는 약 60백만 톤CO2로 이후 온실가스배출은 자동차 등록대

수 추세와 그 궤를 같이하며 증가해 2014년 약 90백만 톤CO2 배출했다.

[그림 3]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 및 자동차 등록대수 추세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대기오염배출량 서비스, 한국교통연구원, 2015 국가교통통계
해설편, 2016.

[그림 4]는 교통부문 석유소비량 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 교통부문 석유 소비량 추이(2000-2014)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5 국가교통통계 해설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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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6) 주요 배출원 분설결과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부문의 경유 소비가

11%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력산업에서 석탄사용과 제조업 및 건설

업에서 석탄사용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

향후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수송수단이 중요할 것으

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교통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념으로 OECD

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

EST)'을 들 수 있다. EST는 빠르고 편안한 이동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EST 개념

을 나타낸 그림이다.

자료: OECD(1998)

EST를 반영한 교통 정책은 전통적 방법과 같이 현재 추세를 예측

(forecasting)하여 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미래 특정시점에 환경적으

로 지속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찾는 후방예

측(back-casting)방법으로 정책을 계획한다. 따라서 환경적 영향 측면에

서 BAU와 EST를 적용한 교통정책의 차이가 있을 경우 지속가능한 수

준에 달성하도록 정책을 통해 경로를 수정하게 된다.

EST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전기차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채택되

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보다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야 된

[그림 5] EST 개념과 달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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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고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으며 소음이 덜하기 때문에 EST를 달

성하기 위한 교통수단13)으로 고려가 된다.

자동차 효율분석은 Tank to Wheel, Well to Tank, Well to Wheel 측

면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Tank to Wheel’은 자동차 연료 탱크에

주입된 에너지가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만을 고려한 효율분석이다. ‘Well

to Tank’는 에너지 채굴과정을 고려하여 채굴된 에너지가 자동차 연료탱

크가 까지 오기 위한 과정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Well to

Wheel’은 채굴된 에너지가 자동차 연료탱크를 거쳐 운동에너지로 전환

되어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Tank to Wheel’ 측면에

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효율은 약 20%이다. 이는 주행하기 위해서 투입

되는 연료의 양에 80%가 손실된다는 의미이다. 휘발유 연소로 38%만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며 타이어 마찰, 공기저항으로 인해 5%가 감소

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약 20%이다. [그림 6]은 발전

과정을 생략한 전기차의 효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6] 발전과정을 생략한 전기차 효율

자료: Faria et al.(2013).

발전과정을 생략한 ‘Tank to Wheel’ 측면에서 전기차의 효율은 약

90%로 내연기관 자동차 효율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전기차는 엔진

13)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흔히 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이 있다. 본 연
구에서 전기차는 가정용 자동차와 대중교통에서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전거와 보행 또한 중요한 이동 수단이지만 분석방법의 한계로 분석에 포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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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지 않고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이

다. 또한, 전기차는 회생제동 시스템(Regenerative Braking System)이

있어 자동차 제동 시 마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포

함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표 2]는 전과정평가(LCA)14) 방법을 사용해

연료원별 자동차 효율을 나타낸 표이다.

주: 일본 자동차 평균수명 15년 기준으로 계산, Toyota Calculation
자료: http://www.hybridcars.com/toyota-explains-why-fuel-cells-are-the-future, (2013)

‘Tank to Wheel’ 측면에서 전기차 효율이 85%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Well to Tank’ 측면에서 전기차는 가장 낮은 효율 수

준이다. ‘Well to Wheel’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차는 40%로 효율이 가장

높고 HEV와 전기차 효율은 약 30%로 비슷하였다. 휘발유 자동차의 효

율은 19%였다. 발전과정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효율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높지만 발전과정을 포함하면 전기차 효율은 90%수준에서 30

∼40%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는 발전과정에서 에너지 전환효율이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모터만큼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국내

화력발전소 열효율은 [표 3]과 같다. 화력발전 열효율은 열역학 법칙으로

인해 통상 40∼60%수준을 넘지 못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적인 효율

수준15)은 태양광발전소 14%, 풍력발전소 29%, 연료전지 30%-50%, 수력

14) 전과정평가(Life Cycle Analysis, LC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전과정평가
는 제품 또는 시스템의 원료 채취 단계, 가공, 조립, 수송, 사용,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걸쳐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 및 수질, 토양 오염 등 환경부하
(Environmental Loading)를 정량화하는 방법이다.
15) IEA(2015),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

구분 에너지 경로 Well-to-Tank Tank-to-Wheel Well-to-Wheel

FCEV 천연가스→수소 67% 59% 40%

EV 천연가스→전기 39% 85% 33%

HEV 석유→가솔린 84% 40% 34%

Gasoline

ICE
석유→가솔린 84% 23% 19%

[표 2] 전과정평가 방법을 통해 계산된 자동차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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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70%-80%이다.

구분 무연탄 유연탄 중유 천연가스 복합화력 내연력

열효율 31.91 36.54 36.86 33.70 49.07 41.18

[표 3] 2015년 국내 화력발전소 열효율

주: 송전단 기준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2016.

전력부문 전력생산 방식은 전기차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7]은 2000-2015년 우리나라 전원구성(발전

설비 기준) 추세를 나타낸 그림이다. 우리나라 전원구성에서 화력발전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무연탄, 유

연탄, 중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데 이들 에너지원은 대기오염물질과 온

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이다. 화력발전설비 증가와 함께 온실가

스 배출량도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40%가 전력부문에서 배출되었다.

[그림 7] 우리나라 전원구성과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 추세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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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기차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중심

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기가 생산되어

야 전기차가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제 2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는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 두 부문으로 구

분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전과정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물질흐름 측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분석했다.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산

업연관분석과 연산일반균형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전기차 생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1. 환경적 영향

Hawkins et al.(2013)는 벤츠, 폭스바겐 등에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와 이전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차의 환경영향을 전과정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내

연기관 자동차를 동급 전기차16)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24%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수자원고갈, 토양오염 등 부문에서 전기차가 내연기

관 자동차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awkins

et al.(2013)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구성 개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전기차 확대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효율증대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Tessum et al.(2014)는 2020년 예상되는 자동차 주행거리 중 10%를

16) 유럽의 평균 에너지 믹스, 평균 차량의 수명을 150,000km(자동차 사용 가능 연한 10
년)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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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대체하였을 때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준과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전기를 친환경적(Wind-Water-Solar, WWS)로

생산하는 시나리오와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나리오에서 대기질

과 기후변화부문에서 환경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WWS 시나리오에서는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30명이였지만

대부분의 전기가 석탄으로 생산되는 ‘Coal’ 시나리오에서는 3,200명 사망

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essum et al.(2014)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존 자동차를 오염배출이 덜한 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전기차가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Weis et al.(2016)은 미국 내 최대 전력시장인 PJM17)의 2010년 자료와

2018년까지 전원구성 계획 및 풍력발전이 확대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PEV(PHEV와 BEV가 포함되는 개념)확산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PEV가 HEV보다 환경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

었는데 이는 전원구성 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였기 때문이다. 하

지만 Weis et al.(2016)은 전원구성이 바뀔 수 있으며 바이오연료, 천연

가스 등 대안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차 전력화는 수송부문

대기오염을 감축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전력시장의 지속

적인 환경규제는 자동차 전력화의 편익을 증가시키며 이미 PJM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PEV 충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한진석 외(2015)는 201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정책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달성하는 기여도를 분석하였

다. 2015년 소형자동차 기준 LCA 배출계수를 추정한 결과 휘발유차

193gCO2eq/km, 하이브리드차 138gCO2eq/km, 전기차 84gCO2eq/km로

추정되었다. 전기차 배출계수의 약88%는 연료의 생산 및 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였다. 2020년까지 추정된 LCA 배출계수의 연도별 추

세를 보면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전기

차는 2020년 86.01gCO2eq/km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17) PJM은 일리노이, 켄터키, 뉴저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에서 가장 큰 전력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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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영향

Meade(1995)는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거시 경제적 효과와 자동차 산

업의 구조적 변화를 INFORUM LIF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전

기차 판매율에 따라 자동차 산업 투입계수, 전기와 석유제품 소비가 변

화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예상되는 전기차 판매율 3.6% 수준으

로는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 하지만 자동차 제조, 수리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conometrics, C. (2013)는 케인지언 계량모형인 E3ME와 SULTAN(the

Sustainable Transport Illustrative Scenarios Tool)을 사용하여 2010-2050

년까지 유럽의 연비 향상과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경제 및 환경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전기차 확산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를

64-93% 감소시키며 시나리오18)에 따라 다르지만 순 고용이 1.39-2.35백

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Econometrics, C. (2013) 연구에서 전

기차 확산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원인은 전기차

확산이 유럽외부에서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정유관련 산업의 제품 사용을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대체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전기차 생산이

유럽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건설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Leurent and Winsdich(2015)는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재정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연

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의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가상적인 전기자동차 투입

구조(자동차 한 대당)를 분석하였다. 가상적인 전기자동차 투입구조는 기

존 자동차산업에서 내연기관 관련 부품 투입이 감소하고 전기 및 전자기

기 부품 투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전기차의 파급효과

계산 결과 전기차를 자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전기차 생산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가장 컸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석연료 차량을 외국

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대체되는 경우 세수, 고용 등 경제 전반적으로 부

18) 시나리오는 CPI(Current Policy Initiative), Tech1-3가 있다. 시나리오 Tech3로 갈수
록 전기차와 수소차 확산속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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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Osawa and Nakano(2015)는 2010년 일본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HEV, PHEV,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클린 자동차(Clean Energy

Vehicle, CEV)의 확산으로 2030년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

하였다. 파급효과 계산결과 약 1.5조엔 규모의 생산 감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1.4조 엔이 승용차 산업에서 감소되었다. 부정적 경제효과

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 엔진 제조업, 정유업, 철강업 등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산업의 생산 감소 때문이었다.

Li et al.(2017)은 동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2050년

까지 전기차와 CCS(Carbon Capture Storage)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배

출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산일반균형 모형 외부에서 추정된 전기차 확산

율을 사용하여 육상 수송(Land transportation)산업 생산함수의 에너지

부문 대체 탄력성이 변화하는 방법으로 전기차 확대를 묘사하였다. 중국

정부 계획대로 전기차가 보급된다면 2050년 BAU 대비 9.33% 이산화탄

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정점 시기도 앞당겨서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올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전기차의 확대가

정유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최도영 외(2012)19)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총 에너지수요 및 온실

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차 확산으로 2035

년 기준안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가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는 석유수요가 4.3% 감소하는 대신 전력의 수요가 1.5%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전기차 확산으로 2035년 전력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첨

두부하(Peak Load)는 2035년 기준 13.9 GW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온실가스의 경우 기준안 대비 약 1.1% 감축효과가 있었다. 1차 에

너지원별로 석유가 약 1.1%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19) 최도영 외, 전기자동차 보급의 에너지 수급 영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
고서 12-28, 2012.
20) 지능형 전력망이 확산되지 않았을 경우이며, 지능형 전력망이 활용된다면 첨부 부하
가 4.1GW로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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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었다. 최도영 외.(2012)는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에너지수

요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전력

수급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울 것으

로 보았다.

한택환 외(2017)는 수소 및 전기차 본격 도입이 국내 수송용 유류세

부고와 국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2035년 예상되

는 전기차 확산비율을 사용하여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와 자동차 산업 투

입구조 변화를 계산하였고 이를 연산일반균형 모형 충격값으로 활용하여

GDP, 온실가스, 유류세수 감소 크기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자본조정이

없는 단기에서 전기차 확산은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전기차 관련 산업이 기존 자동차 산업보다 부가가치율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전기차 확산으로 전기소비가 증가하여 전력부문 CO2

배출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원구성이며 친환경적 전원구성이 아닐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휘발유자

동차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영향은 그 효과가 부정적으로

도출된 연구가 많았으며 방법의 차이가 있었으나 전기차 확산율을 자동

차 산업 투입구조와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 고려하였다.

Li et al.(2017)은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사용했으나 Meade(1995),

Leurent and Winsdich(2015) 연구와 같이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변화를 자동차 산업의 투입계수 변화로 반영하지 않고 육상수송산업

의 생산함수의 파라미터가 변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Meade(1995),

Leurent and Winsdich(2015), Osawa and Nakano(2015)는 자동차 산업

구조변화와 에너지소비 변화를 고려했지만 분석방법의 한계로 에너지 효

율향상과 전력부문 구성변화를 고려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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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Meade(1995), Leurent and Winsdich(2015) 방식의 자동차 산

업 투입구조 변화를 산업연관분석이 아닌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가

격변화에 따른 소비자 및 기업의 행태를 반영하여 파급효과를 계산하였

다. 또한, 수송부문과 전력부문, 자동차제조 부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

였다.

두 번째, 상향식 에너지 모형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을 통해 자동차 수명, 신제품 연비향상, 기존 제품 연비하락 등

저량(stock)개념과 유량(flow)개념을 포함하여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변화

를 묘사하는 충격값으로 사용하였다.

세 번째, 축차동태 연산 일반균형(Recursive-Dynamic CGE) 모형을

사용하여 핵심변수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투자로 인한 자본스톡 증가효과를 반영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등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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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전기차와 자동차 산업

제 1절 자동차 산업 현황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약 2만 여개 부품이 투입되는 산업으로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다. [그림 8] 자동차산업 동향을 나타내고 있

다. 생산된 자동차에서 약 65%가 수출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수출

중심의 산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였고 2014년 756억불을 정점으로 현재는 하락추세에 있다.

자동차 수입은 2007년 71억불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57억불로

성장하였다.

[그림 8] 자동차산업 동향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무역협회 통계

산업연관표에서 자동차 산업은 운송장비에 포함되어 있고 운송장비는

승용차, 트럭, 특장차, 기타 선박 등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4]는

운송장비에서 전기차 확산이 가장 빠르게 일어 날 수 있는 승용차·버스

만을 고려해 판매구조를 재구성하여 요약한 표이다. 승용차·버스 상품은

산업간 거래보다 민간, 정부 등 최종수요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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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최종수요는 민간소비 24%, 투자(고정자본형성) 18.45%, 수출

51.29%로 수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단위: 백만 원 승용차·버스 판매 금액 비중
중간수요 19,268 0.03%
민간소비 17,911,175 24.22%
정부소비 - 0.00%

투자(민간, 정부 포함) 13,638,745 18.45%
재고 및 귀중품 1,058,492 1.43%

수출 37,926,255 51.29%
수입 3,386,604 4.58%
합계 73,940,539 100.00%

[표 4] 승용차·버스 판매구조(산업연관표 2010년 기초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4)

[그림 9]는 자동차 산업 설비 투자액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액은

설비능력 확충, 신제품생산, 설비의 확장,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하고 있

다. 최근 자동차 산업 투자는 2014년 이후 투자규모가 정체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림 9] 자동차 산업 투자액 추세

자료: 산업통계 분석시스템(ISTANS), 검색일 2017.12.01.

승용차·버스 상품의 투입구조는 [표 5]와 같다. 중간투입 78.6%,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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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수 10.1%, 영업잉여 7.3%. 고정자본소모 3.9%로 중간투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중간투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

동차에 약 2만∼3만개의 부품이 사용되어 타 산업과의 연계가 높기 때문

이다.

단위: 백만 원 승용차, 버스 투입 비중

중간투입계 52,760,892 78.6%

피용자보수 6,799,074 10.1%

영업잉여 4,880,114 7.3%

고정자본소모 2,634,233 3.9%

생산세(보조금공제) 93,018 0.1%

합계 67,167,331 100.0%

[표 5] 승용차·버스 투입구조(산업연관표 2010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4)

[그림 10]은 승용차 상품의 상위 10개 중간투입 제품을 나타낸 그림이

다. 자동차 부분품과 자동차용 엔진은 승용차 총 투입액 49,122십억 원

중 28,642십억 원으로 약 50%를 차지하였다.

[그림 10] 승용차 부문 중간투입 상위 10개 제품

자료: 한국은행(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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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2014)에 따르면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은 도로주행차량, 트랙

터 등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이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브레이크조

직, 클러치, 기어 등 자동차 차에 및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 기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제 2절 전기차와 자동차 산업의 변화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대수는 2010년 60대에서 2016년 약 1만대로 단기

간에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0.0005% 이다.

[그림 11]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현황을 나타낸 그림이다. 현재 국내에

서 전기차 구매 시 1천 7백만 원 ∼ 2천 4백만 원21)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취득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현황

주: PHEV와 BEV를 합친 대수임.
자료: IEA(2017)

현재 국내 전기차 확산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컨설팅회사, 연

구기관 등에서 향후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전기

21) 국고 보조금 이외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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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요 부품인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림 12]는 IEA(2016)에서 분석한 배터리 밀도와 가격 추세이다. 6-7년 사

이(2008-2015) 배터리 가격이 약 1/3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에너지 밀도

또한 100Wh/L에서 250Wh/L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22)

[그림 12] 배터리 밀도 상승과 가격 하락 추이

자료: IEA(2016b)

ING(2017)는 [그림 13]과 같이 노동자 1명이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 350개, 전기자동차 모터 1,600개로 추정하였다.

[그림 13] 전기자동차로 인한 기존 자동차 부품 투입 변화

22) 토니 세바 스탠퍼드대 경영학과 교수는 ‘에너지 혁명 2030’에서 과거 노트북 컴퓨터
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가개선 등 자료를 바탕으로 리튬이온배터리 원가개선율을 연간
16%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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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CE Estimates based on production plant info from BMW, VW, Daimler and
Nissan. Raland Berger 2015 turnover, note that $7 billion is hybrid and BEV related
ING, Breakthrough of electric vehicle threatens European car industry, ING
Economics Department, July, 2017에서 재인용

내연기관 자동차가 엔진, 변속기, 배기구 등 부품이 투입되어 약 1,400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기차는 200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

져 전기차 확산이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전기차 생

산에 최적화된 공장을 건설하여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은 2010년 산업연관표 기초가격 소분류 기준 각종 계수를 비교

한 표이다. 영향력 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후방연쇄효과)을 전

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계사한 계수이다. 영향력 계수가 클수

록 해당상품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수

입, 부가가치, 취업, 고용계수 또한 값이 클수록 해당 부문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 2010년 기준으로 전기차관련 상품보다 내연기관자동차 부품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발전기 및

전동기

전기 변환

공급제어장치
전지 자동차 부품

영향력계수 1.152 1.099 0.919 1.283

수입유발계수 0.317 0.363 0.421 0.339

부가가치유발계수 0.672 0.626 0.583 0.652

취업유발계수 7.687 8.611 5.448 10.574

고용유발계수 5.801 6.608 4.126 8.213

[표 6] 2010년 산업연관표 기초가격 소분류 기준 계수 비교표

주: 취업과 고용의 차이는 고용의 경우 임금근로자 이외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수
치이다.
자료: 한국은행(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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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의 확대는 기존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에 영향을 줄 것으

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2014)은 [그림 14]와 같이 전기차 확산으로

인하여 자동차산업의 핵심경쟁력(Core competency)이 차량 시스템의 지

능화, 동력원의 전기화, 차체의 경량화를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았

다.

[그림 14] 자동차산업 가치사슬의 재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중심이동,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
한 VIP리포트, 2014.

전기차 확산되면 자동차 소재는 압연철강 등 철강 제품이 아닌 탄소섬

유, 합성수지 같은 비철금속, 플라스틱 제품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부

품 측면에서는 내연기관 엔진 구동계 부품은 모터와 전기 배전계 제품으

로 대체될 것이다. 완성차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 보다

부품수가 적어 추가적인 부품이 들어갈 여유가 있고 전기에너지위주로

주행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인프라 측면에서

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매장, 직

장 등 건물 어느 곳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eurent and Winsdich(2015)는 프랑스 산업연관표(2007년 기준)를 사

용하여 [표 7]과 같이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 구조를 분석하였다. [표 7]은가상적인 분석으로 [표 8]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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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및 주행비용과 보험비용, 충전비용

등을 반영하였다. [표 7]의 내용을 살펴보면 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 핵

심부품(4) 투입금액이 전기차 제조 부문(1)으로 대부분 이동하였다. 충전

소, 전기차 부품 투입 증가로 전기 및 전자기기(8) 투입금액이 증가하여

2.20%에서 43.73%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상품 투입금액이 내연기관자동

차보다 900유로가 높은데 이는 현재까지 기술수준으로는 내연기관 자동

차 가격수준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3)

23) UBS(2017) 2018년 전기차, 내연기관차와 cost parity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분
ICE(내연기관) EV

Euro % Euro %

1 Electric vehicle construction 0 0.00% 3,350 14.20%

2 Farming, Agri-food industry 9 0.06% 9 0.04%

3 Consumer goods 433 2.97% 433 1.83%

4 Manufacture of ICE vehicle 4,350 29.80% 0 0.00%

5 Automotive rail construction 1,341 9.19% 1,341 5.68%

6 Ship, aircraft rail construction 8 0.05% 8 0.03%

7 Machinery 770 5.27% 770 3.26%

8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321 2.20% 10,321 43.73%

9 Mineral products 170 1.16% 170 0.72%

10 Textiles 174 1.19% 174 0.74%

11 Wood and paper 42 0.29% 42 0.18%

12 Chemicals, rubber, plastics 1,084 7.43% 1,084 4.59%

13 Metals and metalworking 1,742 11.93% 1,742 7.38%

14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onents
271 1.86% 271 1.15%

15 Fuels 84 0.58% 84 0.36%

16 Water, gas, electricity 87 0.60% 87 0.37%

17 Construction 18 0.12% 18 0.08%

18 Car dealing and repair 9 0.06% 9 0.04%

[표 7] 자동차 한 대당 가상적인 투입구조 표 (세전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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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전 가격 기준
자료: Leurent and Winsdich(2015)

단위: Euro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 자동차
Maintenance 880 500
Insurance 440 330
Milage(km) 15,000 15,000

Energy per 100km 5 L diesel 18kWh
Price per unit of energy 0.7 0.093

Energy cost 525 251
Total cost of use 1,765 1,81

[표 8] 연간 주행 비용 (세전가격 기준)

자료: Leurent and Winsdich(2015)

실제 전기차 확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르웨

이의 자동차산업 투입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15]과 같다. [그림 15]에서

는 전기차 판매율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생산에서 철강제품이 줄어들고

전자제품 투입이 증가하고 있다. 노르웨이 자동차 산업의 투입계수 변화

는 Leurrent and Winsdich(2015)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노르웨이 자동차 총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수준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기차 확산에 따른 자동차 산업 투입

계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24)

24) 노르웨이의 자동차 브랜드 Think global, Kewet 등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소규모

19 Wholesale and intermediate trade 99 0.68% 99 0.42%

20 Transport 50 0.34% 50 0.21%

21
Financial, real estate, rental

activities
1,105 7.57% 1,105 4.68%

22 Services to companies 823 5.64% 823 3.49%

23 Services to individuals 34 0.23% 34 0.14%

24 Education, health, social care 92 0.63% 92 0.39%

25 Administration 2 0.01% 2 0.01%

Added value 1,481 10.14% 1,481 6.28%

Total 14,599 100.00% 23,5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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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노르웨이 자동차 산업 투입계수와 전기차 판매율

자료: Statistic Norway

[표 9]는 환경부(2017)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비용을 비교한 표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국산 전기차

의 총 비용이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25) 전기차의 공장도 가격은 내연

기관 자동차의 약 2-3배 가격으로 비싸지만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면제와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전기차 총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연료비

의 경우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자동차의 10분의 1수준으로 비용이 낮다.

자동차이다.
25) 단, 이 계산방식에는 자동차 보험비용과 전기차 충전시간이 길어 발생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구분(단위: 원)
내연기관

(휘발유 아반떼)

국산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

수입

전기차(BMW i3)

판매가격(공급가 부가세) 17,800,000 40,000,000 57,600,000

공장도가격 15,194,195 36,363,636 51,609,048

개별소비세(공장가 5%) 759,710 　 754,588

교육세(개소세 30%) 227,913 174,136

공급가(공장도가세금) 16,181,818 36,363,636 52,636,636

부가세(공급가 10%) 1,618,182 3,636,364 5,263,664

등록비용(취득세-감면혜택) 1,132,727 545,455 2,047,273

[표 9]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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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 전년 대비 4배 빨라, 보도자료, 2017.2.17.

1회충전시 주행가능 거리가 2배로 확대되고 충전시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충전시간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매 비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보

조금과 면세혜택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조

금과 면세혜택이 전기자동차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공급가 7%) 1,132,727 2,545,455 4,047,273

취득세 감면

(한도내 최대 200만원)
- 2,000,000 2,000,000

연료비(5년 68,620km) 7,511,145 776,778 828,930

연비 13.7km/l 6.3km/kWh 5.9km/kWh

연료가격 1,499.65원/l 71.3원/kWh 71.3원/kWh

100km당 비용 10,946 1,132 1,208

자동차세(5년 운행기준) 1,447,810 650,000 650,000

연간 자동차세 289,562 130,000 130,000

보조금(제주 기준) - -20,000,000 -20,000,000

총비용 27,891,682 21,972,233 41,12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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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전기차 확산 추정

제 1절 확산 모형

신제품 수요예측방법에는 시장조사, 시뮬레이션, 인공신경망, 계량경제

모형, 확산 모형 등 다양한 예측기법이 있다. 이중 확산모형은 주로 경영

학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되어 시간에 따른 신제품의 확산을 특정 함수를

사용하여 예측하게 된다. BASS 확산 모형(Diffusion Model)은 신제품

및 신기술 도입시점부터 성숙기까지 판매량의 수요예측을 할 때 사용되

는 대표적인 확산 모형이다. [그림 16]은 BASS 모형에서 신제품 확산과

정을 설명한 그림이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보통 S자 형태의 곡선으로 도

입시점부터 성장기 과정에서는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성숙기에는 수요

가 줄어들어 해당제품의 수요가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림 16] 신제품 확산과정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Bass_diffusion_model, 검색일 2017.10.05.

Bass(1969)는 확산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혁신

(Innovation)과 모방(Imitation)을 제시하였다. 혁신은 광고와 같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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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에 의해서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제

품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소비자의 보수적 접근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해 신제품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소비자 위주로 신제품이 소

비된다. 모방요인은 초기단계 이후 빠른 속도로 제품이 확산되게끔 해주

는 구전효과, 감화, 사회적 학습 등 요인을 말한다. 최대 성숙시점은 제

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십 년간 다양한 기간을 나타

게 된다.

BASS 확산모형은 확률 함수인 Hazard 함수로부터 유도된다. Hazard

는 시점 t까지 비구매자로 남아있던 개인이 다음 t+1 시점에서 구매자가

될 확률을 말한다. [수식 1]에서 f(t)는 t시점에서의 구매 확률밀도함수,

F(t)는 t시점까지 구매 누적확률밀도함수이다. p는 혁신계수, q는 모방계

수로 혁신적 초기 선택소비자들에 대한 계수와 후발 채택 소비자에 대한

계수를 의미한다.

[수식 2]에서 S(t)는 t시점에서 판매량이며 이는 N(t), 누적판매량을 시

점(t)의 일계미분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할 할 수 있다.M은 최대 시장보급

잠재량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연도 또는 분기

별 데이터로 연속적인 시간이 아닌 이산 시간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수

식 2]를 이산화 하여 표현하면 [수식 3]과 같다.

BASS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에서 설명할 수 없는 M, p, q 3

개의 모수(parameter)를 추정해야 하며26) 신뢰성 있는 결과도출을 위해

26) 적분상수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홍정식·구훈영(2012) 초기에 확산 수요가 급격히 오
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분 상수를 포함하지 않는 기존의 BASS 모형이 충분히 사용가
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식 2]

  

  


 [수식 3]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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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M, p, q의 설정이 중요하다. Bass 모형의 특이 형태로 p가 0일 경우

지수함수, q가 0일 경우 로지스틱함수 형태이다.

제2절 전기차 판매량 및 에너지 수요 변화 추정

본 연구에서 BASS 모형 추정시 사용한 파라미터와 가정은 [표 10]에

정리하였다. 전기차 최대 잠재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2016) 장기에너지

전망에서 사용한 2035년 자동차 대수에서 승용차 및 승합차만을 고려하

여 2천 3백만 대로 가정하였다. 혁신계수 p와 모방계수 q는 한택환 외

(2017) 연구의 계수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한택환 외(2017) 사용된 계

수는 Lavasani(2016)연구에서 선행연구 전기차·하이브리드 BASS 모형

계수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2020년 보급목표에 맞게 조정된 수

치로 2015-2035년의 판매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계수이다. 본 연구

는 2010-2035년을 추정하기 때문에 초기 급격한 확산을 피하고자 모방

계수 값을 0.3에서 0.2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한택환 외(2017)에서 사용

한 BASS 모형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BASS 모형은 모형에서 사용된

계수가 비슷하나 핵심 파라미터 중 하나인 잠재보유대수가 다르고 연간

총 자동차 판매량을 선행연구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구분 내용 비고

혁신계수 0.0002
한택환 외(2017)의 계수를 조정하여 사용

모방계수 0.2

잠재보유대수 2035년 23,000,000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장기전망 2016

연간 총

자동차 판매량
145,000 대

2010-2015년 자동차 판매량 평균값으로

고정

[표 10] BASS 모형 가정(기준안)

연간 총 자동차 판매량은 2010-2015년 자동차 판매량 평균값을 사용하

여 별도의 판매량 전망 없이 연간 판매량을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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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사용되는 BASS모형의 목적은 정확한 전기차 판매량 수치를 예

측하기보다는 개략적인 전기차 판매율을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림 17]은 BASS 모형을 사용하여 2050년

까지 전기차 판매량과 보급대수를 추정한 그림이다.

[그림 17] 전기차 판매대수 및 보급대수 추정결과(기준안)

본 연구에서 기준안은 2020년까지 총 25만대를 보급하는 정부계획의

약 절반 수준인 11만대이다. 기준안을 정부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한

이유는 2016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1만대 정도이며 남은 계획기

간 동안 약 24만대의 보급대수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그림 18]와 [표 11]은 전기차 판매율 추정결과이다. 신차 판매량을

145,000대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내연기관 자

동차 판매율이 감소하게 된다. 각 시나리오는 혁신계수와 모방계수를 조

정하여 판매율 추정하였다. 기준안의 경우 2010년 전기차 판매율은

0.0041%에서 2035년 22.05%로 증가하였다. 상위안 1-1에서는 2035년

40%, 상위안 1-2는 2035년 58.60%로 판매율이 증가하였다. 하위안에서

는 기준안의 절반인 2035년 11.8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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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전기차 판매율

단위: %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하위안 0.004% 0.33% 0.82% 2.03% 4.96% 11.82%

기준안 0.004% 0.66% 1.63% 4.01% 9.63% 22.05%

상위안

1-1
0.004% 0.74% 2.11% 5.95% 16.21% 40.6%

상위안

1-2
0.004% 0.80% 2.53% 7.84% 23.12% 58.60%

[표 11] 전기차 판매율 추정 결과

[그림 19]와 [표 12]는 전체 자동차 보급대수와 전기차 보급대수 및 전

기차 보급률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결과 기준안 2010년 전기차 보급대

수는 60대에서 2025년 약 2백만 대로 증가하였다. 기준안 보급률은 2011

년 0.03%에서 2035년 8.8%로 증가하였다. 상위안 1-1에서 2035년 보급

률은 14.67%, 상위안 1-2에서는 20.75%로 추정되었다. 하위안에서 2035

년 보급률은 4.57%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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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체 자동차 보급대수와 전기차 보급대수

　단위: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하위안 0.02% 0.10% 0.32% 0.83% 1.98% 4.57%

기준안 0.03% 0.20% 0.64% 1.64% 3.90% 8.80%

상위안

1-1
0.03% 0.21% 0.76% 2.19% 5.88% 14.67%

상위안

1-2
0.03% 0.22% 0.86% 2.70% 7.86% 20.75%

[표 12] 전기차 보급률 추정

추정된 판매량과 보급량을 바탕으로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변화를 추정

하기 위해 상향식 에너지 모형중 하나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ing system) 모형을 사용하였다. LEAP 모형은 회계

(Accounting) 모형으로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의 형태를 모의실험

하기보다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결정된 값을 입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모형이다. LEAP 모형은 상향식 모형으로 경제 전체 움직임을 포괄적으

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에너지소비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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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

소비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수송부문에서 육상수송만(여객, 가정27))

을 고려하였다.

[수식 4]는 LEAP 모형에서 연간 자동차 에너지 수요 계산방식이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저량(Stock)으로 매년 신차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보

급대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며 매년 발생하는 폐차 수도 반영하게 된

다. 연간운행거리는 활동량(Activity)으로 운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수요가 증하게 된다. 연비는 기술적 조건으로 연식(Vintage)이 포함되어

기존제품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연비가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환경규제로 인한 신제품 연비

상승 반영도 가능하다.

수송부문 에너지 수요변화를 계산위해 사용한 가정은 [표 13]와 같다.

27) 이는 전기차가 단기간에 화물부문까지 대체하기 힘들 것으로 가정하여 전기차 확산
이 유력한 승용차, 버스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수송부문에너지수요  자동차보급대수×연간운행거리×연비 [수식 4]

구분 내용

자동차 평균수명 15년

연평균 주행거리 연간 13,724km (연료원별 동일)

연비개선 및

노후화
신제품의 연비 1% 증가/ 기존제품 연간 1% 연비 하락

연료원별 연비

휘발유 10km/L

경유 15km/L

액화석유가스 9km/L

전기 5km/kWh = 20kWh/100km

연료원별 비중

휘발유 50%

경유 40%

액화석유가스 10%

[표 13] LEAP모형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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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명은 15년으로 가정하였고 연평균 주행거리는 13,724km로

분석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제품 연비개선과 기존

제품 노후화는 신제품은 매년 1% 연비증가, 기존제품은 매년 1%연비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료원별 연비는 휘발유 10km/L, 경유

15km/L, 액화석유 가스 9km/L, 전기 5km/kWh로 가정하였다. 이외 내

연기관 자동차 에너지 수요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량과 보급량 비중에서 휘발유 50%, 경유 40%, 액화석유가스 10%로 가

정하였다.

[그림 20]과 [표 14]는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수송부문 총 에너지소비는 2010년 15.81Mtoe에서 2035년 24.58Mtoe로

증가하였다. 2010년 실제 수송부문 총 에너지 소비는 약 30Mtoe이지만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수송부문은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승합차가

분석대상이기 때문에 승용차, 승합차 등록대수의 비중을 적용하여 2010

년 실제 소비의 약 절반수치에 가까운 값으로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석

유소비는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2032년 이후 감소하게 된다. 상위안(1)

에서는 2030년 상위안(2)에서는 2029년부터 석유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20]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변화 추정 결과(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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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toe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Electricity 0.00 0.01 0.03 0.07 0.17 0.39

Gasoline 9.37 11.42 12.86 13.69 14.01 13.83

Diesel 3.62 4.21 4.65 4.97 5.12 5.04

LPG 2.83 3.85 4.55 5.04 5.31 5.31

합계 15.81 19.48 22.09 23.78 24.60 24.58

[표 14]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변화 추정 결과(기준안)

전기소비는 0.39Mtoe로 다른 석유에너지원보다 값이 작은데 이를 전기

단위로 환산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전기차의 전기소비량 추정(기준안)

분석결과 전기 소비는 2010년 0.0003TWh에서 2025년 4.57TWh로 증

가하였다. 2035년 전기소비는 2015년 발전량 521TWh의 약 9% 수준이

다.28) LEAP 모형에서 전기차 전력소비는 해당 시점에 모든 전기차가

주행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 단위가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

기차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부하를 정확히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다.29)

28)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30년 전기차 보급목표 100만대를 가정하여 일일최대전력수
요 300MW를 계획에 반영하였다.
29) 이승문(2016)은 전기차 최대 전력은 보급될 전기차대수와 충전기 충전 용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2020년까지 25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3,000기의 급속충
전기를 설치할 경우 2020년 전기차에 의해 최대 전력은 0.90GW(2020년 최대전력
97.3GW)의 0.9%를 증가시키는 수준이여서 전력수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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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 분석

제 1절 연산일반균형모형

1. 연산일반균형모형 개요

경제학에서 균형이란 “선택된 상호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된 모형에서

그 변수들이 변화하려는 내적 성향을 갖지 않도록 상호 간에 조정된 상

태30)” 즉, 변화하려는 경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초기 일반균형연구

는 Walras(187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Walras(1877)는 경제 내의 모든

시장에서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만드는 상대가격 체계가 있어 자원의 최

적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지만 가격의 존재와 유일성에 대해 증

명하지 못 하였다. 1950-1970년에 걸쳐서 Arrow and Debreu(1954) 등

연구에서 Walras의 연구보다 엄밀한 수학적 접근으로 일반균형 해의 존

재, 유일성, 안정성이 증명되었다. 이후 일반균형분석은 계산 가능한 영

역으로 들어와 연산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CGE 연구는 Johansen(1960), Scarf(1973), Hudson and

Jorgenson(1974), Adelman and Robinson(197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Johansen(1960)은 노르웨이 경제를 22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산업연관분

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소비자와 기업 행태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Johansen(1960)은 당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퍼센트 변화 접

근 방식을 사용하여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화(linearization)하여 해를 근

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Scarf(1973)는 Johansen의 접근과

는 다르게 선형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비선형방정식의 해를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31) Hudson and Jorgenson(1974)은 에너지

30) Fritz Machlup(1958), Chiang and Wainwright, 경제·경영수학 길잡이 제 4판, 지필
출판사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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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Dynamic CG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delman and Robinson(1978)의 연구는 우리나라

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이 소득분배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초기연구는 훗날 CGE 모형

이 무역, 재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발판

이 되었다.

Dixon and Parmenter(1996)는 CGE 모형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 여러 경제 주체의 행태에 대한 명확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형이고 두 번째, CGE 모형은 경제주체가 시장 균형

을 달성하는 최소한 몇몇 상품과 요소의 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결

정하는 시장 균형(Market Equilibrium) 가정을 사용하며, 세 번째, CGE

모형은 정량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량적인 결과는 가상

의 상황을 가정한 모의실험(simulation)의 결과 값이다.

산업연관분석과 비교했을 때, 일반 균형분석은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

자와 생산자의 행태변화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행태변

화는 신고전학파(Neoclassical)의 견해를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합리적

이고 효용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정을 채택하여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CGE 모형이 경제주체의 행태를 반영해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산업연

관분석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CGE 모형은 산업연관분석보다

더 많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많아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과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CGE 모형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자동차 전력화

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며 통계적 방법으로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

기에 자료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 확산은 경제적으로 자

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에너지 산업 등 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적으로 도로부문의 온실가스와 에너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등

다(多) 부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CGE 모형을 사용하게 되

었다.

31) 이후 이 알고리즘은 Scarf 알고리즘으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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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ANI 모형

ORANI 모형은 1975년 호주정부의 IMPACT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모형으로 호주정부는 이 모형을 사용하여 거시경제, 인구, 산업을 포함한

정책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호주에서는 높은 관세율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관세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정

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32) 이후 ORANI 모형

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여러 나라의 경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템플릿 모형(Template Model)'이 되었다. ORANI

모형은 MONASH, MMRF, USAGE, TREM 모형 등 최신모형으로 대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된 모형이 제공되고 있다.

ORANI 모형은 에너지,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면서 모형이

확장되었다. McDougall(1993)은 호주 탄소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KLEM 생산함수와 가계,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ORANI-E 모형을

구축하였다. Corong and Horridge(2012)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방식을 적용하여 ORANI 모형을 확정하였다.

ORANI 모형의 특징은 노동시장에서 실업을 가정하고 있으며 무역수

지 균형과 국가 재정의 제약을 모형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 수요를 견인하는 정책이 국가전체의 고용을 상승시킬 수 있

다. ORANI 모형은 일반적인 CGE 모형과 다르게 결합생산(Joint

Production)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거래표(MAKE Matrix)와 함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ORANI 모형의 한계는 Johansen 방식으로 모형

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를 고려하지 못하며33) 소득과 지출

의 관계가 모형에서 정의되지 않아 왈라스적 수요함수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또한, SAM 형식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모형에서 세율은 산업

32) Dixon, P. B., Koopman, R. B., & Rimmer, M. T. (2013). The MONASH style of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a framework for practical policy analysis.
Handbook of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1, 23-103.
33) Mark Horridge에 의해 ORANIG03 버전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고려한 ORANIG 모
형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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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표에서 제공되는 간접세만을 사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ORANI 모형은 ‘GEMPACK(General Equilibrium Modeling Packag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이 구동된다. GEMPACK은 현재 호주

Victoria University의 Center of Policy Studies(CoPS)에서 개발 및 공

급하는 CGE 전용 프로그램으로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와 함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34) GEMPACK 모형의 장점

은 대규모 방정식으로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며 내생변수

와 외생변수를 사용자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근 하드웨어의 기술 발전으로 GEMPACK의 선형화 계산방식은 원하는

정확도가 주어지면 외삽법(Extrapolation) 방식을 사용해 높은 수준의 정

확도로 계산된 해(Solution)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35)

본 연구에서 사용한 ORANI-G 모형은 경성대학교 전 무역통상학과

문석웅 교수가 개발한 KORANIG-NM모형을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KORANIG-NM은 소규모개방국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비교역재 방

정식을 모형에서 지우고 마진(Margin) 정보를 반영하지 않은 기초가격

기준 모형이다. KORANIG-NM에서는 본원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

에 토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여 모형을 수정했다. 또한, Horridge(2002)

가 개발한 ORANI-G Recursive-Dynamic Code를 사용해 동태모형으로

확장하고 Hutagalung(2012), INDOCEEM 모형36)에서 사용한 KLEM 생

산함수 구조, CO2배출량, 에너지 집약도 계산 Code와 가계 세율 변수에

충격을 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분석 목적에 맞는 모형으로

재구성하였다.

34) GAMS는 1970년대 Alex Meeraus와 Jan Bisschop에 의해 개발되었고 GEMPACK은
1980년대 Ken Pearson에 의해 개발되었다.
35) 대표적인 방법으로 Euler 방식을 변형한 Gragg 2-4-6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agg 3-5-7 방식을 사용하여 해를 구하였다.
36) INDOCEEM 모형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기 구축한
모형으로 Dr. Toto, Dr. Emdimon, Drs. Hengky Purwoto, Mark Horridge, 인도네시아
통계국 등이 참여해 개발하였다. 2000년 인도네시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97개의 산업
과 103개의 상품(상품 103개에서 석유제품을 통합하여 97개의 산업이 됨)으로 분류하였
고 7개의 에너지, 2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제조업 부분에서 소기업과 대기업을 구
분하여 모형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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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ANI 모형의 구조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자본과 노동만을 고려하는 생산함수에서 에너지

와 물질을 추가한 KLEM 생산함수37)를 사용하였다. KLEM 생산함수는

자본(Capital), 노동(Labor), 에너지(Energy), 물질(Material)의 대체관계

를 반영한 생산함수이다. KLEM 생산함수는 에너지가 어느 단계에서 본

원요소인 노동 또는 자본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홍종호·김창훈(2011)은 CGE 모형의 KLEM 생산함수 구조에 따라

투입요소간의 대체성, 연료전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바 있다.

본 연구는 KLEM 생산함수는 Yusuf and Resosudarmo(2007)에서 사

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22]와 같이 생산함수를 단계 별로 표현하

는 것을 생산 포섭구조(Production nest)라고 한다. 단, 연구에서는 숙련,

비숙련 등 노동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고 본원요소에서 토지를 제외하

였다.

생산함수 가장 상위는 레온티에프 함수38)로 각 산업은 중간재 구입비

용과 본원요소-에너지 복합재 구입비용을 최소화 한다. 즉, 중간재와, 본

원요소-에너지 간에는 대체관계 없이 고정비율로 산업에서 재화 및 서

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레온티에프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0

의 순수이윤(Zero pure profits)' 방정식을 사용하여 최적수준을 결정하

게 된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실제 기업의 생산함수를 대표하기에 부

족한 측면이 있으나 기업, 산업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적용되

는 기술은 여러 기술 중에서 가장 유효한 기술이며, 결과적으로 한 산업

에서 가장 효율적인 하나의 기술만을 사용하는 ‘대체정리 가정39)’을 하기

37) 신고전학파에서 생산함수는 ‘분리가능성 가정(Separability assumption)'을 사용하여
세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38) 일반적으로 CGE 모형에서 사용하는 레온티에프 함수는 1차 동차함수로 규모수익불
변(Constant return to scale)의 성격의 함수로 생산요소간의 완전 보완재를 관계를 표현
할 때 사용한다.
39) 이데마사히로(2007)는 이 가정으로 인해 산업연관표의 고정적 생산함수는 레온티에
프 함수와 전통적 생산이론간 모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연관표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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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를 사용한다.

[그림 22] 에너지 재화를 고려한 생산함수 구조

자료: Yusuf and Resosudarmo(2007)

중간재화는 국산재화와 수입재화의 복합재화로 구성되어 기업의 중간

을 넓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광하(2000)는 대체정리가 뜻하는 바는 단지 주어진 기
술수준에서 최종수요의 수준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생산에 있어서 선호되는 투입비율
의 조합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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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으로 사용되게 된다. 국산재화와 수입재화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반

영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모든 재화가 수입재화로 대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산재화와 수입재화의 완전대체를 고려할 경우 모형의 결과 값

으로 모서리 해(Coner Solution)가 도출될 수 있어 불완전 대체를 가정

하게 된다.40)

에너지 복합재는 노동-자본의 복합재와 에너지-본원요소 복합재를 혼

합하여 구성하게 된다. KLEM 생산함수를 통해서 시간 흐름에 따른 에

너지효율향상(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EEI)을 반

영할 수 있다. 또한, 생산함수에서 에너지 복합재와 본원요소 복합재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부문의 충격을 완

화하는 기능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계산은 Hutagalung(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수식 5]와 같다. 산업별-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에서 사용

한 에너지 사용량 변화율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가정-에너지원별 온실가

스 배출량도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 변화율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e는 에

너지 종류, s는 국산 및 수입, i는 산업이다. x1(e, s, i)은 기업의 에너지

재화(수입, 국산) 수요량이고 x3(e,s)는 가계의 에너지 재화(국산, 수입)

수요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에너지와 국산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가 같다고 가정하였다. 에너지 집약도 변화율은 ‘에너지소비 변화율-실

질 GDP 변화율’로 계산하였다.

       [수식 5]

ORANI 모형 생산함수에서 기술변수는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비체화(Disembodied)된 기술로 모형에서 파라미터로 구분되며 설명은

다음과 같다.41) 만약 
변수가 x% 만큼 감소한다면 이는 모든 

변

40) 이러한 재화를 Armington(1969) 재화라 한다. 수입재와 국산재의 Armington 관계를
통해서 국산재와 수입재의 불완전대체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국산재가 수입재로 모두
대체되거나 수입재가 국산재로 모두 대체되는 ‘flip-flop’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1) Allen(1967)은 경제에서 기술은 체화(embodied), 비체화(disembodied) 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체화 기술의 종류를 Harrod-neutral technical process(labor augm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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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전체적으로 x%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때 j는 산업, i는 상품, s는

수입 및 국산을 의미한다.) 이 x%만큼의 변화로 산업 전체의 중간재 수

요가 변하기 때문에 힉스 중립적(Hicks-neutral) 변화라 한다. [수식 6]

에서 
변수가 x%만큼 감소한다면, j산업에서 투입되는 i재화의 국산

및 수입품이 x% 만큼 감소하게 된다.

[수식 7]에서 
 변수가 x% 만큼 감소한다면, j 산업에서 투입되는

국산 및 수입 i재화가 수입비중과 대체탄력성이 반영되어 x% 보다 작은

값만큼 감소하게 된다. ORANI 모형에서 수입은 경쟁형인 아닌 비경쟁

형으로 수입재화와 국산재화를 구별하기 때문에 기술변수 
는 



로 확대될 수 있다. 문석웅(2000)은 
 변수를 ‘투입요소이용의 기술상

변화 또는 대체재 개발이나 수입에 관련된 제도변화에 따르는 기호변동

등으로 인한 수요변동을 반영하는 전이변수’로 설명하였다.42)









  
    [수식 6]










 


        [수식 7]

기술변수는 본 연구의 핵심 정책변수로 Meade(1995), Leurent and

Winsdich(2015) 연구에서 제시한 자동차 전력화로 인한 자동차 산업 투

입계수 변화를 바탕으로 경제 및 환경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ORANI 정태모형에서는 기술변수를 외생변수

로 두어 분석하지만 일반적인 ORANI 축차 동태모형에서는 기술변수를

STI(Stored Input) 파일에서 ‘condensation' 과정을 통해 소거하여 분석

대상변수로 고려하지 않는다.

Solow-neutral technical process(capital augmenting), Hicks-neutral process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42) 신동천(1999)은 CGE 모형이 산업연관분석과 사회계정행렬 모형의 확장된 모형이란
측면에서 투입산출계수는 가격체계의 변화나 다른 외생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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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계수의 추정은 실제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추정하거나 거래표

의 연도가 부족할 경우 왈라스(Walras)적 가정에 비례성(Proportionality)

를 사용하여 연장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투입계수는 흔히 단일 생

산물을 생산하는 비결합 생산 가정과 일정불변하다고 가정하게 된다. 하

지만 이러한 가정은 실제 경제 투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강광하(2000)는 투입계수의 불변성에 대한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강광하(2000)는 Sevaldson(1976) 연구를 인용하여 투입계수 변동

은 비용절감을 위한 투입요소간의 대체보다는 복잡한 다른 원인에 근거

하며 다른 요인의 예로 기술변화, 생산혼합의 변화, 생산규격의 변화, 각

생산부문에 있어 서로 다른 생산기술을 가진 생산시설들 사이의 시장점

유율 변화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43) [그림 23]와 [표 15]은 ORANI 모

형에서 CET44) 함수의 사용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3] ORANI 모형에서 상품 산출 과정

자료: Horridge, M.(2003).

43) 투입계수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흔히 부문통합을 하여 투입계수의 안정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일반적이다.
44) CET(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는 CES 함수와 형태가 비슷하나 대체탄
력성()의 부호가 CES와 반대이다. 완전대체(perfect substitute)를 가정하면 서로 다른
두 산업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문제가 있어 불완전대체관계를 가정하는 CET함수
를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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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Production CET Nest

Type of

Variable

Industry

Output

Commodity

Outputs

Undifferentiated

Commodity

Local

Destination

Export

Destination

%∆quantity x1tot(i) q1(c,s) x0com(c) x0dom(c) x4(c)

% price p1tot(i) p0com(c) p0com(c)
p0dom(c)=

p0(c,"dom")
pe(c)

Value of

flow
V1TOT(i) MAKE(c,i) SALES(c) DOMSALES(c) V4BAS(c)

Export/Domestic CET nest

[표 15] ORANI 모형에서 CET 함수의 구분

자료: Horridge, M.(2003).

일반적인 CGE 모형에서는 CET 함수를 한번만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을 수출할 것인지 국내로 공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ORANI 모형

에서는 한 산업에서 여러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결합생산(product mix)

을 반영할 수 있다. 첫 번째 CET 함수를 통해서 산업의 결합생산을 반

영하고 두 번째 CET 함수를 통해서 제품의 국내, 국외 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표 15]에서 Undifferentiated commodity는 결합생산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산업과 상품의 수가 같기 때문에 p1tot(i)와 p0com(c)은 동일

하다.

ORANI 모형에서는 정부투자, 민간투자 구분 없이 하나의 투자자를 가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정부투자에 따른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

(Crowding out effect)를 모형에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산업별로

각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재는 각기 다른 재화의 서비스들이 투입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모형에서 자본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화와 서비

스가 사용되며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수입재와 국내재로 구성된 복합 투

자재가 투입되게 된다. 투자수요 함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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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Investment by sector of destination), 원천산업별 투자(Investment

by sector origin)로 분류된 투자거래표가 필요하다. [그림 24]와 같이 국

산 투자재와 수입 투자재의 대체관계를 고려하고 있어 투자재 형성에 대

해서 유동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24] ORANI-G 모형에서 투자수요 구조

자료: Horridge, M.(2003).

[그림 25]은 ORANI 모형에서 가계 효용함수이다. 소비자는 대표적 소

비자(Representative consumer)를 가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효용 함수

는 클라인 루빈(Klein-Rubin) 함수로 표현한다. 이때 소득은 다른 CGE

모형과 달리 본원요소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계정행렬 방식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산업

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기 때문에 본원요소와 가계소득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 따라서 Walarsian 수요함수의 특징에

서 소득이 증가하면 지출이 증가하는 관계를 반영할 수 가 없다.45)

45) 최근 ORANI 모형에서 자료를 SAM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모형이 확장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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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ORANI-G 모형에서 소비자 수요 구조

자료: Horridge, M.(2003).

클라인-루빈함수는 소비자의 비동차(Non-homothetic) 선호를 반영하

여 상품의 상대가격이 고정된 상황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비중이 변

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동차성을 가정하는 CES, Cobb-Douglas 함수와

는 다른 특성이다. 클라인-루빈함수는 비동차성을 가정하여 소비자는 소

득이 증가할 때 필수재(Subsistence) 소비는 일정하고 사치재(Luxury)의

소비가 증가하는 행태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총지출은 필수재와 사치

재 지출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수식 8]은 가계의 효용함수와 제약

조건을 나타낸 식이다. ORANI 모형 효용함수는 가구 수를 나누어 가구

당 효용함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인 사회후생

함수로 개인의 효용의 합은 사회전체 후생으로 가정하고 있다.

   










[수식 8]

때문에 가계에서 소득과 지출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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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정부는 노동, 자본 등 본원요소를 사용 하지만 일반적인

CGE 모형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정부 소비는 서비스와 재화만을 소비하

는 것으로 가정한다. ORANI 모형에서는 정부소비 극대화에 대한 함수

가 없기 때문에 정부수요를 외생적으로 처리하거나 장기적으로 정부소비

가 민간 소비와 움직임을 같이 한다고 가정하여 정부수요를 설명하게 된

다. 재고 수요함수 또한 정부수요와 마찬가지로 외생적으로 처리하거나

GDP 증가와 연동하여 재고 수요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수출부문은 국내 수출재화에 대한 외국의 수출 수요함수를 모형에서

고려하고 있다. [수식 9]는 수출수요 함수로 수출재화 수량(X4(c)), 수출

재화 가격(P4(c)), 환율(phi), F4Q(c)와 F4P(c)는 수출수요함수를 움직이

는 Shift 변수이다. ELAST(c)는 수출수요함수의 탄력성으로 음(-)의 값

이다. 국내 수출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수출재화에 대한 외국 수

요는 감소하게 된다.

  


 [수식 9]

시장청산 조건은 [수식 10]과 같다. 수식에서 오른쪽은 공급을 의미하

고 왼쪽은 수요를 의미한다.




  




 

  




 





     

 
  



     

 
  



     

[수식 10]

첫 번째 줄 수식은 국내 상품의 공급과 상품의 수요가 일치하는 조건

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상품은 중간소비재화(1), 투자재화(2), 가계소비

(3), 수출(4), 정부지출(5), 재고(6)에서 사용된다. 노동의 공급은 각 산업



- 53 -

의 노동수요 합계와 일치하고 개별 산업의 자본 공급 또한 각 산업의 자

본수요의 합계와 같다. ORANI 모형에서는 단기에서 각 산업에서 사용

되고 있는 자본은 산업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산업간 이동할 수 없

다는(Non-shiftability assumption)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가정은 국제

무역을 분석하는 CGE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정이다. 모형에서 외생변수

를 조정하여 장기에 산업간 자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

4. 축차 동태 연산일반균형 모형

경제에서 생산주체는 자본재의 구입을 통해 기업은 자본재에서 발생하

는 자본 서비스(Capital Services)를 통해 재화의 생산이 가능하다. 자본

서비스의 증대는 자본재 임대시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본서비스를 구입

하는 것과 새로운 자본재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새로운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투자(Investment)’라고 한다. 투자는 생산과정에서 소모

또는 폐기되는 생산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하는 대체투자(Replacement

Investment)와 투자에서 대체투자비용을 공제해 자본량을 증대시키는 순

투자(Net Investment)로 구분한다. 순투자와 대체투자를 합친 것을 총

투자라 한다. 투자의 증가는 자본스톡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GDP 생

산측면에서의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6]은 축차 동태모

형에서 투자를 통해 자본 부존량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타나내고 있다.

정태모형46)에서는 투자를 배분할 때 현재 수익률을 미래수익률의 대리

변수로 간주하여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수익률은 현재 투자와 관

계가 없고 기대수익률 또한 현재 계획된 투자수준과 관계가 없게 된다.

이는 투자가 본래 미래 지향적 문제로 투자가 생산성 있는 자본으로 변

화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47)

시간흐름에 따른 투자 행태(Expectation)를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 완

전 동태모형(Fully dynamic model)과 축차 동태모형(Recursive-dynamic

46) ORANI 정태 모형에서 투자는 DPSV(Dixon, P.B, Parmenter, B. R, Sutton, J., &
Vincent, D. P. (1982))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7) 모형에서는 이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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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model)로 구분이 가능하다. 완전 동태모형은 소비자, 투자가가 시

점간(Inter-temporal) 자원배분문제를 고려하여 모든 시점에 발생되는 수

익률을 예측하여 시점에 따른 자본축적을 결정하는 행태를 모형에 반영

하게 된다. 축차동태 CGE 모형은 매기 정태분석의 결과를 축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가 특정 산업의 이윤율이 전체 산업 평균이윤

율보다 높은 산업에 대해서 다음기의 투자배분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체

의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의 투자배분을 낮추는

방식으로 행태를 반영하게 된다. 축차동태 CGE 모형의 투자 행태는 소

비자의 최적화 행태를 보장하지 않지만 실제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모형에서 자수 쓰이는 방식이다. ORANI 축차 동태모형은 ORANI-RD모

형이라 하며 Mark Horridge(200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동태모형에서

산업간 투자배분 방식은 Dixon and Rimmer(2002) 방식의 방법을 따른

다.

[그림 26] 축차동태 CGE (Recursive-Dynamic CGE)

자료: 신동천,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1999.

축차 동태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매 기간 해 값에 기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기간의 해 값은 다음기간의 해를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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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자본스톡의 축적은 순 투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새로운 투자(flow)

와 기존에 존재한 자본스톡(Stock)의 관계를 풀어서 쓰면 [수식 11-13]

과 같다. 자본 축적 식에서 delUnity를 도입하는 이유는 호모토피 모수

(Homotophy parameter)로 자본축적 증가율을 순 투자 증가율만큼을 반

영하기 위해서 매기 충격값을 1로 주게 된다.48) 모형에서 자본스톡과 투

자는 산업별로 정의가 되어 있다.

    [수식 11]

∆  ∆   [수식 12]

     ∇ [수식 13]

모형에서 수익률은 [수식-14]와 같이 임대료(Rent payments)를 새로운

자본재 투자의 단위당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한다. 수익률49)은 자본

에 대한 수익 비율로 두자한 자본대비 수익 또는 손실의 비중을 뜻한다.

수익률은 사전 수익률과 사후수익률로 측정할 수 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자본 서비스 한 단위를 사용하거나 구매하는데 필요한 가격이다.

자본을 생산과정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우

에는 단위사용자비용(Unit user cost) 혹은 자본서비스의 가격(Price of

capital service)이라고 하며 불일치 할 경우 임대료(Rental price)라고 한

다. 신투자(New investment)는 투자자가 기대수익률과 역사적 수익률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모형에서는 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

문에 이를 대리하는 역할로 투자자는 역사적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제

공하는 산업에 투자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8) 이는 GEMPACK을 사용하는 모형은 퍼센트 변화 방정식으로 해를 구하기 때문이다.
49) 수익률은 실현된 수익률은 사후 내생적 접근법(endogenous ex-post approach)을 일
반적으로 사용한다. 내생적 접근 방법은 자본서비스가액이 총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의 자
본귀속분의 합계와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기간 간 내부수익률을 도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회사채 수익률 등 금융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 외생적 수익률(exogenous ex-post
approach)를 적용하기도 한다. 사전적 접근법(ex-ante approach)은 경제주체들이 기대
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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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4]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기대 행태는 ‘과거 지향적

(Backward-looking)' 기대를 가정하고 있다. [수식 15]는 투자자의 당기

기대수익률(Et)로 전기의 기대수익률(Et-1)과 당기 실제 수익률(Rt)의 가

중평균 값이다. 파라미터 a는 기대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의 가중치로 모

형에서는 이 값이 0.33설정되어 있다.

       [수식 15]

[수식 16]은 자본성장률(The rate of capital growth)을 표시한 것으

로 새로운 투자를 자본스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수식 16]

[수식 17]에서 자본 성장률은 기대수익률 변화와 양의 관계에 있다. 만

약 기대수익률이 역사적 수익률을 초과할 때 자본성장률은 역사적 자본

성장률 보다 높게 된다. [수식 17]과 같은 관계를 로지스틱 자본 축적 함

수(The logistic capital accumulation function)라 하며 자본성장률에 대

한 독립변수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자본성장률 함수 표현이 가능하다. 즉,

업종별 자본스톡 증감률이 업종별 기대수익률의 로지스틱 함수로 구성된

다.

 


 [수식 17]

  [수식 18]

 는 역사적 자본 성장률이다. [수식 18]에서 는 기대수익률을

역사적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파라미터 Q는 자본 성장률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며 역사적 자본 성장률의 배수이다. [그림 27]은 [수식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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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27] 로지스틱 자본 축적 함수

Q=4 이고 역사적 자본 성장률이 4%이면 상한 값은 16%이다. 는 

값이 변할 때 자본 성장률의 탄력성 값이다. 만약 기대수익률(Et)가 역

사적 수익률과 같다면 는 1과 같다. 역사적 자본 성장률이 10%이고,

가 1이면, [그림 28]에서 값은 가 0.1이 된다. 가 커질수록, 값에

대하여 값이 매우 민감해 진다. 반대로 가 작아지면 민감도도 작아진

다. ORANI-RD 모형에서는 자본축적과 더불어 정태분석에서 반영하지

못 했던 임금 성장률과 고용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  ∆[수식 19]

[수식 19]에서 W는 실질임금으로 명목임금(P1LAB)을 소비자 물가지

수(P3TOT)로 나눈 값이다. L은 실제 고용률이며, T는 장기 고용률이다.

ORANI-RD에서는 실질임금 통해 고용을 ‘물가상승을 가속화 시키지 않

는 실업률(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NA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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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장기 고용률 T가 이에 해당

한다. 만약 기말의 고용 성장률이 장기 고용률을 x%만큼 초과하게 되면

실질임금은 *x% 증가하게 된다. 하방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

해서 실질임금 변수를 외생변수로 처리하게 된다.50)

제 2절 경제 및 온실가스 흐름표 구축

1. ORANI-G 모형의 경제 흐름표 개념51)

ORANIG 모형의 경제 흐름표는 일반적인 CGE에서 사용하는

SAM(Social Accounting Matrix)와 다르게 산업연관표에 있는 정보만으

로 구성을 하게 된다. 경제흐름표의 행(row)은 판매흐름을 나타내며 생

산자, 투자자, 가계, 수출, 정부, 재고 부문이 있다. 열(column)은 재화를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산재화, 수입재화, 세금, 자본, 노

동, 생산세,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ORANI 모형의 항등식은 국내

재화생산(Demand)이 국내 판매(Supply)와 일치하는 항등식을 가정하고

있다.52)

본 연구의 경제 흐름표는 한국은행에서 2014년 발행한 ‘2010년 투입산

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010년 투입 산출표는 대분류 30개, 중분

류 82개, 소분류 161개, 기본부문 384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구매자가

50) 전체 임금 지급액 중에서 각 산업별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이는 산업에 따라 노동자들의 한계생산이 다른 것을 반영한다. 전체 임금지급액에서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부문별로 단위임금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노동시간
또는 노동자 수의 변화를 정화하게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51) ORANI 모형 경제 흐름표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와 정부의
이전지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엄밀하게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과 다
르다. ORANI 모형은 Absorption Matrix라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bsorption Matrix
란 단어대신 좀 더 일반적인 ‘경제 흐름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52) 일반적인 SAM에서는 기업의 지출(비용)과 수입(판매)뿐만 아니라 가계의 지출과 수
입, 정부의 지출과 수입 항등식을 고려한다. ORANI 모형은 산업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
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을 제외한, 본원요소, 가계, 정부, 수출 등의 항등식을
일치시키지 아니하고 초기 산업연관표에 있는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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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생산자가격, 기초가격 방식에서 기초가격 기준 거래표를 사용하여 경

제 흐름표를 구축하였다. [표 16]은 ORANI 모형 경제 흐름표 구조를 나

타낸 표이다.

Absorption Matrix

1 2 3 4 5 6

TotalProducer Investors Household Export Government Stocks

Size ← I → ← I → ← H → ← 1 → ← 1 → ← 1 →

Basic Flows

domestic
C V1BAS V2BAS V3BAS V4BAS V5BAS V6BAS

Sales

row

totals

Basic Flows

imported
C V1BAS V2BAS V3BAS V5BAS V6BAS

Taxes

domestic
C V1TAX V2TAX V3TAX V4TAX V5TAX N/A

Taxes

Imported
C V1TAX V2TAX V3TAX V4TAX V5TAX N/A

Labour 1 V1LAB C= Number of Commodities

Capital 1 V1CAP I= Number of Industries

Land 1 V1CAP S= 2: Domestic, Imported

Other Cost 1 V1OCT O= Number of Occupation Types

Production

Tax
1 V1PTX M= Number of Commodities used as Margins

Total
Column

absorption
H= 1: Number of Household Types

[표 16] ORANI 모형 경제 흐름표 구조

자료: Horridge, M.(2003).

ORANI 모형에서는 투자자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 구분 없이 하나의

투자자를 가정하고 있다. 안석환(1998)은 2BAS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문

별 중간투입의 합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세한 투자재의 거

Make Matrix Import Duty CO2 Emission
Size ← I → Total Size ← 1 → Size ← I →

C MAKE

=sales

row

totals

C V0TAR E CO2

Total =col total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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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 부속표인 고정자본형성표의 정보

를 사용하여 V2BAS 자료를 입력하였다. 고정자본형성표는 상품×산업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본 연구 재분류에 맞게 조정하였다. 한국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정자본형성표에서 국산 투자재와 수입 투자재

를 구분하기 있지 않아 수입, 국산 투자재 흐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

다. 투입산출표에 투자받은 기록이 있지만 고정자본형성표에 거래기록이

없는 일부 산업은 중간재 판매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흐름을 배분하였다.

V1TAX∼V5TAX는 순생산물세 거래표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V1LAB

는 피용자 보수, V1CAP 영업잉여, V1PTX는 기타 생산세53), V1OCT는

잔폐물과 감가상각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2010년 산업연관표는 잔폐물

항목이 있어 투입과 산출이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

내 재고 6BAS(dom) 수치를 조정하여 투입과 산출을 같도록 조정하였

다.54)

2. 부문 재분류

[표 17]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품 및 산업 재분류 표이다. 상품(37)

개, 산업(20) 개로 우리나라 경제를 재분류 하였다. 재분류 기준은 에너

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품의 재분류를 에너

지밸런스의 산업 분류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전기차관련 산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분류 하였다.55) 재분류 과정에서 핵심 산업으로 승용차와

버스를 합친 자동차 산업56), 여객서비스만 반영한 수송산업을 고려하였

53) 나머지 생산세는 V1TAX,에 포함되어 있어 V1PTX에 대한 결과 해석시 주의할 필
요가 있다.
54) 재고는 재고 수준 자체를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6BAS(dom)를 통해 항등식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55) 결합생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표(Absorption)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판
매와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투입산출표(Input-output)를 사용하
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산업의 개수가 40개 이상일 경우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을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모형결과를 요약하는 표, 그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상
품과 산업을 1대 1구조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56) 트럭, 트레일러 등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보급이 주로 가정용 승용차이
며, 택배 운송업의 경우 주정차 등 운전행태로 인하여 전기차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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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 산업의 변화는 완성차 생산과정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투

입이 줄어들고 전기 자동차 부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수송서

비스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경유,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등 사용량이 감소

하고 전기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 때문이다.

상품 분류 산업 분류

1 농림수산품 1 농림수산품

2 석탄(E)
2 광산업

3 광산품

4 음식료품 3 음식료업

5 섬유 및 가죽제품 4 섬유 및 가죽 산업

6 목재 및 종이 인쇄 5 목재 및 종이 인쇄

7 석탄제품(E)

6 석유·화학업

8 나프타(E)

9 휘발유(E)

10 등유(E)

11 경유(E)

12 중유(E)

13 액화석유가스(E)

14 기타 석유제품(E)

15 화학제품

16 비금속광물제품 7 비금속광물업

17 철강 8 철강업

18 비철금속 9 비철금속업

19 금속, 기계장비

10 조립금속제품업

20 전기차 부품

21 전기 및 전자기기

22 정밀기기

23 자동차(승용차, 버스)

24 운송장비

25 내연기관 부품 11 자동차(승용차와 버스)

26 기타제조 12 기타제조

27 수력 13 전기업

[표 17] 상품 및 산업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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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은 석탄 및 석탄제품의 재분류 과정을 나타낸 표이다. 석탄과

석탄제품의 재분류는 광산품에 포함된 무연탄, 유연탄을 석탄으로 재분

류하였고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의 석탄 코크스 관련 제품, 연탄 합쳐 석

탄제품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 기본부문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석탄
026 무연탄

009 석탄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002 광산품

027 유연탄

석탄 제품
099

석탄 코크스

및 관련제품 036
석탄

제품
016

석탄 및 석

유제품 006

석탄 및

석유제품
100 연탄

[표 18] 석탄 및 석탄제품의 재분류과정

[표 19]는 석탄 및 석유제품의 재분류 과정을 나타낸 표이다. 석유제품

은 원유 정제처리로 생산되는 나프타,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액화

석유가스, 정제혼합용 원료유가 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를 따로 재분류한 이유는 운송수단의 연료유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등유는 가정, 상업부문에서 난방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분류 하였다.

나프타는 화학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며 중유는 수송, 전력 산업에 쓰이

기 때문에 재분류 하였다. 기타 석유제품에서는 석유아스팔트, 파라핀,

57)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재화로 보지 않았고 산업분류 또한 전력산업에 포함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28 화력

29 원자력

30 신재생에너지57)

31 도시가스(E) 14 도시가스

32 증기 및 온수 15 증기 및 온수

33 건설 16 건설

34 철도, 수상,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 17 철도, 수상,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

35 육상 여객서비스 18 육상 여객서비스

36 상업 19 상업

37 공공 20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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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젤리(와세린), 왁스류, 석유 코크스 등이 있다.

　본 연구 기본부문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나프타 101 나프타

037

석

유

제

품

016

석탄

및

석유

제품

006

석

탄

및

석

유

제

품

휘발유 102 휘발유
석유제품 103 제트유
등유 104 등유
경유 105 경유
중유 106 중유

액화석유가스 107 액화석유가스

석유 제품
108 정제혼합용 원료유
109 윤활유 및 그리스
110 기타 석유정제제품

[표 19] 석탄 및 석유제품의 재분류 과정

전기자동차 관련 소재 및 부품은 [표 20]과 같이 재분류 하였다. 내연

기관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과 변속기가 모터 및

전지로 대체되는 것이다.

본

연

구

기본 부문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전

기

차

부

품

214 발전기 및 전동기 078 발전기 및 전동기

034

전

기

장

비

012

전기 및

전자기

기

215 변압기

079
전기변환.

공급제어장치

216 전기변환장치

217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
218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219 전지 080 전지
220 전선 및 케이블 081 기타 전기장치

[표 20] 전기차 제품 관련 중간재 재분류 과정

자동차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인프라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서 전기 충전시설에 포합되는 변압기, 전기변환장치, 전선 및 케이블 등

을 고려하여 전기차 부품으로 재분류하였다. 실제 전기차 제조과정에서

아래 분류한 제품보다 더 세분화되거나 새로운 제품이 투입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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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하지만 산업연관표 분류의 한계와 본 연구의 목적상 핵심 제품

의 변화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에서 명시된 제품 이외의

전기차부품은 고려하지 않았다.

내연기관 부품 재분류 과정은 [표 21]과 같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은 자동차용 엔진과 부분품으로 승용차, 버스제품의 약 50% 투입비

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전기차는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단기간에

트럭, 특장차, 컨테이너 등 자동차까지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실제 주행하고 있는 전기차 모델을 고려하여 승용차와

버스를 통합해 자동차로 [표 22]와 같이 재분류 하였다.

본 연구 기본 부문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내연기관

부품

254 자동차용 엔진
094

자동차

부품
042 자동차 014

운송

장비255 자동차 부분품

[표 21] 내연기관 자동차관련 소재 및 부품 재분류 과정

본 연구　 　기본분문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자동차
249 승용차

092 자동차

042 자동차 014
운송

장비

250 버스

조립

금속

제품

251 트럭

252 특장차

093
특장차 및

트레일러253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표 22] 자동차관련 재분류 과정

자동차 관련 재분류와 마찬가지로 수송서비스의 경우에도 도로화물에

서 전기차가 확산되는 것이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로 [표 23]과 같이 도로여객서비스만을 고려하여 재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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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기본분문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육상 여객

서비스
306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117

도로

운송서비스
　

054

육상

운송

서비스

　

020

운송

서비스

철도, 수상,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

307
도로화물

운송서비스

308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
118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

[표 23] 수송서비스 재분류 과정

전력 및 가스관련 재분류 과정은 [표 24]와 같다. 자가발전의 경우 대

부분 제철회사에 사용하는 석탄발전, 가스발전소 이기 때문에 화력으로

포함하였다. 전력산업을 세분화한 이유는 전력생산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분화 하였다. 한국은행(2014)에 따

르면 2005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자가발전과 함께 기타발전의 기초품목

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증가로 인하하여 2010년

산업연관표에서 별도로 집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

너지는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

사유 가스화,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등 11개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전력산업에서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

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소) 등이 있다.

　본 연구 기본분문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전기

274 수력

101

전력 및

신재생에

너지

046

전력 및

신 재 생 에

너지 016

전력,

가스

및

증기

275 화력
276 원자력
277 자가발전

신재생에너지 278 신재생에너지
도시가스 279 도시가스 102 도시가스

047
가스, 증기

및 온수증기 및 온수 280 증기 및 온수 103
증기 및

온수

[표 24]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가스 재분류 과정



- 66 -

3. 에너지원별 산업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본 연구에서는 중간재화 소비와 가계의 소비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량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연산일반균형 모형에서 온실가스 배

출량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별-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원별-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산업연관표와 에너지밸런스를 사용하여 에너지원별-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든 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연소부문만을 고려하여 계산

하였다.58) 에너지 밸런스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사용량은 총 발열량 기준

으로 환산된 에너지이다. 총 발열량은 연료가 완전 연소했을 때의 열량

으로 잠열을 포함한 값을 말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때는 저위발열량 또는 순 발열량을 사용한다. 따라서 에너지밸런스를 기

반으로 온실가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 발열량 기준 에너지 사용량이

필요하다.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5조 1항 별표’를 사용하여 순 발열

량 석유환산계수와 총발열량 석유환산계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총 발

열량 기준 에너지 사용에 곱해주면 순 발열량 기준 에너지 사용량을 구

할 수 있다. 계산된 순 발열량 기준 에너지를 기반으로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

산하였다.

에너지 분류는 [표 25]와 같이 우리나라 에너지 밸런스의 분류를 참고

하여 재분류하였다. 1차 에너지에서 국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수입, 국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무연탄, 유연탄, 연료탄, 원료탄 통합하여

반영하였다. 중유는 경질, 중유, 중질중유를 통합하여 재분류 하였다. 기

타 석유제품은 항공유, 아스팔트, 파라핀 왁스 등 나머지 석유제품을 합

하여 반영하였다.

58) 2014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690.6백만 톤CO2eq)에서 에너지 연소에 따른 배출량
은 86.78%, 산업공정 7.91%, 농업 3.98%, 폐기물 2.23%로 에너지 연소에 따른 배출량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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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분류에서 에너지 종류 에너지 밸런스에서 에너지 종류

원유 원유

천연가스 천연가스

석탄 석탄 (무연탄, 유연탄, 연료탄)

석탄제품 석탄 원료탄

나프타59) 나프타

휘발유 휘발유

등유 등유

경유 경유

중유 경질 중유, 중유, 중질 중유

액화석유가스 부탄, 프로판

기타석유제품 항공유, 아스팔트, 파라핀 왁스 등

도시가스 도시가스

증기 및 온수 열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표 25] 에너지 분류

투입산출표에서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부문으로 100% 판매되기 때문에

모형에서 도시가스만을 고려하였으며 전력부문에 투입되는 천연가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와 도시가스를 합한 에너지양을 도시가스 소비

로 계산하였다. 전기와 열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전기와 열에너지가 2

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중복문제가 있

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과 증기 및 온수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에너

지 전환과정에서 소비된 석탄, 중유,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분류한 산업과 에너지밸런스에서 분류되어 있는 산업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산업연관표에서는

59) 경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재화 및 서비스 속에 녹아있는 에너지와 실제로
사용가능한 에너지로 구분한다. 재화 및 서비스에 녹아있는 에너지를 함몰에너지
(embodied energy)이라고 하며 주로 에너지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석유화학산업의
나프타는 대표적인 함몰에너지이다. 본 연구에서 석유화학산업에 사용된 나프타를 포함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에서는 정유 산업
에 다시 유입되는 나프타를 제외하고 배출량을 계산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유입량 고
려 없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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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되어 있지만 에너지 밸런스에서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이를 계산하고자 조립금속제품에서 승용차의 각 에너지원 판매 비중을

계산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하였다.

에너지 밸런스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경우 에너지원별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대 계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료연소과정에서

CO2뿐만 아니라 메탄, 질소 온실가스 배출되고 이에 대한 CO2 등가량을

계산하여야 국가통계와 일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와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

공하는 배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통계60)를 활용하여 2010년 561백만

톤CO2eq 규모로 배출량을 조정하였다. 이때 총배출량 조정은 총배출량

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원별 비중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에너지원-

산업별 비중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28]은 우리나라 에너지 연

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8] 우리나라 에너지 연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그림 29]는 CGE 모형에 입력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포를 나타

낸 그림이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총 561백만 톤

60) 2016.8.16.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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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eq 중 전력산업 39%, 석유· 화학산업 23%, 운송서비스(철도, 수상,

항공, 화물, 여객) 17%, 가정 6% 순으로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았다. 전력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약 석탄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의 약 70%가 석탄 사용으

로 인해 배출된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나타프타 소비가 많아 온

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으며 배출된 온실가스의 약 87%가 나프타 사용으

로 인해 배출된 것이다. [그림 30]은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석탄 33%, 나프타 20%, 도시가스 15%, 경유 9%, 중유

5%, 휘발유 5% 순서로 배출량이 많았다.

[그림 29]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 30]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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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축적 자료

ORANIG-RD 모형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표 이외에 산업별

자본축적자료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표 26]은 모형 구동을 위한

자료 목록이다.

항목 내용 비고

CAPSTOCK(i)
Current capstock measured in

current prices

자료 생성 규칙

V2TOT(i)×12.5

DPRC(i) Rate of Depreciation 5%(내구연한 20년)

RNORMAL(i)
Normal gross rate of return

(사회적 할인율 또는 경제성장률)
회사채 3년 2016년 3.48%

GROTREND(i)
Trend investment/capital ratio

(투자지출/자본스톡)
4%

QRATIO (Max/Trend) investment/capital ratio 4

ALPHA Investment elasticity 5 , (Philippidis(2011))

GRETEXP(i) Expected gross rate of return RNORMAL과 동일

EMPRAT (Actual/Trend) employment 평균 실업률 3%

ELASTWAGE Elasticity of wage to employment
0.23 (문외솔,

송승주(2016))

[표 26] ORANI-RD 모형을 위한 자료 목록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본축적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와 한

국생산성 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본축적 자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본스톡 자료 생성 규칙으로 계산하였다. 호주

CGE 그룹인 CoPS에서는 자본스톡 자료 생성 규칙61)을 통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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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 투자의 12.5배 (8%)하여 자본스톡을 계산하였다.

별도의 자료 생성 규칙을 사용한 이유는 ORANIG-RD 모형이 퍼센트

변화 방정식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있어 산업별 자본스톡 편차가 크고,

산업별 수익률의 편차가 클 경우 모형의 값이 발산될 수 있어 모형이 매

끄럽게(smoothly) 구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제 자본스톡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한계점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CGE 모형에서 축차 동태방법 자체가 투자자의 최적화 행태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스톡 자료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분석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표 27] 자본스톡과 총 고정 자본

형성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2007-2015년 자료를 보았을 때 총고정자

본과 자본스톡의 비율이 약 11.7-13.5인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십억 원)

전 산업 경제활동별

생산자본스톡(실질)

전 산업 총고정

자본형성(실질)

비율

(자본스톡/투자)

2007 4,298,613.7 367,792.20 11.7

2009 4,489,541.4 364,662.50 12.3

2010 4,672,846.9 365,746.20 12.8

2011 4,867,578.9 385,923.60 12.6

2012 5,053,830.9 389,124.40 13.0

2013 5,226,840.9 387,239.70 13.5

2014 5,402,619.8 400,026.00 13.5

2015 5,581,976.7 413,487.50 13.5

[표 27] 자본스톡과 투자(총 고정자본형성)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역사적 수익률(RNORMAL)은 사후적 수익률로 회사채 3년 이자율로

2016년의 3.48%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2010-2035)에는 과거 1960-2010

까지 수익률과 같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의 수익

률을 사용하였다. Philippidis(2011)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석기간에

자본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어  값을 5%로 가정하였다.62) 노

61) 예) CAPSTOCK=Rental Pric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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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급 탄력성 값은 ‘0.23’으로 문외솔 송승주(2016) 연구에서 추정된 값

을 사용하였다. 투자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ALPHA()값은

Philippidis(2011) 참고하여 5로 가정하였으며 모든 산업의 감가상각률은

5%로 가정하였다.63)

5. 파라미터(Parameter)

CGE 모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캘리브레이션64)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켈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없는 파라미터가

존재한다. 모형에서 사용한 파라미터 목록은 [표 28]과 같다.

62) 스페인의 1996∼2007년 자본스톡 성장률은 연평균 10.6%였다.
63) 투입산출표 부가가치계에서 감가상각 자료는 잔폐물과 합하여 기타비용에 반영하였
다.
64) 입력된 초기 값을 균형으로 가정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모형에서 필요한 파라미터
를 계산하는데 이를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이라 한다.
65) ORANI 모형은 경제 흐름표에서 재화 생산 비용과 국산 판매가 일치하는 항등식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평균 EPS(Expenditure elasticities for each good) 값이 1이 되어야

구분 크기 내용 범위 출처

SIGMA1PRIM 산업(I) 노동-자본 탄력성
0.386∼

0.554
김성태 외 (2011)

SIGAM1 상품(C) 중간재 수입대체 탄력성
1.9∼4.5 권오상, 이한빈(2012)SIGMA2 상품(C) 투자재 수입대체 탄력성

SIGMA3 상품(C) 소비재 수입대체 탄력성

EXP_ELAST 상품(C) 수출재화의 가격 탄력성 -20∼-15
한국조세연구원

(1998)
CET1 상품(C) 전환 탄력성 0.5∼2.84 권오상, 이한빈(2012)

EPS65) 상품(C) 가계 지출 탄력성 0.31∼1.18
권오상, 이한빈(201

2)66)

Frisch 1
-(총지출/총 사치재 지

출)
-1.82 Tinbergen(1969)

SIGMA1OUT 산업(I) 1산업 다 상품 0.5 ORANI-G(2012)

SIGMA1ENR 1
본원요소-에너지

복합재 대체 탄력성
0.04 임재규(2010)

SIGMA1

EPRIM
1 에너지간 대체 탄력성 0.20 임재규(2010)

[표 28] ORANI 모형 구동에 필요한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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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에서 파라미터는 상품 가격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반응의

정도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

한 파라미터를 연구 산업, 상품 분류에 맞게 조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

다.

제 3절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결과

1. 클로저(Closure)

클로저(Closure)는 변수 중에 특정변수를 외생변수로 설정하는 것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생변수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아야 해를 도출할 수 있다. 즉, 한 개의 방정식은 하나의 내생변수를

설명한다. GEMPACK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형은 외생변수와 내생변

수의 선택이 자유로워 수학적 규칙 이외 경제적, 이론적으로 합당한 클

로저 구성이 중요하다.

Dixon and Rimmer(2001)는 MONASH 모형의 분석틀을 역사적

(Historical) 시뮬레이션, 분해(Decomposition) 시뮬레이션, 예측

(Forecast) 시뮬레이션, 정책(Policy) 시뮬레이션으로 구분하였다.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CGE 모형의 자료인 산업연관표를 최신화하는 방법으로

선호 및 기술변화 통해서 추정하는 방법이다. 분해 시뮬레이션은 금융위

기 등 발생된 과거 경제적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 시뮬레이션이

다. 예측 시뮬레이션은 선호 및 기술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산업, 지역

차원의 경제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정책 시뮬레이션은 예측 시뮬

레이션에서 관세 인하 등 정책 변화로 인한 발생되는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목적인 시뮬레이션이다. 분석목적에 따라 시나리오 구성이 다를 것

하는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모형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다
66) EPSTOT의 합이 1을 만족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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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에 따른 클로저 사용도 달라진다. [표 29]는 시나리오에 따라 사

용되는 클로저를 정리한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 시뮬레이션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다.

클로저 종류 내용

역사적

(Historical)

분석대상기간 이전의 경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비, 정부지

출, 투자, 수출 등 변수를 외생변수로 두어 실제 움직임만큼 충격을

준다. 투입-산출표를 추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분해

(Decomposition)
역사적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측(Forecast)
특정한 사건이 없는 경우 예상되는 미래 경제 움직임을 반영하는

클로저로 역사적 클로저와 그 구성이 비슷하다.

정책(Policy)
미래 특정한 사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클로저로 충격(shock)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외생변수로 설정한다.

[표 29] 동태 CGE 모형에서 클로저 구분

자료: Dixon and Rimmer(2001)

[그림 31] 본 연구에서 사용한 클로저(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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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저를 사용하여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에 대

한 견해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수량 변수를 외생변수로 설정

한다면 단기에 자본이 고정되어 있어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클로저의 개략적인 관계는 [그림 31]과 같다.

GDP 지출 측면 변수에서 민간소비 비중, 정부소비, 무역수지를 외생변

수로 설정하였고 투자는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민간소비(소비/GDP,

f3tot) 비중을 외생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분석기간에 BAU, Policy 시나

리오에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생변수로 설정하였

다. ORANI 모형에서 정부소비 행태에 대한 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

부소비 또한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수식 20]은 민간소비 비중이 외생

변수 과정을 퍼센트 변화로 선형화하여 설명한 식이다. w3tot는 명목 가

계 총 소비변화율이며 w0gdpexp는 명목 GDP 성장률이다. [수식 20]에

서 w0gdpexp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f3tot는 ‘소비변화율/GDP성장률’의

비중으로 정의가 된다. 만약 f3tot가 매년 3%로 변화하면 명목 소비변화

율은 명목 GDP 성장률과 3%의 합만큼 변화하게 된다.

   [수식 20]

무역수지는 외생변수로 처리하여 수출이 일정하도록 설정하였다. GDP

생산측면에서는 생산기술과 관련된 변수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노동

시장에서 실질임금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67) 세율과 소비

자 선호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뉴메레르(Numeraire)68)는 환율로 사

용하였다. [표 30]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클로저 목록을 정리한 표이다.

67) 이는 노동시장에서 경직성(rigidities)이 있다는 케인지언(Keynesian)사고 방식을 따
른 것이다.
68) 신고전학파적 모형은 물리학적인 접근방법을 차용하여 가격과 수량변수의 움직임을
분리해 상대가격을 통해 수요 및 공급량이 조정되게끔 모형을 구성한다. 뉴메레르는 이
상대가격을 표현하고자할 때 기준이 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현실세계에서 뉴메레르는
‘금’ 또는 ‘미국 달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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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비고

GDP

생산

a1, a1cap, a1lab, a1oct, a1ener, a1prim, a1tot,

a1_s, a2, a2tot, a2_s, f1lab, f1oct, f5
기술변수

delUnity, rnorm, gtrend, finv4, faccum 자본시장

emptrend(총 고용증가율), delfwage(실질임금) 노동시장

GDP

지출

delB (Balance of trade(수출-수입)/GDP) 무역수지

invslack Slack 변수

f3tot (consumption/GDP) 소비/GDP 비중

f5tot 정부소비

delx6 재고

해외

pf0cif (foreign prices of imports) 수입가격

f4p, f4q (individual exports)
수출수요함수

Shift 변수

세율

delPTXRATE, f0tax_s, f1tax_csi, f2tax_csi,

f3tax_cs, f4tax_c, f5tax_cs, evf3tax(3TAX에서 자동

차 제품 세율)

세율

소비
q (number of households) 인구증가율

a3, a3_s (household tastes) 소비자 선호

환율 phi (nominal exchange rate)
뉴 메 레 르

(Numeraire)

[표 30] 모형에서 사용한 Closure 목록 (외생변수 목록)

2. 시나리오 구성

전기차 확산에 따른 경제 및 파급효과 시나리오 구성은 [표 31]과 같

다. 시나리오는 전기차 확산 수준, 전원 구성변화, 보조금, 투자를 고려해

S1∼S4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표 31]은 BAU 시나리오 구성을 요약

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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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기차 확산 전원구성 변화 보조금 투자

BAU 전기차 확산 없음 2010년 기준 없음 없음

S1
기준안

(2035년 판매율 20%)
2010년 기준

자동차 구매 세율

매년 1% 감소

기준안

판매율 연동

S2
기준안

(2035년 판매율 20%)

에너지경제연구원

장기전망(2040)

전원구성계획반영

자동차 구매 세율

매년 1% 감소

기준안

판매율 연동

S3
상위안(1-1)

(2035년 판매율 40%)

에너지경제연구원

장기전망(2040)

전원구성계획반영

자동차 구매 세율

매년 1% 감소

상위안(1-1)

판매율 연동

S4
상위안(1-1)

(2034년 판매율 20%)
2010년 기준 없음 없음

[표 31] 시나리오 구성

BAU는 어떠한 정책이나 사건이 없고 현재 수준의 상태를 유지할 때

기대되는 미래의 경로를 묘사한다. BAU 설정을 분석기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3∼4%로 성장하도록 설정하였다. BAU에서 가계소비를

매년 일정하게 증가시킨 이유는 Policy 시나리오에서 전기차 확산시 변

화되는 자동차 산업 구조와 에너지소비 등 BAU와 차이를 명확히 설명

하기 위해서이다.

정책(Policy) 시나리오는 미래에 예상되는 정책변화로 발생되는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시나리오이다. 연구에서는 정책 시나리오를 전기차

확산, 전원구성 변화 등 요소를 감안하여 S1∼S4 시나리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변화는 한택환 외(2017)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전기

차 확산에 따라 자동차 산업 기술변수에 충격을 주어 자동차 산업에서

내연기관 부품투입을 감소되고 전기차 부품 투입을 증가시켜 전기차 산

업으로 생산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였다.69)

69) 자동차 상품의 가격과 수량은 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별도의 전기차
상품 및 산업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의 따라 자동차 상품의 투입구조가 변
화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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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산출표에서 기록된 자동차는 개별 자동차 상품이 아닌 2010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모든 승용차와 버스 제품을 통합한 추상적 개념

의 자동차이다. 추상적 개념의 자동차 상품은 현재 내연기관 부품 투입

이 약 50%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배터리, 전동기 등

투입이 증가하여 자동차 상품의 구성이 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동차

산업의 중간투입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투자부문에서 자동차산업

이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설비 확충, 연구개발 등 자동차 산

업의 총 투자액이 전기차 확산율과 연동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32]와 [표 33]은 BAU, S1∼S4 시나리오 구성 요소를 요약한 표이다.

구분 내용 모형에서 변수

GDP

지출측면
가계소비/GDP 매년 2.5% 증가 f3tot

GDP

생산측면

에너지 효율성(AEEI) 매년 1% 개선 a1ener

노동 생산성 매년 1% 개선 a1lab

실질임금 매년 1% 증가 delfwage

총 고용률 매년 1% 증가 emptrend

[표 32] BAU 시나리오 구성(2010-2035)

구분 내용

전기차

확산

자동차 산업_내연기관 부품 전기차 판매율과 연동하여 감소
자동차 산업_전기차 부품 전기차 판매율과 연동하여 증가

여객운송서비스_화석연료
감소되는 연도에 한해서

화석연료 감소 변화율 반영

여객운송서비스_전기
LEAP에서 계산된 에너지 소비 변화율을

연평균으로  반영

가계_화석연료소비
감소되는 연도에 한해서 해당연도 변화율

반영

가계_전기 소비
LEAP에서 계산된 에너지 소비 변화율을

연평균으로  반영
전원

구성

전력 산업_신재생, 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장기전망(2015-2040)

기준안 전력부문 에너지소비 변화 반영전력 산업_석탄, 중유, 가스
투자 자동차 산업 투자(투자 원천) 전기차 판매율과 연동하여 증가
보조금 가계 자동차 소비 세율 매년 1% 세율 감소 적용

[표 33] S1∼S4 시나리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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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환 외(2017)에서는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석연료 수요

감소 충격을 2010년 에너지 밸런스와 2035년 전기차 판매율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변화율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에너지 소비 변화는 상향식

에너지 모형(LEAP)을 사용해 저량(자동차 보급대수)과 유량(전기차 신

제품 판매)개념을 고려하여 연도별 에너지소비 변화율 반영하였다.70)

보조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매 시 세금을 덜 지출하기 자동차 구매 세율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

다. 전기차 확산 초기에 보조금은 소비자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지만 중장기적으로 예산증액의 한계가 있어 예산증액속보다 전기차 확

산속도가 빠를 경우 보급되는 모든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품의 간접세율 정보만 있는 투입산출표에서 전기차 보조금으

로 인한 자동차 세율변화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여 별도의 보조금 변화

율을 추정하지 않고 매년 1%로 자동차 구매 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반

영하였다.

3. 시나리오 결과

시나리오별 실질 GDP 증가율은 [그림 32], [표 34]와 같다. 분석결과

S1, S3시나리오에서 실질 GDP 증가율이 2035년 BAU 대비 약 1.5% 정

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준안과 전기차 확산속도가 같고 자동차

산업 투자 증가율이 낮은 S4 시나리오의 경우 2032년까지 GDP가 증가

하다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에너지 밸런스에서 가계 자가 승용차 연료 소비를 수송부문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
지만 산업연관표에서 가계의 휘발유, 경유 등 연료 소비로 계산하고 있어 여객운송서비
스와 별도로 가계의 소비 변화를 고려해야한다. 또한, 전기차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기
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율과 기존에 보급된 자동차에서 화석연료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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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BAU 2.89 2.50 2.32 2.34 2.47 2.72

S1 2.93 2.53 2.39 2.51 2.92 3.91

S2 2.93 2.53 2.38 2.48 2.93 3.89

S3 2.93 2.54 2.40 2.56 3.14 4.05

S4 2.91 2.52 2.40 2.53 2.81 2.17

[표 34] 실질 GDP 변화율

S4 시나리오에서 2032년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자동차 산업

에 투입되는 자본의 변화율이 둔화되고 추가적인 자동차 산업 투자 증가

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S1∼S3에서는 2032년 이후 둔화되는 자

본 투입 변화율을 상쇄할 만큼의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 GDP가

증가하였다.71)

71)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의 개수가 약 50% 적기 때문에 중간투입이 낮아
지면서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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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총 고용 변화는 [그림 33], [표 35]와 같다. 실질

GDP 변화율과 마찬가지로 S1∼S3 시나리오에서 고용변화율은 2035년

BAU 대비 0.3∼0.5%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3] 총고용 증가율

단위: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BAU 2.01 1.03 0.38 0.07 -0.07 -0.13

S1 2.07 1.06 0.41 0.12 0.03 0.13

S2 2.07 1.06 0.41 0.11 0.03 0.12

S3 2.07 1.06 0.41 0.14 0.08 0.26

S4 2.04 1.04 0.41 0.13 -0.03 -0.29

[표 35] 총 고용 증가율

자동차 산업의 고용 변화율은 [그림 34], [표 36]과 같다. S3 시나리오

의 경우 고용이 증가하다 2034년에 감소하는데 이는 모형에서 노동시장

에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균형 수준으로 조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72) 투자가 없는 S4 시나리오는 2028년까

72) S1, S2 시나리오 또한 2035년 이후 추가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면 자동차 산업의 고용
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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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용이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여 2035년에는 BAU보다 낮은 수준의

고용 변화율을 기록하였다. 자동차 산업이 투자 증가 없이 고용파급효과

가 큰 내연기관 부품에서 고용파급효과가 낮은 전기차 부품 투입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그림 34] 자동차 산업 고용 변화율

단위: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BAU 2.22 0.88 0.00 -0.45 -0.68 -0.82

S1 2.90 2.11 2.74 5.25 8.94 11.96

S2 2.90 2.10 2.74 5.26 8.94 11.98

S3 2.90 2.24 3.42 7.06 10.97 7.74

S4 2.78 2.11 3.16 6.12 6.90 -3.51

[표 36] 자동차 산업 고용 변화율

[그림 35]와 [표 37]은 금속제품 산업 고용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금속제품 산업은 내연기관 부품과 전기차 부품, 기계, 금속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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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관 부품 감소와 전기차 부품 증가의 고용 효과가 중첩되어 계산되었

다. S3 시나리오에서 초기 고용감소는 내연기관 부품으로 인하여 금속

제품 산업의 고용이 감소하지만 이후 전기차 부품의 투입이 급격히 증하

기 때문에 2033년 이후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73)

[그림 35] 금속제품 산업 고용 변화율

단위: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BAU 2.21 0.95 0.12 -0.30 -0.51 -0.59

S1 2.24 0.96 0.07 -0.48 -1.00 -1.26

S2 2.25 0.95 0.07 -0.48 -1.00 -1.26

S3 2.25 0.95 0.05 -0.57 -1.26 1.61

S4 2.20 0.92 0.02 -0.59 -1.11 0.01

[표 37] 금속제품 산업 고용 변화율

73) S1, S2에서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 고용변화율과 마찬가
지로 전기차 확산이 2035년 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금속제품 산업의 고용이 증가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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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투자 변화율은 [그림 36], [표 38]과 같다. 자동차 산업

의 투자 증가는 모형에서 산업별 총 투자를 변화시키는 Shift변수(finv4)

에 충격을 자동차 판매율과 연동하여 반영하였다. 총 투자에는 설비 투

자, 연구개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내역이 포함된다. S3시나리오에서 자

동차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투자 증가율이 가장

컸다. 투자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자본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어 산업의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투자는 자동차 및 관

련 산업의 생산 활동을 증대시켜 고용증가와 소득증가로 연결된다.

[그림 36] 자동차 산업 투자 변화율

단위: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BAU 3.25 3.30 3.34 3.35 3.35 3.34

S1 3.25 3.86 4.97 7.68 14.83 36.17

S2 3.25 3.86 4.97 7.68 14.83 36.21

S3 3.25 3.90 5.29 9.33 22.08 77.55

S4 3.25 3.33 3.46 3.72 4.25 4.56

[표 38] 자동차 산업 투자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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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확산의 결과로 자동차 산업의 투입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37]은 전기차 확산이 없는 BAU 시나리오에서 자동차 산

업 투입계수 변화이다. BAU 시나리오에서는 전기차 확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투입계수가 일정하다.

[그림 37] BAU 시나리오 자동차 산업 투입계수 변화

[그림 38]과 [표 39]는 S3 시나리오 자동차 산업 투입계수 변화를 나타

낸 표와 그림이다. 본 연구는 한택환 외(2017)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

하게 자동차 판매율에 변화에 따라 중간투입 구조가 다르게 자동차 산업

의 투입구조가 변화하는 충격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한택환 외

(2017)에서는 Leurent and Winsdich(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가상적인

전기차만 생산하는 자동차산업 투입 구조를 가정하였고 전기 확산으로

인해 전자제품, 내연기관 부품 이외 자동차 산업에 투입되는 모든 상품

의 투입계수가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자동차 산업 투입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연기관

부품과 전기차부품의 대체관계에 집중하여 두 상품의 투입변화를 고려하

였다. 또한, 전기차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약

50%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중간투입계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연기관 부품 투입계수 감소하고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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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계수가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비율의 변화를 분석에 반영하

였다.74)

[그림 38] S3 시나리오 자동차 산업 투입계수 변화

구분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중간투입계

전체 0.78 0.78 0.76 0.71 0.60 0.61

내연기관 0.39 0.38 0.36 0.29 0.16 0.05

전기차 부품 0.01 0.01 0.02 0.02 0.03 0.09

자본투입계수 0.07 0.08 0.09 0.12 0.20 0.17

노동투입계수 0.10 0.10 0.11 0.13 0.15 0.17

[표 39] S3 시나리오 자동차 산업 투입계수 변화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는 에너지소비량을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일수록 에너지 집약도

값이 낮아지게 된다. [그림 39], [표 40]은 에너지 집약도 변화율 나타낸

표와 그림이다. 에너지 집약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에너지집약도 줄

74) 따라서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감소한 중간투입률 만큼 부가가치의 비중이 상
승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033년 이후 중간투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기차 부품 중간
투입계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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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어 GDP 단위당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S1∼S3 시나리오에서는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석유 에너지 소비량이 감

소하게 되어 BAU보다 높은 수준의 에너지 집약도를 개선시킨다. S4 시

나리오에서는 2035년까지 전원구성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S4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이 BAU보다 악화되는 이유는 2030

년 이후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석유 소비 감소보다 전기 수요 증가로 인

한 석탄, 중유, 도시가스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39] 에너지 집약도 변화율

　단위: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BAU -0.57 -0.85 -1.07 -1.39 -1.77 0.00

S1 -0.59 -0.88 -1.25 -1.73 -2.56 0.00

S2 -0.60 -0.86 -1.18 -1.75 -2.47 0.00

S3 -0.60 -0.86 -1.21 -1.87 -2.85 0.00

S4 -0.59 -0.88 -1.26 -1.74 -2.18 0.00

[표 40] 에너지 집약도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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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표 41]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나타낸 표와 그림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그림이 계단곡선으로 계산된 이유는 전원구성계획을 반

영하기 위해 사용한 에너지 경제연구원 장기전망(2040) 자료에서 기준안

전력부문의 연료소비가 5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모형의 충격을 5년

주기로 주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장기전망(2016)에서는 2025

년까지 전력부문의 발전용 석탄, 가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때문에 2010-202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BAU보다 높

다. 2025년-2030년에는 석탄발전소 설비가 감소하고 원자력설비가 증가

하여 전력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증가율이 감소하게 된다. 2030년

-2035년에는 LNG 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생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

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S3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이후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전원구성 개선효과에 석유소비 감소 효과가 더해져 온

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빠른 전기차 확산과 전원구성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S4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BAU보다 증가하

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40]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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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BAU 2.16 1.53 1.13 0.84 0.62 0.00

S1 2.18 1.55 1.09 0.81 0.58 0.00

S2 2.42 2.08 1.77 0.53 0.55 0.00

S3 2.42 2.08 1.78 0.55 0.54 0.00

S4 2.16 1.54 1.09 0.83 0.63 0.00

[표 41]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율

제 4절 민감도 분석

CGE 모형은 통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적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CGE 모형 결과

는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해서 결과 불확실성

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파라미터 중 핵심 파라미터를 정리하면 KLEM 생

산함수에서 사용한 ‘본원 요소-에너지 복합재 대체탄력성 파라미터’와

로지스틱 자본축적 함수에서 사용한 ‘투자 탄력성 파라미터’ 및 노동시장

에 사용한 ‘노동 공급탄력성 파라미터’에 대해서 S1 시나리오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본원요소 복합재와 에너지 복합재 대체탄력성(SIGMA1EPRIM) 파라미

터 초기 값은 0.2로 이 값을 0.6, 1로 확대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였

다. [그림 41] 본원요소-에너지 복합재 대체탄력성 값을 0.2에서 0.6, 1로

수정했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비교한 그림이다. 분석결과 대

체탄력성 값이 클수록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하였다. 본원요소 복합재(부

가가치)와 에너지 복합재 대체탄력성 값이 증가할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 둘의 대체가 쉽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게 되

어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율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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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본원요소-에너지 대체탄력성 민감도 분석

투자 탄력성(ALPHA)은 로지스틱 자본 축적 함수의 모향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투자 탄력성 값이 클수록 자본축적 증가율이 빠르게 변화한

다. [그림 42]는 투자 탄력성을 기존 5에서 10, 15를 적용했을 때 민감도

분석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분석 결과 투자 탄력성이 증가할수록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 투자 탄력성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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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IG-RD 모형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은 실질임금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43]은 노동공급 탄력성을

기존 0.23에서 0.5, 1로 유연한 노동공급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노동공급 탄력성이 증가할수록 총 고용 변화율 수준이 낮아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3] 노동공급 탄력성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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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동차 전력화에 따른 경제 및 환경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것

이 1차적인 목적이며 경제성장과 온실가스감축이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

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환경적 측면의 선행 연구에서 전기자동차는 도로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운송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전기 생산방식에

따라 환경오염이 전력부문으로 이동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경제적 측

면의 선행연구에서 전기차 확산이 정유 산업 및 철강 산업의 산출이 감

소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반대로 전기차

확산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해외로 빠져나갔던 정유 산업의 부가

가치를 국내 전기차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로 대체하여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도 있었다.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관련 부품의 투입이 감

소하고 전지, 플라스틱, 소프트웨어 등의 투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전기차 확산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자동차 전력화에 따른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확산

모형(BASS)을 사용하여 전기차 판매율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판매율을

바탕으로 상향식 에너지모형(LEAP)을 사용하여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가계, 여객수송부문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소비변화를 계산하였다.

확산모형과 에너지모형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여객수송,

전력 산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축차 동태 연산일반균형

(Recursive-dynamic CGE)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경제 및 환경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동차 산업 투자 증가와 전원구성 개선

없이 전기차가 확산될 경우 그 효과가 최종적으로 경제 부정적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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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전기차 확산이 국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확산수준에 상응하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생

산능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이 있어야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장기전망(2016)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에너지 소비변화를 고려했을 때 2010∼2025년까

지 석탄화력발전소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만 2030년 이후

석탄 화력발전 연료소비 감소와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석유 소비 대체효

과로 인해 BAU 시나리오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수송부문에서 부문별 BAU

대비 감축률(24.6%)75)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기차 확산으로 감축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전에 석유 소비 대체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상위안(2035년 판매율 40%)보다 빠른 전기차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단, 전원구성 개선 없이 전기차 확산이 이루어질 경우(S4 시나

리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전기차 관련 국내 연구는 전기차 확산 속도, 전기차 구매 보조

금효과, 상향식 모형을 통한 부분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동차, 여객수송, 전력산업

등 다(多)부문을 고려한 전기차 확산의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를 계산했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2010-2035년까지 전기차 확산에 따른 경제 및 환경파급효과

를 제시하고 있어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현재 국내 전기차 정책은 구매보조금 정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국

내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산업 육성계획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산

업 육성계획을 위해서는 전기차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성장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나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75)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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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 결과는 전망(Forecast)이 아닌 가상실험(Simulation)의 결과이

다. CGE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구축된 모형으로 주

요 경제 변수들의 관계가 상대가격을 통해서 반응하는 이론적 모형이다.

축차동태 CGE 모형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급효과를 계산 하지만 그

것은 이론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해석과 인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확산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BASS 확산모형은 2개의 파라

미터로 제품의 확산을 간단히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확산요인을

단순히 내부요인과 외부요인만을 고려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른 전기차 가격하락과 보조금을 확산모형에 반영하지 못 하였

다.76) BASS 모형은 단일혁신만을 가정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대체하거

나 보완해주는 다른 혁신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연산 일반균형 모형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완

전경쟁 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적합하지 않은 독과점 시자인

전력, 공공, 자동차 산업 등에 실제 시장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엔진과 자동차 부품, 배터리 부

품만을 고려하였는데 실제 전기차에 투입되는 경량화 소재(합성수지, 탄

소섬유)와 지능화 부품(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추가적인 핵심부품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최근 해외사례를 보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제조하기 쉽고 전자

부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IT 회사(구글, 애플, 삼성), 테슬라, 패러데

이 퓨쳐스 등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함께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산업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산업연관분석과 그 확장 분석인 CGE 모형을 사용하

여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76) 이는 GBM(Generalized BASS Model)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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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적인 연구로 자동차 전력화에 따른 경제 및 환경파급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이외 HEV, PHEV, 수소차 등 내연

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운송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기차는 온실가스 이외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

질을 줄이고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환경파

급효과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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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4장 BASS 모형 결과 (연간 총 자동차 판매량 145,000대로 고정)

연도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 보급대수 전기차 판매 비중

2010 60 60 0.0041%

2011 4,612 4,672 0.32%

2012 5,533 10,205 0.38%

2013 6,638 16,843 0.46%

2014 7,963 24,806 0.55%

2015 9,551 34,357 0.66%

2016 11,454 45,811 0.79%

2017 13,735 59,546 0.95%

2018 16,467 76,013 1.14%

2019 19,737 95,750 1.36%

2020 23,651 119,401 1.63%

2021 28,332 147,733 1.95%

2022 33,927 181,661 2.34%

2023 40,609 222,270 2.80%

2024 48,580 270,849 3.35%

2025 58,078 328,927 4.01%

2026 69,379 398,306 4.78%

2027 82,802 481,108 5.71%

2028 98,713 579,821 6.81%

2029 117,525 697,346 8.11%

2030 139,701 837,047 9.63%

2031 165,749 1,002,796 11.43%

2032 196,214 1,199,010 13.53%

2033 231,661 1,430,672 15.98%

2034 272,650 1,703,321 18.80%

2035 319,695 2,023,016 22.05%

[부록-1] BASS 모형 추정 결과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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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toe 전기 휘발유 경유 LPG

2010 0.00 9.37 3.62 2.83

2011 0.00 9.83 3.76 3.06

2012 0.00 10.26 3.88 3.28

2013 0.00 10.67 4.01 3.49

2014 0.01 11.05 4.11 3.67

2015 0.01 11.42 4.21 3.85

2016 0.01 11.75 4.31 4.01

2017 0.01 12.07 4.40 4.16

2018 0.02 12.36 4.48 4.30

2019 0.02 12.62 4.57 4.43

2020 0.03 12.86 4.65 4.55

2021 0.03 13.08 4.72 4.67

2022 0.04 13.27 4.79 4.77

2023 0.05 13.43 4.86 4.87

2024 0.06 13.57 4.92 4.96

2025 0.07 13.69 4.97 5.04

2026 0.08 13.79 5.02 5.11

2027 0.10 13.87 5.05 5.18

2028 0.12 13.93 5.08 5.23

2029 0.14 13.98 5.10 5.27

2030 0.17 14.01 5.12 5.31

2031 0.20 14.02 5.12 5.33

2032 0.24 14.00 5.12 5.35

2033 0.28 13.97 5.10 5.35

2034 0.33 13.92 5.08 5.33

2035 0.39 13.83 5.04 5.31

[부록-2] 기준안 연도별 에너지 소비



- 102 -

Make Matrix
Import

Duty
CO2 Emission

Size ← I → Total Size ← 1 → Size ← I →

C MAKE 3,144,361 C 11,244 E 561MtCO2eq

Total 3,144,361

단위:

10억 원

Absorption Matrix

1 2 3 4 5 6

TotalProducer Investors Household Export
Govern

ment
Stocks

S ← I → ← I → ← H → ← 1 → ← 1 → ← 1 →

Basic

Flows

domestic

C 1,484,114 300,193 537,645 631,976 183,108 7,325 3,114,361

Basic

Flows

imported

C 478,665 58,007 53,688 0 0 1,314 591,674

Taxes

domestic
C 30,142 27,759 40,341 0 0 N/A 98,512

Taxes

Imported
C 11,562 2,796 6,113 0 0 N/A 20,471

Labour 1 536,350 C= Number of Commodities

Capital 1 362,986 I= Number of Industries

Other Cost 1 226,618 O= Number of Occupation Types

Production

Tax
1 13,564 M= Number of Commodities used as Margins

Total 3,144,361 H= 1: Number of Household Types

[부록-3] ORANI 모형 경제 흐름표 초기 값(2010년)



- 103 -

Abstract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iffusion of

Electric Vehicles in Korea

Jint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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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iffusion of electric vehicles is proceeding at a rapid pace and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spread of electric vehicles for

reducing pollutants emitted from ca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lculate the effect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electric vehicles in Korea and its main objective is to search for

possible paths for economic growth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limited to battery electric

vehicles (BEV) among eco–friendly vehicles. The period was set

from 2010 to 2035 based on the electric vehicle diffusion rat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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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number of inter combustion engine (ICE) vehicles. In

order to calculate the economic impact of electric vehicle diffusion,

used a diffusion model and an energy model to estimate the sales

rates of electric cars and energy consumption change. Next, applied

these results to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by using a

soft-link method.

In conclusion, if the electric vehicles diffuse without increasing the

investment i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friendly source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the effect

is not only negative for the economy but also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mplicate that the diffusion of

electric vehicles requires an increase in investment by the automobile

industry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diffusion and changes in the

environment-friendly electricity generation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omestic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mployment and growth of

the electric vehicle–related industry for the long-term 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plan an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it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keywords : Electric vehicles, Sustainable transportation,

Recursive-dynamic CGE, ORANI-RD model

Student Number : 2016-2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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