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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미세먼

지 배출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초국경적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다국가 연산일반균형모형(PM2.5

Multi-national CGE, 이하 PMCGE)을 구축하고, 환경세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각국의 대기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동북아시아 3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

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발생의

원인은 일본과 한국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

국의 성장은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하고 있었다. PMCGE을 통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석탄 및

전기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 국가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미세먼

지 저감 시설을 투자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결과를 도출

하였다. 특정국가의 환경세 정책은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제 및 대

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조금을 통한 시설 투자에서는

수여국의 시설투자로 인한 기술효과보다 투자국의 투자지출로 인한 규모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국가의 환경정책은 자국 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다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는 국가 간 경쟁 및 교역에 의해 오히려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

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함

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미래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 대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PMCGE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특

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중국, 및 일

본의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모형), 환경정책 평가, 생산기반 배출회계, 소비기반 배출회계

학 번 : 2015-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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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대학(원)에 공
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5. 서울대학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하여 저작자의 이용허락
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며, 이후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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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미세먼지(PM10, PM2.5)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

암물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여 조기사망을 유발한다(OECD, 2012). 이

에 세계 각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미세먼지 배

출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Ju, 2017). 또한, 미세먼

지와 같이 국가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는 오염물질은 해당 국가만의 문

제가 아닌 인접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추장민 외, 

2017a).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구적 대기이동 

및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월경성 대기오염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한 기상 및 대기화학적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2; Lee et al., 2008; Shin et al., 2007).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배출되는 상당량의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여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 et 

al., 2014; Kajino et al., 2013).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서, 대기오염 문제는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

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동북아시아 국가들

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 당위성은 명백하지만, 누가, 어떻게, 얼마

나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

경정책에 대한 논의들은 무엇보다도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Regens and Rycroft, 1988).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초국경적

인 대응방안을 위한 연구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수 수행되고 있

다. 공학분야는 미세먼지 발생 기작 및 저감 기술을, 의학분야는 미세

먼지의 인체유해성을, 기상분야는 미세먼지의 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

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미세먼지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

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누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는 효율성 또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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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미세먼지는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차적인 생성물질이기 때

문에, 미세먼지 정책은 대기질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직ᆞ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과학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연구의 필요성은 

특정 국가내의 환경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 및 저감수단의 선택 등을 위한 국가 간의 협의 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자국의 경제뿐만 아니

라 타국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정책 시

행으로 인한 국내 및 국가 간의 경제적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오염물질은 배출지역(source)과 피해지역(receptor)이 동일하

지가 않으며, 이럴 경우 환경정책은 피해지역의 후생은 증대시키는 반

면 배출지역의 후생은 감소시키게 된다. 환경정책에 대해 정부가 개입

할 때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정책

시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은 국가 

간 형평을 고려함으로써 원활한 환경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국가 간 협의 또는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누가’에 대한, 즉 미세먼지의 책임소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 또는 책임분배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생산기반 배출회계(production-based emission 

inventory)와 소비기반 배출회계(consumption-based emission 

inventory)는 전세계적 차원, 국가적 차원,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환

경 분석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Liang et al., 2017). 생산기반 

배출회계는 특정국가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오

염물질량을 집계한 것이다. 반면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비록 자국에서

는 배출되지 않지만, 자국에서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 인해 발생

된 오염물질량을 집계한 것이다. 즉, 국경 내에서 제품생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집계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록 타국에서 생산되

더라도 자국의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집계하는 것이다. 이

러한 소비기반 배출회계의 개념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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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책임에 대한 논의에 많이 언

급되고 있으며, 저개발국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책임이 선진국에도 

일정부분 있다는 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미세

먼지 발생량과 피해가 가장 큰 한국, 중국, 및 일본 미세먼지의 생산기

반 배출회계와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3개 국가 간의 미세먼지 관

련 환경협력의 당위성을 모색한 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각국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책목표와 정책수

단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형 또는 이론의 부재는 정책집

행의 주요한 실패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Pressman and 

Wildavsky, 1984). 즉,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각 국의 대기질 및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가 간 대기질

과 경제 부문이 연계된 종합적 분석틀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에서 미

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간 대기질-경제 부문 간의 관계

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왔음에

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2013).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을 대상

으로, 각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각 국가의 경제 및 대기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석틀로서 미세먼지 다국가 연산일반균형모형(PM2.5 

Multi-national CGE, 이하 PMCGE)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PMCGE 모형은 경제모형-미세먼지 발생(에너지 모형)-대기이동 모

형이 연계된 정태 모형으로, 경제모형인 3개국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별 생산 및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주요 경제변

수들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이동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계

하였다. 

 최근 각 국가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적인 유인

(market-based incentives)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

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적인인 유인을 통한 간접규

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세와 환경목적의 보조금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CGE 모형을 통해 1)중국, 일본, 및 한국의 석탄 및 

전기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2)각 국가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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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투자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이 논문의 내용은 1장 서론, 2장 문헌고찰, 3장 분석 모형, 4장 정책 

실험, 5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분석방법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등 연구 전반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 문헌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현황을 자료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해당 국가에서의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과 이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

한, 3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미세먼지의 경제적 

분석을 수행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PMCGE 모형과 

관련하여 경제분석 모형, 대기질 및 에너지 연계 CGE 모형 등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장 분석 모

형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인 PMCGE 모형의 전반을 서술하였다. 본 연

구의 분석모형은 크게 경제모형, 미세먼지 발생 모형, 그리고 대기 이

동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전체 모형의 기본 구

조를 설명한 후, 개별적인 모형의 개념과 모형간 연계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후 모형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 소개하였다. 

CGE 모형 구축을 위한 자료는 크게 ‘사회계정행렬’과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탄력성 모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축 방법

과 자료출처 등을 언급하였다. 4장에서는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미

세먼지 정책이 각 국가의 대기질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회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

고, 관련 연구 동향,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회계의 산정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가 성장할 때 미세먼지 

배출량과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회

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후의 정책평가에서는 경제적 이론을 기

반으로 하여 환경세와 보조금 지원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첫번째 정책실험은 환경세 정책의 도입이다. 한국, 중국, 

및 일본 각 국가에 동일한 환경세를 적용할 때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 두번째 정책실험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이다. 

각 국의 정부가 자국 또는 중국 전력산업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

했을 때 미세먼지 배출량과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였다. 5장 결론에서

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이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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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논문의 기대효과, 의의와 차별성, 한계 등을 언급하였다.

제 2 장   문헌 고찰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1) 현 황

 본 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의 개념

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미세(微細)’먼지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해

석하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미세

라는 의미가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크기와 해

당 먼지를 부르는 명칭이 국가별로 상이하다.1)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

는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PM10과 PM2.5이다. 지

름이 10㎛ 이하인 먼지를 PM10, 지름이 2.5㎛이하인 먼지를 PM2.5

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환경부는 기존에 미세먼지로 통용

되던 PM10을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로 통용되던 PM2.5를 ‘미

세먼지’로 부르기로 명칭을 정리했다.2)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미세

먼지를 지름이 2.5㎛이하인 먼지 즉, PM2.5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하도록 한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발생’과 ‘인위발생’으로 구분한다. 

자연발생은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입자로 사막 황사와 같은 

광물 먼지, 해양으로부터의 소금 먼지, 꽃가루 등의 생물성 먼지 등이 

있다. 인위발생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발전, 산

업생산, 교통시설 등 대부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한다. 자연발생 

1)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에서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를 대기 중에서 발견

되는 고체상과 액체상이 혼합된 액적(droplet)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PM10을 

Inhalable particles로, PM2.5는 Fine inhalable particles로 부르고 있다. 일본은 

PM10을 부유입자(浮遊粒子)로 PM2.5는 미소입자(微小粒子)로 분류한다. 중국은 

PM10을 가흡입과립물(可吸入顆粒物)로, PM2.5는 세과립물(細顆粒物)로 부른다.
2) 2018년 한국에서는 PM10를 ‘미세먼지’로, PM2.5를 ‘초미세먼지’로 통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하고는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지름 2.5㎛ 이하의 물질(PM2.5)을 

‘미세먼지’로, 지름 1㎛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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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관측 지역에 따라서 전체 미세먼지의 40~60% 가량을 차

지하지만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인위발생 미세먼지를 감

소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인위발생은 그 생성 과정에 따

라서 ‘1차 발생’과 ‘2차 발생’으로 구분한다. 1차 발생 미세먼지

는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굴뚝(배출원)

으로부터 직접 발생 및 배출되는 입자들을 의미한다. 2차 발생 미세먼

지는 미세먼지가 아닌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2차적으로 생성되는 입자를 말한다. 화학반응에 의한 2차 

발생 미세먼지는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 및 기후조건에 대한 변수가 많아 과학적으로 정량화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2차 발생 미세먼지의 저감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위발생 미세먼지 

중 1차 발생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인 대기오염 저감 노

력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감소추세

에 있다.(표 1) 그러나,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에 권고하는 수준인 10㎍/㎥ 

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1년 중 대부분이 이 기준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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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한국 중국 일본
평균 농도 기준 이상일1) 평균 농도 기준 이상일 평균 농도 기준 이상일

1990 29.5 99.1 59.0 99.9 14.3 91.6
1995 29.6 99.1 59.9 99.9 14.2 91.3
2000 29.9 99.1 61.4 99.9 14.4 92.3
2005 30.4 99.1 67.0 99.9 14.5 92.3
2010 30.0 99.2 70.4 99.9 14.4 93.4
2011 30.0 99.2 71.5 99.9 14.4 93.3
2012 28.1 99.2 64.5 99.9 13.4 90.0
2013 29.3 99.2 66.5 99.9 13.6 90.4
2014 27.2 99.2 60.5 99.9 12.8 88.2
2015 28.1 99.2 60.0 99.9 12.9 89.0
2016 25.0 99.2 53.1 99.9 11.8 79.4
2017 25.1 99.2 53.5 99.9 11.9 80.6

자료: OECD (2017a)
주 1) 기준이상일은 1년 중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미세먼지 농도 기준인 10㎍/㎥를 넘는 날의 비율

[표 1] 국가별 미세먼지 노출 정도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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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요 국가별로 나타내고 있

다.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

며,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

한 수준이다. 더욱이 타 OECD 국가들은 PM2.5 농도가 과거(1998년)

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한국, 중국, 및 일본은 더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

제발전을 위한 막대한 에너지의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이로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국가별 미세먼지 연간 평균 노출 농도 (단위: g/㎥)

출처: 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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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노출되는 미세먼지는 조기사망을 유발한다. 미세먼지 발생량

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동북아시아 지역은 조기사망 피해가 현저히 

크다.(표 2) 

연도 한국 중국 일본 OECD 평균 세계 평균
1990 294.3 344.2 304.8 410.7 328.6 
1991 299.8 356.8 302.5 409.9 332.8 
1992 306.1 364.6 289.6 405.0 336.6 
1993 309.5 372.1 284.9 406.1 342.6 
1994 305.3 379.1 285.8 401.3 345.0 
1995 311.3 386.4 276.5 400.3 343.8 
1996 303.1 397.4 271.9 395.1 345.1 
1997 301.2 405.6 273.3 390.7 346.4 
1998 308.6 415.3 279.2 389.2 346.5 
1999 314.1 420.6 286 387.6 347.0 
2000 307.5 428.9 291.4 378.3 346.8 
2001 307.6 439.1 290.3 374.3 350.0 
2002 309.1 455.4 294.1 373.5 354.8 
2003 317.8 474.5 296.4 373.1 359.0 
2004 321.7 488.3 296.5 362.1 357.0 
2005 333.5 489.4 293.8 360.9 357.3 
2006 334.4 484.5 290.3 356.8 356.8 
2007 339.7 492.7 290.2 355.3 360.2 
2008 344.2 511.5 289.6 355.4 366.9 
2009 345.8 536.6 291 354.9 372.1 
2010 353.1 560.6 296.2 351.3 377.7 
2011 363.9 581.7 303.5 356.3 384.1 
2012 348.0 567.8 304.9 342.7 375.3 
2013 353.9 575.8 312 339.3 377.5 
2014 341.0 580.8 303.5 328.6 376.5 
2015 343.4 604.8 315.2 334.5 389.5 
2016 334.0 588.8 304.2 321.9 383.1 
2017 346.3 604.2 316.5 325.9 389.0 

자료: OECD (2017b)

[표 2] 국가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 (단위: 1백만 명 당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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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지니고 있

으며, 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

다.(그림 2)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

은 시급한 문제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 및 정책적인 협력이 보다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심창섭 외, 2015).

[그림 2] 국가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률

자료: OECD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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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저감 정책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환경정책은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환경 및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환경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비용, 위험, 편익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유영옥과 김상철, 2003). 따라서, 본 논문은 정책을 평가하기위

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실험을 수행하여, 중국, 일본, 및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

고자 한다.

 초국경적인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의 및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국제적 합의는 쉽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의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미세먼

지의 생성 및 이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

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불규칙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둘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세먼

지 피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미세먼지가 배출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없을 수 있고, 피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미세먼지

로 인한 것인지, 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자가 다수일 경우 오염자간 책임을 분배하기 

어렵다. 셋째,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또는 건강피해를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환경가치와 건강가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

화하고 계량화하기가 매우 어렵다(김기흥 외, 2005). 환경 및 건강의 

가치주관적인 특성 때문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는 환경

의 가치가 상이하여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살펴본바와 같이 환경규제는 다른 정책에 비해 과학적ᆞ기술적 지식

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지만, 정작 필요한 지식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

에 환경규제와 관련된 위험의 측정과 평가는 결국,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Crandal and Lave, 198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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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법 규정, 행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다. 주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따라

야 하는 또는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

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해방지시설

의 설치나 특정 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한다거나, 일정한 환경기준을 정

하는 방법이 직접규제 형태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

접규제 방식이 주를 이루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환

경오염행위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법보다는 시장 경제적 유인

(market-based incentives)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

는 경향이 짙어졌다. 시장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은 직접규

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경

제적 판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장경제적 유인을 통한 정부

의 간접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세, 오염권 거래제도, 배출거래 허

가제, 예치금제도, 그리고 환경목적의 보조금 등이 있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공통된 쟁점은 석탄에너

지 소비의 감소이다.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발전량의 39.3%인 

207,334GWh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 2016). 전체 석

탄의 67%가 발전용으로 소비되고 있어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석탄으

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그린피스, 2016). 석탄으로 인한 미

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원 중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홍천상 외, 2015). 중국은 2016년 ‘대기오염 개

선작업방안’에서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석탄에서 천연가스

로의 에너지 사용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중

국은 발전부문의 석탄 의존도를 70%에서 59%까지 감축시키고, 비화

석에너지의 비중을 14.3%, 천연가스 비중을 7.5%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전희정, 2018). 반면,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석탄화력발전

소 신ᆞ증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파리협정이 발효 및 전력 수요 감

소로 인해 해당 계획을 철회ᆞ변경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석탄화력

은 일본 총발전량의 약 31.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환경성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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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신ᆞ증설 계획을 수

정하고 있다. 일례로 2015년 3월부터 진행해오던 대형발전소의 연료

를 석유에서 석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철회하였다(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8). 이렇듯 한국, 중국, 및 일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해서는 석탄 사용량과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전략적 신흥 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 등

을 통해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

기오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환경기술과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환경산업시장의 수요는 대부분 소규모 기

업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기환경 관련 설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

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안상진, 2018). 또한,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40~60% 수준으로 불가피하게 선진국의 기

술 도입이 필요하다(강택구 외, 2013).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한

국과 일본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 방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 분

리수집기술, 대기오염개선기술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가능

하다(강택구 외, 2013).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은 주도적으로 3국간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중국, 및 일본간 환경협력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

다.(표 3) 3국은 대기질 관리 현안에 대하여 각국의 정보 및 연구 성

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물질 관측데

이터 공유’, ‘대기오염 예보모델 공동연구’, ‘과학기술 인력교류’ 

등 대기분야 신규 협력 사업에 합의하였다. 2015년 6월 중국환경과학

연구원(CRAES) 내에 한ᆞ중 공동 연구단이 설립되어 미세먼지 예보 

모델 공동 개발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등 동북아

시아 대기오염 감축 기반 연구를 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3국의 환경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는 3국간 

미세먼지의 발생 및 이동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연구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이러한 과학적 사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지는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과학적 사실관계와 3국간 이해관

계를 연계하는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실

효성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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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협력 현황

2013.10.17
2013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
주요도시 미세먼지 현황 및 특성, 해결방안 토론
동북아 도시네트워크 구성 필요성 인식, 2014 국제포럼으로 확장

2013.12.17 제16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서울에서 개최
지역환경협력체를 통한 양국 간 협력방안 등 중점 협의

2014.04.28
제1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한/중 대기오염물질 관측데이터 공유, 예보모델 공동연구 등
한/일 PM2.5 공동대응 협력사업 등

2014.04.30
동북아지역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협력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동북아 미세먼지/스모그 등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논의
한/중/일 및 러시아, 미국, UNECE, CLRTAP,  NEASPEC 참여
각국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과학적 연구, 정책적 권고가 반영

2014.07.03
한국 환경부-중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MOU 체결
대기질/공기오염 모니터링, 공기질 예/경보, 모니터링 관리 등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국가모니터링센터/중국환경과학연구원 협력

2014.11.17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협력사업 펼쳐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협력사업 추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철강기업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제철소, 석탄 화력발전소 등 중국 대기분야 주요 오염방지 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협력사업 확대

2015.03.12
제2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대기분야 전문가 참여, 휘발성유기화합물 정책 및 우수사례 발표
2013년 5월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해 신설

2015.05.01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한중일 환경협력 비전/계획 담은 공동합의문 채택
황사공동연구단 중기 공동연구계획 수립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모델 개발, 연구 실시
한/일 미세먼지 실시간 자료 공유 및 정확도 향상 위한 협력

2015.06.04
제1차 한/일 대기분야 연구팀 회의 개최
미세먼지 연구 공동실행 계획
미세먼지 예보 및 배출목록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 논의

2015.06.12 미세먼지 저감 연구 위한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단 발족
대기질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공동연구단 발족

2015.06.23 한중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정책 및 방지기술 세미나
3국 관리 정책과 우수 사례 공유/토론

2015.09.24 TEMM 대기정책 실무자 회의 개최 (WG 1)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관련 연구 수행 합의 (~2019)

2015.10.16
TEMM 대기정책 실무자 회의 개최 (WG 2)
- PM2.5 및 오존 관련 모니터링 모델링 사업 로드맵 협의  
(~2019)

2015.10.31 한중 황사 및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
자료: 심창섭 외 (2015) 

[표 3]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기오염 관련 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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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위해서

는 각 국가 간 이해관계가 절충된 합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은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3국간 

미세먼지 관련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의 

미세먼지 관련 협력은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국가의 기술력 

차이를 바탕으로 협력 및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상윤 

외, 2015). 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중국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질 개

선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환경기술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분야 최근 정책 동향 우수 기술

한국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 정책
·안정적 전력수급기술 ESS, CCS 등

·미세먼지내 유해성분 검출 기술 
·에너지 저장장치

중국
·석탄소비량 제한
·청정 에너지 공급
·스마트그리드 건설 등

·기체 연소 기술

일본 ·발전비용 감소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IGCC, CCS) 등

·고성능/에너지 절향형 집진 필터
·고효율 석탄 화력발전 기술
·지열/바이오매스 기술 등

자료: 녹색기술센터 (2016)

[표 4] 미세먼지 관련 정책 및 우수 기술

 중국은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에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는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이다(추장민 외, 2016). 

석탄 화력발전은 인위적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기 때문에 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국내는 물론 주변국가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최대 배출원인 

중국의 배출환경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일본과 같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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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미세먼지 저감은 시급한 당면한 과

제이며, 특히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미

세먼지 저감을 위해 먼저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발

생의 가장 큰 요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특히, 산업분야에서 사용하

는 석탄(coal)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하다. 중국의 석탄

은 산업(industry) 분야에서 44%를 사용하고 있으나, 석탄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 기여율은 77%에 이른다. 산업분야에서는 절반 

이하의 석탄을 사용하지만,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77%를 발생하

고 있다. 즉, 산업분야에서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제어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산업분야의 석탄 사용으로 인한 미세

먼지를 제어할 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의 청정 석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이러한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할 시 중국의 미세먼지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으로의 기술지원은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한·

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산

업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표 5)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대기오

염방지 기술을 중국내 제철소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으며, 국내 기

술의 우수성이 검증되었다. 국내 기술이 도입된 곳은 산동성, 산서성, 

하북성 등 중국 6개 지역의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다

량배출시설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적용한 결과 집진 효율을 99.2%까

지 상승시켜 미세먼저 발생을 저감하고 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7). 

이러한 협력사업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 환경현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

질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환경복지 뿐만 아니라 경제

적 이익도 실현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에 한국의 우수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사업비용을 양국 매칭 펀드로 구성하고 있어 사업 예산이 절

감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간 진입장벽이 높았던 중국의 대규

모 장치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기술을 검증받고 중국시장으로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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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업분야 중국 제철소, 석탄화력발전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

대상지역 중국의 산동성·하북성·산서성·섬서성·내몽고성·요녕성

사업 기간 2015년~2018년

사업 예산 5개 프로젝트 650억원 규모 계약 체결 (연 100억 원 투자)

투자방식 한·중 양국 공동 자금 지원 (한국정부 20%, 중국 정부 및 기업 80%)

[표 5]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개요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고효율 석탄 화력

발전 기술 이전도 진행되고 있다(심창섭 외, 2015). 일본은 발전 비용

의 감소와 발전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

기를 보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및 

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

해서 석탄이 주 연료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

탄 발전의 고효율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효율(the 

ratio of net thermal electricity production from coal power 

plants/coal inputs)은 33.8%인 반면, 한국은 38.3%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42.7%를 기록해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 만약, 일본의 석탄 효율향상 기술이 중국으로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석탄 발열효율은 기존보다 

17%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석탄사용량 및 미세먼지의 감소로 이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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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석탄 연료 효율성

출처: the World Energy Council  (https://wec-indicators.enerdata.net)

 장기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를 구상할 수 있

다. 한국은 2017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우 한국은 2015년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

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소에도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다면, 중국 

및 일본과 협력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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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저감의 경제적 접근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미세먼지의 최적 배출량은 미세먼지로 인한 

한계피해와 미세먼지를 한단위 줄이는데 소요되는 한계저감비용이 같

아지는 지점(e*)이다.(그림 4) 배출량이 e*보다 클 경우에는 한 단위

의 배출감소로 인한 오염피해 감소분이 저감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어야 사회전체의 순편이익 늘어난다. 반대로 배출량이 e*

보다 작을 경우에는 배출을 늘리면서 절약이 되는 저감 비용이 증가하

는 피해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배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

[그림 4] 미세먼지의 최적 배출량

 등한계원칙이란 동일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수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어떤 지역이나 산업 전체가 줄이고자 하는 배출량 있을 때, 

이 전체 배출량을 각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이 동일하도록 오염원에 

분배하여야 전체 저감비용이 최소가 된다는 원칙이다(권오상, 2013).  

[그림 5]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국가별ᆞ산업별로 미세먼지의 

한계저감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한계저감비용이 중국보다 월등하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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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본은 이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되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

요되는 한계비용이 높다. 등한계원칙에 입각할 때 한국, 중국, 일본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은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즉, 동북아시아 전체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의 발생량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중국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으로 효율적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한계저감비

용이 자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자국의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

보다 중국으로부터의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비용-편익 측면에

서 효율적일 수 있다. 즉, 한국 또는 일본이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술 및 비용의 지원한다면, 중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과 일

본을 포함한 3개국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중

국, 일본이 환경공동체로서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림 5] 산업별 미세먼지 한계저감비용 

자료: GAINS (Greenhouse Gas Air Pollution Interactions and Synergies)



2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접경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미세먼지 정책이 효율성만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국가의 

총 후생의 효율성이 개별 국가의 효율적 후생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

이다. [그림 6]을 한국과 중국으로 가정하여 예를 들어보자. MB곡선

과 MD곡선이 만나는 점이 가장 효율적인 배출량이다.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중국은 e‘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다. 이때 중국의 편익

은 a+b+c+d이고, 한국이 미세먼지로 인해 입는 피해액은 c+d+e+f

이다. 따라서 양국이 얻는 순편익은 면적 a+b-(e+f)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 지점인 e*로 배출량을 조정하였

다고 하자. 중국의 편익은 a+b+c로 줄어들고, 한국의 피해액은 c로 

줄어든다. 따라서 양국가의 순편익은 이전보다 e+f만큼 늘어나 면적 

a+b가 된다.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e'에서 e*로 조정되면서 총편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후생이 d+e+f만큼 증가한 반면 중국의 후생은 d

만큼 감소하였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 증가한 총 후생이 양국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은 것이다. 즉,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유입을 막

기 위해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요한다면 한국, 중국, 및 일본 

모두의 총 후생은 증가하겠지만, 중국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국가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기 어렵다.

[그림 6] 미세먼지 배출국가와 피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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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정책 분석 방법론

 정책시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다학제간

(multi-disciplinary) 연계성을 위해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이 이용되고 있다(Nordhaus, 2011). 통합평가

모형은 정책시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통합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조화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Parson and Fisher-Vanden, 1997).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의 저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Waugh, 2012). 우선 저감

정책이 에너지 소비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한다. 

인위적 미세먼지의 최대 발생원은 화석 에너지의 연소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화석 에너지의 규제와 관련이 있다. 이

러한 에너지 규제는 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감정

책이 사회ᆞ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사

회적 후생과 국민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앞절에 설명했다시피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오염물질

은 발생지역과 오염피해지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해 

부수적인 동반 편익(Co-benefit)이 발생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미세

먼지 저감정책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 오염물질들, 예를 들

어 오존이나 이산화탄소의 저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

막으로 저감정책으로 인한 건강개선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를 단일

의 전문분야 또는 방법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성과 방법론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Waugh, 2012).

 언급한바와 같이 대기오염 저감정책은 경제, 환경, 에너지, 및 국제관

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

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통합평가모형은 정책입안자 또는 연구자가 결정

적인(critical) 변수를 식별하고 정량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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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혼재되어 있는 개별 사안들에 대한 경중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개별 사안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시

나리오의 적용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책정할 수 있게 한다. 결정

적으로 통합평가모형은 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도출된 대안이 항상 최적의 해결안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Waugh, 

2012). 이와 같은 이점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평가 모형으

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전산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정책

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통합평가모형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Waugh, 2012). 특히, 통합평가모형에 사회ᆞ경제적 요소를 결합하

여,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분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분

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통합평가모형으로는 신케인지언 거시경제모

형(neo-Keynesian macroeconomic model), 중앙 집중식 최적화 모

형(centralized optimization model), 시스템 동적 모형(system 

dynamic model), 그리고 경제기반모형(Economic-based model)이 

있다(Boulanger, 2005). 먼저, 신케인지언 거시 경제 모형은 시계열 

또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한 일종의 연립 방정식의 체계로, 

국내총생산(GDP), 가격 지수, 생산량, 및 소비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

들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도출한다. 중앙 집중식 최적화 모형은 비용 

최소화를 위한 회계처리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저감기술 채택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시스템 동적 모형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지만, 변수 간 상호 작용(feedback 

effect)을 고려하기 때문에 연계효과 내지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경제기반모형은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목적에 

맞게 가정하여, 관련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경제이론 및 통계자

료 등을 이용하여 수식화하여 경제분석 또는 예측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분석틀을 말한다. 환경정책의 경제분석시 경제모델기반 접근은 주

로 투입산출모형(Input Output model),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그리고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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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산출모형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연관분석이라도 불린다. 재화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의 경제적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다. 투입산출모형은 일반적으로 고정투입기술을 

전제로 하여 최종수요 변화에 의한 총산출량, 부가가치, 및 고용량 등

의 변화를 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환

경정책을 평가할 경우, 환경정책으로 인한 최종수요의 변동이 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한

다. 또는 산업별 생산구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

업별 배출량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투입산출모형은 타방법론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연산 절차와 자료구득의 용이함 때문에 다수의 환경정

책 평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투입계수의 선형성, 생산구조의 경직성, 

가격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장기간 분석시 

생산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산업부문에 초점을 두었기 때

문에 가계,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나타내

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계정행렬은 어떤 경제의 생산, 소비, 축척 등과 관련된 거래들을 

행(row)과 열(column)이 동일한 계정들로 구성된 행렬회계(matrix 

accounting)형식으로 각 행의 합이 해당 열의 합과 일치하도록 정리

한 표이다.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산업간 거래뿐 

아니라 경제 주체간 거래를 포함하여 경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나타

낸다. 사회계정행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간 거래는 투입산출

표를 이용하고 그 외 항목은 국민계정 등의 거시자료와 가계조사 등 

미시 자료를 함께 이용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분석은 투입산출모형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계정행렬은 기존 

산업연관표에 정부부문, 노동시장, 자본시장, 사회집단 등을 추가ᆞ확

장한 것으로 일반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는 분석할 수 없는 다양한 사

회집단간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민계

정의 거시통계와 가계 및 노동 등의 조사통계인 미시 통계를 연결, 다

양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계정행렬은 투

입산출모형의 연장이기 때문에, 생산구조의 선형성, 경직성 등 투입산

출모형과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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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산출모형과 사회계정행렬이 지니고 있는 선형 가정은 경제 구조

와 경제 주체의 행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해 1970년대에 시장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풀 수 있는 비선형 다부

문 모형인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이 개발되었다. 일반균형이란 

제한된 조건하에서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

화하여 시장의 가격, 수요 및 공급 등이 더 이상 증감하지 않는 상태

를 말하며, CGE 모형은 이러한 최적화 행외와 재화 및 생산요소의 흐

름을 연립방정식 체계로 나타낸 것이다. CGE 모형은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후생

(welfare)과 정책의 분배적 영향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여타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서로 다른 부문(sector)들을 분

리하여 분석하는 부분균형과는 다르게 경제 내의 모든 부문들을 연계

하여 분석한다. CGE 모형은 외생적 조건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는 분석이 되므로 기준 시점의 초기 균형을 외생적 충격이 가해진 

이후의 새로운 경제상태와 비교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하는 목적

에 따라 모형의 설정 및 가정에서 차이가 나며 모수 추정에서의 제약

과 모형 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정책 분석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유도

해 내는 것이 어려우나 정책에 대한 방향과 그 크기에 대한 대략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CGE 모형 구축시 기초자료인 산업연관표 및 사회계정행렬 등이 국

가단위의 연간 자료이기 때문에, CGE 모형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

향을 대체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분석대상의 공

간적 단위가 작고, 미시적인 충격이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때에는 

CGE 모형은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

근에는 미시의태분석(Micro-Simulation,이하 MS)과 CGE모형을 결

합한 MS-CGE 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MS-CGE 모형이란 개인, 가

구, 기업 등 미시단위의 자료 및 분석과 거시적인 CGE 모형을 결합한 

것이다. MS-CGE 모형은 MS와 CGE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순차

적(sequential) MS-CGE와 통합적(integrated) MS-CGE로 구분할 

수 있다(Giulia, 2010). 순차적 MS-CGE이란 미시적 분석 결과를 도

출한 다음, 그 결과를 초기의 외부 충격으로 CGE 모형에 적용하는 것

을 말한다. 또는 역으로 CGE 모형으로 도출된 거시적 변화를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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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후, 미시 자료와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 역시 순

차적 MS-CGE라고 할 수 있다. 즉, 순차적 MS-CGE 모형은 MS의 

분석 결과가 CGE 모형의 외생변수로 작용하거나, CGE 모형의 결과

가 MS에 외생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미시분석과 거시적 CGE 모형

의 물리적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통합적 MS-CGE는 CGE 모형 

안에서 미시적 변수가 다른 CGE 모형의 변수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

는 상태로, MS와 CGE 모형의 결과가 내생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화학적 결합으로 볼 수 있다. 

 CGE 모형은 정태모형과 동태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태모형은 특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균형점을 도출한다. 충격(shock)이 가해지

기 전의 균형점과(baseline)과 충격이 가해진 후의 새로운 균형점

(counter-factual)을 비교하여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이때 새

로운 일반균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신경쓰

지 않는다. 반면, 동태모형은 경제 상태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

여 분석할 수 있다.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기간 자본

스톡, 인구 등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정태모형보다 정교하게 현

실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동태모형은 크게 축차 반복적(recursive 

또는 backward looking) 모형과 통시적 최적화(inter-temporal 

optimization 또는 forward looking) 모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특정

기간(t)의 정태적인 균형점을 통해 결정된 변수들이 다음기(t+1)의 외

생변수로 간주되어 동태적 균형점을 구성한다. 이 모형에서는 현재의 균

형점이 미래의 균형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후자는 현재부

터 미래까지 전 기간을 최적화하는 균형점을 구한다.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특정기간이 아니라 전체 기간 동안의 효

용극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형에서는 특정기에 국한하여 극

대화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기간의 최적화 해를 동시에 도출

하기 때문에 미래의 효과가 과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은 1990년대 초반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을 위해 개발되었

으며, 1990년대 말 이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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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외에 오존(Ozone)이나 미세먼지와 같은 여

타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되는 데 수반되는 환경 ․ 건강 편익을 분석하

기 위한 정량분석 모형들로 개발되고 있다. 

 CGE 모형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에너지(Energy)-환경(Environment)-경제(Economy)를 연계하는 

소위 E3의 분석틀(framework) 안에서 환경정책이 경제와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Bohringer and Loschel, 2006). 초기

의 CGE 모형이 경제(Economy) 분석 모형이었다면, 이러한 CGE 모

형을 기반으로하여 에너지와 환경을 모형에 결합ᆞ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확장된 CGE모형에서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배출계수의 조정’과 ‘생산요소(구조) 변화’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Waugh, 2012).

0. 배출계수의 조정은 각 부문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당 

배출량 수준을 외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GE 모형에

서 미세먼지의 발생량은 특정 부문의 경제 활동(economic activity)

과 경제 활동 단위당 배출량(배출계수)을 곱하여 결정한다. 배출계수

는 배출량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해당 지표를 외생적으로 조정하

여 배출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생산 요소의 변화를 통한 방법은 생산

함수의 변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중첩 CES (nested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 함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내생적으

로 결정한다. 내생적 접근 방식의 장점은 평가모형이 저감 비용, 에너

지 소비구조, 후생과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급한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CGE 기반의 대기오염 저감정책 평가모

형은 일반적으로 경제부문, 배출부문, 및 대기부문의 3개 모듈로 구성

된다. 경제부문에서는 생산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산정하게 된

다. 배출부문에서는 경제부분에서 도출되는 에너지 소모량을 기반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 특히 미세먼지는 대기모형을 통해 배출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동하게 된다.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기오염 평가 CGE 모형으로

는 ENV-Linkages, GEM-E3 모형, 및 EPPA 모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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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Linkages 모형은 OECD에서 개발한 GREEN(GeneRal 

Equilibrium Environmental) 모형을 개선한 후속 모형이다. GREEN 

모형은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OECD(1992)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주로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었다. ENV-Linkages 모형은 다부문, 다지역 분석

이 가능한 신고전주의 축차동태형(recursive dynamic) 일반균형모형

이다. Lanzi et al. (2018)는 ENV-Linkages 모형을 이용하여 

2010~2060년 PM2.5와 오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로 건강 악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질병으

로 인한 건강 지출액 증가, 농업 수확량 손실 등을 분석하였으며, 타 

연구들이 경제적 활동이 대기오염저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면, 

이 연구는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감축뿐만 아니라, 대기오

염의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일종의 환류 효과(feedback effect)까지 

분석하였다. 즉, 1차적으로 기본 시나리오(business as usual)에서 배

출량을 산정하고, 이러한 배출량이 노동생산성, 건강지출액, 농업 수확

량에 미치는 영향을 2차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염물

질의 배출량 산정은 생산량 당 배출계수 또는 에너지당 배출계수를 이

용하고 있다(Chateau et al., 2014). 이 연구에는 대기 모형으로 대기 

오염 물질 농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오염 물질 농도를 계산하도록 설

계된 전 환형 대기압 발생원-수용원 모형인 TM5-FASST 모형을 이

용하고 있다.  

 GEM-E3 모형은 경제, 에너지, 및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다루는 

축자동태형 CGE 모형으로, 에너지, 기후, 및 환경 정책의 거시 경제 

효과를 일관되게 평가한다. 기본적으로 OECD 국가, G20 국가, 및 

EU국가 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및 부문을 다룰 수 있다. 다른 

CGE 기반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재화 및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노

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 시장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 경제 주

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며, 내생변수인 시장가격에 따라 노동, 자본, 

에너지 및 기타 재화의 공급 또는 수요를 결정한다. 생산주체인 기업

은 자본, 노동, 에너지 및 중간재를 사용하여 중첩 CE함수를 통해 생

산한다. GEM-E3 모형은 간접세, 에너지세, 직접세, 부가가치세, 생산

보조금, 사회 보장 기여금, 수입 관세, 외국 송금 및 정부 기관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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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범주의 세수를 구분하고 있어, 정부정책으로 인한 비용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기질 관련 CGE 모형은 MIT의 

Emission Prediction and Policy Analysis(이하 EPPA) 모형이 있

다. EPPA는 세계 경제를 대상으로 한 다부문 축차동태모형으로 에너

지 및 환경 정책이 경제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활

용되고 있다. EPPA는 전세계를 개별 국가 또는 대륙으로 구분하고 

있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제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EPPA 모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Matus et al.(2008), Matus et al. 

(2012) 및 Nam et al.(2010) 이 있다. 이들 연구는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피해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밖의 연구로 김의준 외(2002)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서울지역의 경제 구조와 대기환경, 그리고 인체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타 환경 및 보건 효과를 분석한 유용한 

국내 연구사례이다. 동 연구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외에 

지역적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와 아황산가스(SO2)를 모형

에 추가하고, 기존의 국내외 대기오염과 건강 효과에 관한 연구방법론

을 접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 연구사례의 또 다른 특징

은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온실가스와 같이 

그 영향이 지구 또는 국가 차원과 같은 광역적 환경문제로 나타나지 

않고 오염발생원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 하

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지리적 범위를 서울지

역에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위해서 1995년을 기준연

도로 한 서울지역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의 시나리오 

분석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은 지역적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기인하는 건강상의 편익으로 계산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부수적 편

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시사점을 갖는다. 

에너지부문의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기술개발과 

같은 외부적인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비용 효율적 정책 추진의 필

요성도 확인하고 있다.

 Xie et. al.(2015)는 저개발국 경제발전과 환경정책의 연계부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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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최근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대상으로 환경세 및 보조금(pollution tax and subsidy)과 오

염저감부문(pollution abatement activity)을 포함하는 환경산업부문

이 확장된 사회회계행렬(ESAM : Environmentally extended Social 

Accounting Matrix)을 작성하고 이를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 지원정

책의 환경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하였다. 작성된 환경통

합 연산일반균형 모형에서는 오염 배출에 부과하는 환경세로 기준연도 

평균 오염배출 톤당 0.2 위안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25%, 50%, 

100%, 150%, 250% 인상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정책파급효과에 대한 

모의분석이 수행되었다. 더불어 오염저감활동을 하는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가적인 정책 시나리오의 파급효과가 분석되었는데, 오염부

과세율 인상은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생산 감소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내 총생산을 축소시키는 연쇄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Xie et. al.(2000)의 다부문 일국 동태

일반균형 모형은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축차 동태형 환경경제 모형 개

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모형은 그간 

환경과 경제 통합모형 연구의 중심이 환경오염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의 

정책개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거나, 동 정책 적용의 결

과인 오염저감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어진 것과 

달리, 환경오염 저감활동을 경제활동의 일부로 분리하고 동 경제활동

에 대한 보조금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의 환경오염 유발효과, 또는 환경규

제정책의 경제적 비용에 치중해 온 정량분석 연구의 관점이 환경보호

활동을 독립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이들경제활동을 지원 

혹은 촉진하는 긍정적(promotive)인 환경정책의 분석영역으로 확장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활동과 환경의 관계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

는 환경오염(pressure)이 환경상태(status)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당국 혹은 오염배출원인자의 노력

(response) 간의 연계 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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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모형

1. PM2.5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환경정책이 국가별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이하 CGE) 모형을 기반

으로 한 PMCGE (PM2.5 Multi-national CGE) 모형을 개발한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모형인 CGE 모형에 미세먼지 발생모듈과 대기이동 

모듈이 연계되어야 한다. 경제모형(CGE)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별 생

산 및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들에 미세먼지 배출계수를 

연계하여 각국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각

국의 경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1) 모형의 기본 구조

 모형의 개략적인 구조를 설명하면 [그림 7]과 같다. 우선 모형의 입

력값인 사회계정행렬과 외생변수인 대체탄력성 모수를 결정한다.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모형인 CGE 모형을 구축한다. 각 국가의 산업

부문은 생산과정에서 석탄, 석유, 가스, 및 전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하며, 이러한 에너지원의 소비는 각국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미세

먼지 배출모듈은 바로 이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발생한 미세먼지는 

한국, 중국, 일본 간 미세먼지 발생원-수용원 관계에 따라 각 국가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에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시행될 경우 생산활동이 영향을 받으며, 이는 각국 경제주체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정 국가의 미세먼지 발생이 감소

하면 이는 대기이동 모형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미세먼지 노

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다국가 PM2.5 CGE 모형은 경제

모형-미세먼지 발생 모듈-대기이동 모듈이 연계된 종합적인 분석모

형이라고 할 수 있다.



40

[그림 7] PMCGE 모형의 구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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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모형

 PMCGE 모형은 한국, 중국, 및 일본 경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각 국가 경제 및 대기질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다. 경제주체를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생산자, 가계 및 정부와 해

외로 구분하여,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가정한다. 개별 경

제주체의 최적화 행위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시장청산(거시경제 규칙)

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모형의 기본구조가 만들어

진다. 본 모형은 2014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정태균형모형을 구축하였

다. 

 각 경제주체간의 관계와 시장청산조건으로 설정된 다국가 PM2.5 

CGE 모형의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계정은 크게 가계부문, 생산부

문, 정부부문, 자본부문, 및 해외부문으로 구성된다. 생산부문에서는 

생산요소로 구성된 부가가치와 에너지 산업 및 비에너지 산업에서의 

중간재를 결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존재

하며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가계부문은 임금과 영업잉여, 그리고 보조

금을 통해 소득을 얻고 민간지출, 직접세, 및 저축으로 지출한다. 정부

부문은 직접세, 간접세, 및 관세의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정부소비, 보

조금, 및 정부저축으로 지출한다. 이때 가계의 총소득과 총지출, 정부

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을 이룬다. 자본부문의 수입은 가계, 정부, 해외

부문의 저축으로 결정된다. 해외부문은 환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된 상

태에서 무역수지와 국가경제가 균형이 이루어진다. 무역수지의 흑자는 

국내에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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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MCGE 모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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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에너지

를 포함하는 각 산업의 생산기술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CGE 모

형에서는 생산기술구조에 따라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가 결정되기도 

한다(권오상 외, 2018). 본 모형의 생산부문은 노동, 자본과 같은 본

원적 생산요소와 수입에너지 및 중간재로 쓰이는 최종재가 각 단계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다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단계적 생산구조에서 

각 생산주체는 단계별 최적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우선 최상위 단

계인 최종재 생산(Gross output)은 생산부문 각각에서 노동(Labor)

과 자본(Capital)로 구성된 부가가치(VA)와 에너지(Energy) 및 중간

재(Intermediate input)를 투입요소로 하는 레온티에프 생산기술로 

얻어진다고 가정한다. 부가가치와 에너지 및 중간재 간의 투입비율은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 비율

은 주어진 시점의 사회회계행렬의 투입계수로부터 얻어진다.

 부가가치는 노동(L)과 자본(K)을 투입요소로 하는 고정대체탄력성

(CES: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기술로 생산된다. 

CES 생산기술의 특징은 투입요소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최적 요소

조합 비용을 보장하는 요소대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노동 가격

이 상승할 경우 노동은 자본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자본 가격이 상승

할 경우 노동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각 단계에서 생산자의 최적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모든 생산활동은 완전경쟁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경

쟁시장에서의 가격 조정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 생산자는 

시장가격의 순응자(price taker)로써 생산활동에 임하며, 균형시장 가

격에서 생산자의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

동과 자본의 부문간 이동은 자유롭다고 가정하고 사전에 주어지는 생

산요소의 총량은 요소시장 균형조건에 맞춰 각 산업별로 배분된다. 즉, 

요소시장에는 총 노동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균형 노동가격(실질임

금)과 총 자본공급 및 수요를 일치시키는 균형 자본가격(수익률)이 존

재하여 각 산업별 자본 및 노동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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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형의 생산부문은 단계적(nested)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구

조이다.(그림 9) 언급한바와 같이 노동과 자본은 부가가치(value 

added)를 생산하며, 산업별 중간재 및 에너지(energy)는 부가가치와 

결합하여 최종재(gross output)를 생산한다. 에너지는 석탄(coal), 석

유(petroleum), 가스(gas), 및 전력(electricity)으로 구성되는데, 석

탄과 석유는 석탄-석유 복합재로, 가스와 전력은 가스-전력 복합재로 

구성된 후, 이 두 개의 복합재가 에너지복합재(energy composite)가 

된다. 이러한 에너지복합재는 에너지간 대체관계를 감안하는 고정대체

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함수를 통해 생산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CES생산함수는 투입요소의 상대가격에 따라 

투입요소간 대체가 가능하다. 즉, 석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로 대

체될 수 있으며,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전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는 상위 단계인 석탄-석유 복합재와 가스-전력 복합재의 관계에서

도 동일하다.

              [그림 9] 단계적 생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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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형에서는 각 국가의 각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산정한다. 즉, 각 국가별ᆞ산업별 에너지 사용

량과 해당 에너지의 배출계수에 따라 PM2.5의 발생량이 결정된다.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2.5)의 총량은 해당 국가별(N)ᆞ에너

지별(EI) 사용량()에 에너지별 배출계수()를 곱한 값들을 모

두 더해서 산정된다.(식 1)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가스, 및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들의 배출계수는 기술수준

에 따라 국가별ᆞ산업별로 상이하게 설정되었다.

 



 ·

 ···························································· 식(1)

 : 국가의 PM2.5 총배출량


 : 국가의 EI 에너지의 소비량


 : 국가의 EI 에너지의 배출계수

 본 모형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 각 국가의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로 가정하여, 각 국가는 가격 순응자(price-taker)로써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입재와 수출재의 국제가격과 환율은 외생적

으로 주어지며,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해외저축(또는 해외투자)으로 처

리한다. 각 국가에서 생산된 최종재는 국내시장에 공급되거나 수출되

는데, 본 모형에서는 불변전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이하 CET) 함수를 통해 국내 생산재()가 국내시

장 공급용 내수재()와 해외시장 공급용 수출재()로 배분된

다. 즉, 생산부문의 최종생산물은 CET함수에 의해 내수재와 수출재로 

배분된다. 수출재 공급량은 수출재가격, 내수재가격, 및 내수재 공급량

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 각 국가의 국내재와 수

입재는 각 국가내의 재화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내에서 생산

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국내재()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입재

()는 소비에 있어서 불완전 대체재인 것으로 가정하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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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와 수입재간 불완전한 대체를 반영할 수 있는 아밍턴

(Armington) 함수를 이용한다. 즉, 시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최종

재를 내수재와 수입재를 투입요소로 CES 생산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아밍턴 복합재로 설정하였다. 해외수입의 규모는 소비자의 비용 최소

화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세계시장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 수입

재와 국내재 간 상대가격, 국내재화 수요량, 대체탄력성에 의해 결정된

다. 즉, 총수요량()이 주어지고 국내재 가격()과 수입재 가격

()이 주어질 경우, 소비자는 총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율로 

국내재와 수입재를 구매한다. 이렇게 생산된 아밍턴 복합재는 국내 생

산부문의 중간수요와 가계, 정부, 투자 등 최종수요로 이용된다.

 각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균형조건에 

따라 고용수준, 임금() 등이 결정된다. 고용량의 변화는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한편, 임금 수준의 변화는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노

동 수요는 생산자의 이윤극대화 조건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실

질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한, 재화시장의 수요-공급 균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별·산업별 재화의 총수요()는 중간 수요(), 민간 소비 

지출(), 정부 소비 지출(), 투자()의 합과 동일하다. 

본 모형에서 중간 수요는 해당 연도의 사회계정행렬로부터 도출되는 

국가별·산업별 투입계수()과 국가별ᆞ산업별 생산액을 통해 산정

되며, 투자()는 일정한 비율로 투자된다고 가정하여 국가별 총

투자액에서 국가별·산업별 비율()을 통해 산출된다.

 각 국가의 가계 부문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소비, 저축(투자), 및 세금으로 지출한다. 가

계의 총소득()은 노동소득(), 자본소득() 및 정

부의 가계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가계부문의 노동소득은 산업

별 임금 분배율(), 산업별 노동수요와 국가별 평균임금률에 의

해 결정되며, 자본소득은 부가가치에서 노동소득을 제외한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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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조금은 정부부문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가계는 총소득 중 

일정비율()을 정부에 직접세()로 납부하며, 집적세를 납

부하고 남은 소득(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하는 동시에 저축

()을 통해서 투자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계의 소비는 소비

자 가격()과 가계총소득이 내생적으로 결정될 경우, 가처분소득에

서 저축을 제외한 소득에 재화별 가계의 민간소비분배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가계 저축액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한계저축성향

()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계는 주어진 예산제약하에 소비재 집합

이 주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최적화한다. 

가계부문의 효용함수는 각 소비재간의 단위 대체탄력성이 가정된 콥-

더글러스형 효용함수로 가정하며, 이는 사회적 후생을 나타내는 중요

한 지표로 사용된다.

 정부부문에서 각 국가의 정부수입()은 가계로부터의 직접세

(), 산업부문으로부터의 간접세(), 해외부문으로부터의 

관세()로 구성된다. 간접세는 산업별 국내 생산액에 간접세율

()을 곱한 값의 총합이며, 관세는 국가별ᆞ산업별 수입량 및 관세

율(), 세계시장 수입가격() 및 환율()을 통해 산정한다.  

정부의 지출은 정부소비지출(), 정부저축(), 및 가계보

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수입()은 모두 지출되는 것으

로 가정하므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과 동일하다. 국각별ᆞ산업별 정부

지출은 국가별 총지출에서 국가별ᆞ산업별 정부소비 분배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정부는 생산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최종수요자 역할만

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실제 산업연관표 상의 정부서

비스 등은 생산부문의 서비스산업에 통합된다. 

 자본부문은 각 국가의 자본재 생산에 투입되는 총저축()은 

가계저축(), 정부저축(), 및 해외저축()으로 

구성된다. 가계부문의 저축은 가계부문 총소득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

정되며, 정부저축은 외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외저축(투자)은 수

출액 총액과 수입액 총액의 차이인 경상수지 적자(흑자)와 동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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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총저축액과 총투자액()은 동일하다. 자본재가격

()은 가격부문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총투자와 자본재가격이 

결정되면 국가별ᆞ산업별 자본투입계수()에 의해 투자수요

()가 결정된다. 

 CGE 모형에서 가격은 재화 또는 생산요소의 수요·공급 간 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격 부문에서는 산업별 수출재 가격, 

수입재 가격, 생산자 가격, 상품 가격 및 소비재 가격 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모형 내에서의 가격은 상대가격을 의미한다. 수요자 가격

()은 국내재 가격()과 수입재 가격()을 가중 평균함으로

써 산정된다. 생산자 가격()은 국내 공급액(·)과 해외 

수출액(·)의 합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부가가

치 가격()은 총 생산액에서 중간투입 비용을 제외한 후 부가가

치로 나눈 값과 같다. 자본재 가격()은 기준 연도의 투자행렬계수

()와 수요자 가격의 곱을 행으로 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투

자행렬계수는 부문별 투자 수요가 점유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민간소비지출계수()와 수요자 가격에 의해 결

정된다. 즉, 부문별 수요자 가격의 가중평균을 한 값이다. 수입재 가격

()은 달러로 표시된 세계시장 수입재 가격()에 대미 환율

()과 관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정된다. 수출재 가격()은 

세계시장 수출재 가격()과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에서는 국내 재화시장, 생산요소 시장, 수출입 시

장 등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하는 일반균형을 가정한

다. 국가별ᆞ산업별 재화시장의 균형조건은 국가별ᆞ산업별 아밍턴복

합재의 국내공급이 민간소비지출, 투자수요의 합계, 중간수요의 합계, 

및 정부소비지출을 모두 합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균형

은 생산요소 가격에 의해 조정ᆞ유지되며, 해외부문의 균형은 무역수

지(수출-수입)가 해외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조정된다. 상대가격 

체계의 기준가격으로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설정하고 이 값을 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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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를 묘사한다.

 연산일반균형모형에서 거시경제완결규칙(macro economic closure 

rule)이란 일반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가정으로, 자본시장에서

의 투자와 저축간의 관계,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간의 

관계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모두 소비되고(총소득

=총소비), 소득순환흐름에서 누출과 주입이 없다라는 가정은 가장 간

단한 형태의 거시경제완결규칙일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순환흐름에서 누출과 주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반균

형을 위해서는 이러한 누출과 주입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즉, 총누

출(=총저축)과 총주입(=총투자)이 같아지게 되면 경제의 소득순환흐

름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저축과 투자의 주체가 상이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총저축과 총투자를 일치시키는 일종의 가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거

시경제완결규칙이다. 총저축과 총투자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가

지가 있을 수 있다. 외생화된 총저축이 총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와, 반

대로 외생화된 총투자가 총저축을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총저축과 총

투자가 모두 내생변수로서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

어, 신고전적(neoclassical) CGE 모형에서는 가계부문과 정부부문의 

저축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저축이 경제의 총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즉 저축이 거시경제의 균형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모형을 

Saving-driven model이라고 한다. 또한 신고전주의에서는 실업률이 

없는 완전고용을 가정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완결규칙에 따라 총투

자가 총저축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가계, 정부, 그리고 해외부문에서 이

루어지는 저축은 모두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

외저축은 무역수지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 본 모형의 수식의 수는 2,738개이며, 외

생변수로는 국가별 임금, 정부저축, 보조금, 수입재 및 수출재의 세계

시장 가격 등이 있으며, 모든 가격은 기준가격(numeraire)으로 설정

되었다. 각 부문별 연립방정식체계는 GAMS 프로그램를 통해 연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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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연산에 필요한 탄력성 모수 등은 직접 추정(estimation),  선

행연구 결과 차용(borrowing), 사회회계행렬을 통한 계산

(calibration) 등을 통해 입력하였다. 

(3) 대기 이동 모형

 각 국의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는 다른 국가로 이동한

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이동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지역 구분이 되어 있는 대기화학 모형 및 기후모형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는 3개 국가 간 이동량만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의 이동

량은 고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3개국간 미세먼지 이동량을 발생원-

수용지 행렬(Source-Receptor Relation Matrix, 이하 SRR)로 표현

하고 있는 Takahashi et al.(2014)와 Nagashima et al.(2017)의 결

과를 인용하였다. 이들은 기상모형 또는 대기화학 모형인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WRF) 모형(Skamarock et al., 2008),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모형(Byun and 

Schere, 2006), 그리고 Regional Emission inventory in 

ASia(REAS)(Ohara et al., 2007)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연간 평

균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SRR을 구축하였다. 이들이 구축한 SRR은 

미세먼지의 이동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Ben-MAP(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2012)의 농도-반응함수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여 수용지의 조기사망

자 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Takahashi et 

al.(2014)와 Nagashima et al.(2017)의 SRR은 아래의 [표 6]과 같

다. 이와 같이 SRR 행렬이 결정되면 식(2)를 통해 조기사망자수를 산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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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수용지 행렬
수용지 (인/kt)

중 국 일 본 한 국

발생원

중 국 36.0000 0.0049 0.1648

일 본 0.7004 32.8000 0.2470

한 국 3.8400 3.8300 28.3000

출처: Takahashi et al.(2014), Nagashina et al.,(2017)

[표 6] 한국, 중국, 일본의 발생원-수용지 관계 행렬 (단위: 인/kt)

 · ······································································· 식(2)
 : 국가별 조기사망자수 열벡터
 : 발생원-수용지 행렬의 전치행렬
 : 국가별 배출량 열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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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구축

(1) 사회계정행렬

 연산일반균형모형 내 변수들의 초기값과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는 다

양한 모수 값들은 3국가 간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도출한다. 사회계정

행렬 작성에 기본이 되는 투입산출표는 국제투입산출자료(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에서 제공하는 2014년의 국제산업연

관표(World Input Output Table, WIOT)를 이용하였다. CGE 모형 

및 사회계정행렬 구축시 분석목적에 맞는 산업부문의 정의 및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사회계정행렬 작성에 활용되는 산업연관

표는 WIOT는 ‘43(개국)×56(산업)’차원의 행렬이다. 우선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및 일본과 해외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산업분류의 

경우, 산업의 수가 많을수록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모형내에서 최적해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모형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세계산업연관표 뿐만 아니라 GAINS의 국가별ᆞ산업

별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 IEA의 국가별ᆞ산업별 에너지 소비량 자료

이다. 해당 자료들의 산업분류 위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및 미세먼지 발생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산업을 위주로 취합분류 하였

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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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12 산업 부문) GAINS 배출 회계 (12 산업 부문) 세계산업연관표 (56 산업 부문)

AG 1.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1. Primary  industry 1. Crop and animal production……

MN 2. 광업 및 채취 2. Mining and quarrying 4. Mining and quarrying

FU 3. 석탄 및 석유 3. Fuels and coke 5. Coke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PW 4. 전력 및 가스 4. Supply of power, heat and water 6. Electricity, gas, steam and air conditioning supply …

MT 5. 금속 제품 5. Metal 8 basic metals …

NM 6. 비금속 제품 6.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

CH 7. 화학 제품 7. Chemical products …

PP 8. 종이, 인쇄 활동 8. Paper products and publishing activities …

MF 9. 기타 제조업 9. Manufacture …

CT 10. 건설 10. Construction …

TR 11. 운송 11. Transport …

RC 12. 기타 서비스업 12. Residential activities 56. Other service activity

[표 7] 다국가 PM2.5 CGE 모형의 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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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12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회계 (82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데이터 (43 산업 부문)) 

AG 1.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1. Agriculture …… 1. Agriculture/forestry ……

MN 2. 광업 및 채취 9. Mining 3. Mining and quarrying

FU 3. 석탄 및 석유 10. Fuel conversion …… 4. Fuel mining and extraction ……

PW 4. 전력 및 가스 … …

MT 5. 금속 제품 … …

NM 6. 비금속 제품 … …

CH 7. 화학 제품 … …

PP 8. 종이, 인쇄 활동 … …

MF 9. 기타 제조업 … …

CT 10. 건설 … …

TR 11. 운송 … …

RC 12. 기타 서비스업 82. Residential 43. Residential

[표 7 계속] 다국가 PM2.5 CGE 모형의 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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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입산출자료(WIOD)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 뿐만 아니라 사회경

제계정(Socio Economic Accounts, SEA)도 제공하고 있다. 사회경

제계정은 국제산업연관표의 해당국가들의 산업별 고용자수, 자본스톡, 

총산출 및 부가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사회계정행렬의 각 계정은 생산요소(임금, 영

업잉여), 생산, 정부, 투자, 자본, 관세, 운수마진 및 해외로 구성된다. 

사회계정행렬을 구성하는 자료는 대부분 국제산업연관표로부터 얻어지

며, 국제산업연관표에서 구득할 수 없는 자료는 각 국가별 국민계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가 사

회계정행렬의 구조는 [표 8]과 같으며, 사회계정행렬을 채우고 있는 

각 셀의 정보와 출처는 [표 9]에 정리하였다.

연번 계정
1 2 3 4 5 6 7 8 9 계

(R)노동 자본 가계 정부 생산 
활동 자본 관세 교통

마진 해외

1 생산
요소

노동 피용자
보수

노동
수입

2 자본 영업
잉여

자본
수입

3 가계
한국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보조금 가계

소득중국
일본

4 정부
한국

직접세 간접세 관세 정부
수입중국

일본

5 생산 
활동

한국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중간재
거래 투자 교통

마진 수출 총산출
(총수요)중국

일본

6 자본
한국 가계

저축
정부
저축 총저축중국

일본
7 관세 관세 관세
8 교통마진 교통

마진
교통
마진

9 해외
한국

수입 해외
투자

해외
지출중국

일본
계 (C) 노동

공급
자본
공급

가계
지출

정부
지출

총투입
(총공급) 총투자 관세 교통

마진
해외
수입

[표 8] 사회계정행렬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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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번호 내 용 자료 출처
S15 = S31 피용자 보수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25 = S33 영업잉여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34 보조금 · 각 국가 국민계정 (각 국가 통계청)
S43 직접세 · 각 국가 국민계정 (각 국가 통계청)
S45 간접세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47 = S75 관세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53 민간소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국
S54 정부소비 ·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55 중간재 거래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56 투자(고정자본형성)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58 = S85 교통마진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59 수출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63 가계 저축 · 각 국가 국민계정 (각 국가 통계청)
S64 정부 저축 · 각 국가 국민계정 (각 국가 통계청)
S95 수입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S96 해외투자 · 수출(S59) - 수입 (95)
C1 노동 공급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C2 자본 공급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C3 가계지출 · 세로합
C4 정부지출 · 각 국가 국민계정 (각 국가 통계청)
C5 총투입 (총공급) · 세로합
C6 총투자 · 세로합

C7 = R7 관세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C8 = R8 교통마진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C9 해외 수입 · 세로합
R1 노동 수입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R2 자본 수입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R3 가계 소득 · 가로합
R4 정부 수입 · 가로합
R5 총산출 (총수요) · WIOT (국제투입산출자료, 2014)
R6 총저축 · 가로합
R9 해외 지출 · 가로합

[표 9] 사회계정행렬 구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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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수 추정

 CGE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태 모수(parameter)가 결정되어

야 한다. CGE 모형에서 대부분의 행태 모수는 사회계정행렬과 시장균

형조건에 기반하여 추산(calibration)을 통해 도출된다. 그러나, 수입

재와 국내재의 대체탄력성, 수출재와 국내재의 전환탄력성, 본원적 생

산 요소간 대체탄력성, 에너지원간의 대체탄력성 등은 외생적으로 결

정해야 한다. 이렇게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탄력성은 CGE 모형의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

러나, 기존에 수행된 다수의 CGE 모형들은 모형의 지역적ᆞ산업적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의 수행되었던 탄력성 추정 연구의 대체탄력

성을 그대로 차용(borrowing)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체탄

력성 등은 국가별, 산업별로 다를 뿐 아니라 투입요소들 간에도 다르

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생산구조에서 중첩(nested) 구조를 가정할 

경우 투입요소들 간의 대체탄력성은 분석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CGE 모형에서 

사용되는 일부 대체탄력성을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

산함수를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함수로 가정하

였으므로, 대체탄력성 추정은 Arrow et al.(1961)이 개발한 CES 함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식 4) 이렇게 대체탄력성 추정치가 

외생적으로 주어지면 CGE 모형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생산함수 

전체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다.

  · ·   · 




························································· 식(4)
 : 부가가치
 : 자본스톡
 : 노동
 : 스케일 파라미터

 : 배분계수
 : 대체탄력성
 

  : 대체탄력성에 의해 정의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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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산업별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자본

(K), 및 노동(L)의 국가별 산업별 물량지수와 가격지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를 대상으로 산업별 

KLEM 자료를 구축하였다. 일반적으로 KLEM 자료는 투입요소를 자

본(K), 노동(L), 에너지(E), 비에너지중간재(M)의 네 가지로 구성한

다(Jorgenson et al., 2014). KLEM 자료로 자본(K), 노동(L), 에너

지(E), 중간재(M)의 네 가지 투입요소 및 산출물(Y)의 수량과 가격

지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KLEM 자료 중에서 에너지(E)를 전

력(E, electricity), 가스(G, gas), 석유(P, Petroleum), 석탄(C, 

coal)의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자료를 지수화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KLEM DB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리 한 후 r 프로그램의 

package (micEconCES)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표 10) 

산업분류
한 국 중 국 일 본

추정계수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편차

AG 0.455 0.014 0.976 0.020 0.250 0.112

MN 0.529 0.033 0.921 0.021 0.375 0.120

FU 0.414 0.028 0.874 0.038 0.456 0.169

PW 0.598 0.011 0.860 0.044 0.474 0.051

MT 0.465 0.012 0.930 0.015 0.239 0.080

NM 0.458 0.022 1.038 0.024 0.642 0.063

CH 0.653 0.011 0.914 0.020 0.609 0.122

PP 0.097 0.014 1.019 0.037 0.524 0.087

MF 0.583 0.017 0.889 0.012 0.228 0.157

CT 0.168 0.010 0.977 0.017 0.737 0.073

TR 0.327 0.008 1.025 0.027 0.153 0.035

RC 0.158 0.006 0.967 0.013 0.198 0.026

주: AG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MN (광업 및 채취), FU (석탄 및 석유), PW (전력 및 가

스), MT (금속 제품), NM (비금속 제품), CH (화학 제품), PP (종이, 인쇄 활동), MF (기타 제

조업), CT (건설), TR (운송), RC (기타 서비스업)

[표 10] CES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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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CES 함수를 지닌 생산구조에서 2개(또는 3개) 투입요소에 

의해 생산되는 산출물을 복합재로 정의하면, 이러한 복합재에 대한 물

량 및 가격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합재의 물량 및 가격지

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복합재는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개념이 바스켓(basket)에 여러 

상품들을 넣고, 그 바스켓의 (가격)지수를 산정하듯이, 복합재를 하나

의 바스켓이라고 보고, 투입요소들을 복합재 바스켓에 넣었을 때 해당 

바스켓의 (물량 또는 가격) 지수를 산정한다. 바스켓내의 상품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들 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산정하

는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바스켓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식 (5)와 같은 통크비스트

(Tornqvist) 지수를 이용하였다.

   

 


  



  
 



 

 
    

     ···················································· (5)

  : t시점의 i번째 산출물 (복합재)
  : t시점의 i번째 투입물
 : t시점의 i번째 투입물 가격

 국가 경제 전체 혹은 다수의 산업을 통합하는 산출물의 수량지수 역

시 위와 같은 방식의 기하평균을 취해 통크비스트 총산출지수를 도출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 n가지의 투입물을 하나의 총투입으로 통합하

지 않고 몇 가지의 중분류 혹은 복합재 투입물군으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 위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투입요소만의 통크비스트 지수를 구해 에너지 

복합재 투입물 E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의 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통크비스트 지수는 특정조건을 갖춘 생산기술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그 생산기술이 매우 신축적인(superlative)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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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가진다는 것이 Diewert(1976)에 의해 보인 바 있다(권오상 외, 

2018). 각 산출물 혹은 투입요소의 가격지수는 이상과 같이 구축된 

수량지수를 가지고 해당산출물과 투입요소의 총금액을 나누어주어 구

한다. 따라서 수량지수와 가격지수의 곱은 항상 생산금액 혹은 비용액

과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역으로 통크비스트 공식을 가격에 대해 적용

하여 통크비스트 가격지수를 먼저 구한 후, 이 지수로 산출금액이나 

비용투입액을 나누어 주어 생산금액이나 비용과 일관성을 가지는 산출 

혹은 투입의 수량지수를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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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정책 실험

1.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 분석

(1) 개 념

 생산기반 배출회계는 특정국가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을 집계한 것이다. 반면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비

록 자국에서 직접 배출되지는 않지만, 자국에서 소비하는 재화 및 서

비스로 인해 발생된 오염물질량을 집계한 것이다. 즉, 국경 내에서 제

품생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집계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록 

타국에서 생산되더라도 자국의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집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을 좀더 쉽게 설명하

기 위해 국가A에서는 재화 a1와 a2를 생산하고 국가B에서는 재화 b1

와 b2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그림 10) 재화 a1와 b2는 그 재화가 생

산된 국가에서 소비되고, 재화 a2는 국가A에서 국가B로 수출하며, 재

화 b1는 국가B에서 국가A로 수출한다. 이때 국가A의 미세먼지의 생산

기반 배출량은 a1와 a2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양이며, 국가B의 미세

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은 b1와 b2를 생산하면서 배출되는 양이다. 반

면, 국가A의 미세먼지의 소비기반 배출량은 a1와 b1를 합친 것이며, 

국가B의 미세먼지의 소비기반 배출량은 a2와 b2를 합친 것이다. 예시

에서 보듯이 생산기반 배출량은 국가A(=15)가 국가B(=10)보다 크

지만, 소비기반 배출량은 국가B(=20)가 국가A(=5)보다 더 크다. 국

가A에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상당부분 국

가B의 소비를 위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

상적인 예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가 간 교역을 통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국가 간 교역이 상당히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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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많이 의

존하고 있다. 즉, 중국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월경하는 미세먼지를 모두 중국의 책임만으로는 볼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공감하며 국가 간 협력을 위해 동

북아시아 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림 10] 두 국가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

 생산자 중심의 환경정책은 산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공장, 즉 현장

(on-site) 중심 또는 직접배출 규제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적

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은 생산기반 배출회계로 집계되

고 있다. 그러나 정책시행자 입장에서는 생산기반 배출회계가 유용하

게 쓰일 수 있으나,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생산기반 또는 소비기반 배출회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대체적인 흐

름은 기존의 생산기반 배출회계의 한계를 지적하며서 소비기반 배출회

계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Kondo et al., 1998; 

Munksgaard and Pedersen, 2001; Lenzen et al., 2004; 

Munksgaard et al., 2005, 2007; Wilting and Vringer, 2007).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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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량 통계는 일반적으로 생산기반 배출회

계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기반 배출회계가 소비기반 

배출회계에 비해 환경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시

장 경제에서는 소비자의 선호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

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생산자 중심의 환경

정책을 시행하게 마련이다. 

 소비기반 배출회계의 이론적 배경은 생태적 부등가 교역(ecological 

uneven exchange)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생태적 부등가 교역

(ecological uneven exchange) 이론은 Emmanuel(1972)의 부등가 

교역(unequal exchange) 이론을 확장시킨 개념이다. 부등가 교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가가 교역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양국이 서

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발생한다. Emmanuel(1972)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요소인 노동이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가격에는 이러한 노동의 가치

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의 교역은 서로 불공정한 것이라고 여긴

다. 생태적 부등가 교역도 이와 유사한 접근으로, 노동이 아니라 토지

(land)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Lonergan, 1988). 여기

서 토지는 에너지, 천연자원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며 재화의 생산 과

정에서 악화되는 환경의 질까지 포함하고 있다(Hornborg, 1998; 

Rice, 2007). 따라서, 생태적 부등가 교역은 선진국에서 지불하는 수

입가격에는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의 

외부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적 부등가

교역 이론은 선진국이 저개발국가의 환경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Rice, 2007).

 기본적으로 생산기반 배출회계와 소비기반 배출회계가 상이한 이유는 

국가 간 교역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 국

가별ᆞ산업별 생산과 소비를 서로 분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Mozner, 2013). 생산기반 배출회계는 생산자에게만 오염물질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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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국가와 소비국가의 분리가 점점 더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이 생산국가에게 점점 더 

치중되고 있다. 이 때 수입국가(소비국가)는 수출국가(생산국가)에 재

화 및 서비스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지불하기 때문에 (금전적) 무역수

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양국간 교역은 공정한 교환이

라고 여긴다. 그러나 국가 간 교역은 재화 및 서비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및 서비스에 체화된 오염물질도 같이 이동한다. 즉, 수입

국은 수출국으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악화되는 환경의 질 또는 환경수용력(bio-capacity)과 

같은 생태자본(ecological stock) 또는 환경자본(environmental 

capital) 등을 수입하고 있다(Pronay and Malovics, 2008). 그러나 

수입국가가 지불하는 금전적인 화폐가치에는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오

염물질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질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으

며, 따라서 생태적인 입장에서 서로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인

식한다(Andersson and Lindroth, 2001). 즉, 선진국들은 저개발국의 

환경 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이 저개발국에게 갚아야 할 일종의 

환경부채(environmental debt)로 인식한다(Torras, 2003; 

Martinez-Alier, 2002). 이러한 환경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용되고 있

는 생산기반 배출회계를 통해서는 선진국이 저개발국에 이전하고 있는 

환경비용 또는 환경부하를 파악할 수가 없다(Muradian and 

Martinez-Alier, 2001). 따라서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써 소비기반 배

출회계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선진국들은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들

의 노력을 통해 환경오염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CEECEC, 

2010). 선진국들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국민의 1인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고, 자국의 기업들은 좀 더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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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모두 공간적 범위를 자국에 한정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선진국

의 환경개선 효과는 앞서 말한 선진국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

만, 그보다는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달성되고 있다

(Kerekes and Luda, 2011). Jorgenson and Rice(2005)는 천연자

원의 소비가 많은 선진국일수록 천연자원의 보유량의 감소율은 더 작

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비-환경 저하의 역설

(consumption-environmental degradation paradox)’이라고 불렀

다. 즉, 선진국은 자국의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타국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자국의 소비를 충족시키고 있다. 선진국은 국제무역을 통해 자국

의 소비수준은 유지하면서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러한 관계는 저개발국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게 되고, 이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속가능한 개발은 아니다. 

 생산기반 배출회계의 적용은 선진국들이 자국이 지불해야 할 환경비

용 또는 환경부하를 타국으로 이전시킬 수 있게 한다(Muradian and 

Martinez-Alier, 2001).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수입국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로 

인한 효용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소비기반 배출회

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소비로 인해 저개발국

가의 환경이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교역과 

그에 체화된 오염물질을 통해 산정한다. 교역과 체화된 오염물질에 관

계를 통해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적 영향, 특히 소비로 인한 환경영

향(결과)을 분석할 수 있다(Andersson and Lindroth, 2001).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선진국이 저개발국가의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책임의 정도가 얼마만큼인지, 즉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의 책임 분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하다.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누가, 얼마

나 이익을 가져가느냐를 통해 분배할 수 있다. 수출국(생산자)은 일반

적으로 일자리, 소득, 및 생산자 잉여 등을 얻고, 수입국(소비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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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잉여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상대적 비교는 쉽지 않다. 

Hanley(2000)는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을 논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분배 지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를 대하는 의사

결정자의 주관적인 의견만 존재하며, 따라서 생산기반 배출회계와 소

비기반 배출회계는 언제나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생산기

반 배출회계 또는 소비기반 배출회계 기반의 정책을 적용할 때는 어느 

정책이 더 옳다라는 결론보다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의사결정자

의 관점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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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

 생산기반 배출회계와 소비기반 배출회계, 두 회계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생산기반 배출회계는 많은 기관에서 공식적인 통

계 자료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가능하며, 불확실성

(uncertainty)이 적다. 또한, 생산기반 배출회계는 생산 활동을 기반

으로 산정되므로, 타 통계자료(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들과 대체

로 일치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기술

적인 문제’와 ‘데이터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Peters, 

2008).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란 소비기반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의미한다(de Haan and Keuning, 

1996). 즉, 소비기반 배출량은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

구자가 목적에 따라 별도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 공식 통계인 생산기반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별ᆞ산업별 

소비기반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편의가 발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 문제란 소비기반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이용되는 다지역투입산출표(Multi-Regional Input Output table, 이

하 MRIO)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지역 산업연관표는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산업 간 거래에 대한 선형관계를 가정하며, 이러한 강한 

가정 때문에 산업부문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할 때 불가피하게 불

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Lenzen, 2001; Lenzen et al., 2004; 

Weber and Matthews, 2007). 특히, 연구에 따라 산업부문의 분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제품 및 산업별 영향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손

실될 수 있다(Lenzen et al., 2004). 또한, 산업연관표가 공식적으로 

작성되는 국가가 소수이기 때문에,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모든 국가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가 없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Subak, 1995). 즉, 

현재의 데이터 가용성을 감안할 때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기반 배출회

계를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Dimaranan, 2006).  

 자료 및 방법론 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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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염물질의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기반 

배출회계가 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간 책임분배에 있어 새로운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Peters and Hertwich, 2006). 우

선,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자국의 소비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지를 계량화하기 때문에, 비록 자국

에서 직접 배출되지는 않은 오염물질이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

다는 근거를 제공한다(Wiedmann, 2009). 오늘날 저개발국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다(Liu and Diamond, 2005). 따라서 환경오염물질의 저감

을 위해서는 저개발국이 저감정책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개방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오염저감정책에 대

해 거부감을 지닐 수 밖에 없다(Peters and Hertwich, 2006). 이러

한 상황에서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저개발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일정부분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의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국가 간 지원 및 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소비기

반 배출회계를 통해 선진국의 재정을 이용한 기술이전, 재정적 지원과 

같은 국제 협력 및 파트너십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소비자

는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자신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가늠할 수 있으며, 선진국의 기업도 오염물질의 간접 배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즉, 소비국가는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기반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비 전략을 수립

하여 간접적인 환경오염 저감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의 공식 통계가 생산기반 배출회계를 기준으로 작성

되기 때문에 생산기반 배출회계를 산정하는 별도의 방법론은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8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소

비기반 배출량을 산정한 국제적인 공식 통계는 없다(오경수, 2015). 

따라서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별도의 자료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정해

야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관

계, 즉 수입 및 수출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연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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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포함하는 자료와 교역에 체화된 오염물

질에 대한 가정(예, 배출계수)을 통해 소비기반 배출량을 산정하게 된

다. 이과정에서 다지역투입산출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이하 MRIO)를 이용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MRIO

를 이용한 방법론이 기술적인 문제와 데이터 문제를 지니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적절한 방법론으로 여겨진다(Wiedmann 

et al., 2009).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산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정은 재화 또는 서비

스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에 체화

(embodied)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정국가에 생산한 재화에는 생산활

동으로 소비된 에너지가 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가 소비될 때 

발생하게 되는 미세먼지는 해당 재화에 체화(또는 내재)되게 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자국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재화와 타국으

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체화된 오염물질을 집계함으로써 소비기반 배

출회계를 산정할 수 있게 한다.

 체화된 미세먼지를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배출계수

(emission factor) 또는 오염집약도이다. 배출계수란 ‘인간의 활동’

과 단위 활동 당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를 결합한 것이다. 

배출계수를 산정하는 기본적인 방정식은 식(5)와 같이 ‘배출계수 = 

오염물질 배출량 / 경제활동’으로 나타낸다. 배출계수를 산정하기 위

해서는 관련 자원의 소비량과 그로인해 배출되는 미세먼지량을 알아야 

한다. 또는 다른 경로로부터 배출계수를 미리 알고 있을 시, 관련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량을 역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을 하향식 접근, 후자의 방식을 상향식 접근이라고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경제활동과 배출량을 이용하여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하향식 접근을 통해 미세먼지의 자원별 배출계수를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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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5)

 : 국가 자원의 배출계수
 : 국가 자원의 소비로 인한 배출량
 : 국가 자원을 이용한 경제활동

 다음으로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국가 간ᆞ산업간 교역구조를 나타내는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이러한 자료로는 산업연관표가 이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Output Table, WIOT)를 이용하여 가공하였다. 미세먼지 배출

량 산출을 위한 다지역산업연관표(MRIO)의 체계는 [표 11]과 같다. 

기본적인 산업연관표는 지역간ᆞ산업간 중간재 거래(  ), 최종재

(  ), 수출( ), 수입( ), 부가가치( ), 총산출( )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다지역산업연관표를 확장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 )을 추가하였다. 해당 표기(notation)에서 대문자는 행렬을 나타내

며, 소문자는 벡터를 나타내고, 상첨자는 r과 s는 국가를 나타내며, 하

첨자 i와 j는 산업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는 r국가 i산업에서 s국가 

j산업으로의 중간재 거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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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투입

중간재 최종재
수출() 총산출()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중간재

한국              

중국              

일본              

수입   

부가가치 ()   

총투입 ()   

미세먼지 배출량   

[표 11] 미세먼지 지역산업연관표 체계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투입계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세

계산업연관표에서 투입계수( 
  


)는 국가 간ᆞ산업간 중간재 거

래(
 )를 국가ᆞ산업의 총산출( 

)로 나눈 값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

라 국가 간ᆞ산업간 투입계수행렬을 식(6)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국가의 최종수요는 r국가에서의 자체 수요량과 s 국가로의 수출량, 그

리고 해외(Rest of World)로의 수출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식(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수식을 통해 식(8)의   와 같이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좌변과 우변의 이동을 통해 

  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I는 항등행렬). 이때 를 레

온티에프 역행렬(또는 생산유발계수)이라고 하며 간단하게 L로 나타

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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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

  
  




  




  ·································································································· 식(7)

 ⇔     ········································································식(8)
 : 국가 간ㆍ산업간 투입계수 행렬 (   )
  : 국가의 최종수요
  : 국가 산업에서 국가 산업으로의 교역량
  : 국가의 수출량
 : 단위행렬

 식(9)와 같이 특정국가의 산업별 최종수요(y)와 총산출(x)를 정의하

면, 미세먼지 배출량(p)은 식(10)을 통해 구할 수 있다. F는 배출계수

의 대각행렬로 단위생산당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나타내며, 국가

별ᆞ산업별 미세먼지 배출량(p)를 알고 있을 때, 
  

 
를 통해 산

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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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9)

 ························································································································식(10)

 : 국가별ㆍ산업별 최종수요
 : 국가별ㆍ산업별 총산출
 : 국가별ㆍ산업별 미세먼지 배출량
 : 배출계수의 대각행렬
 : 레온티에프 행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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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과정을 통해 r지역의 생산기반 배출량()은 식(11)과 식

(12)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r지역의 소비기반 배출량()은 식(13)

와 식(14)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식(8)과 식(10)

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12)은 r지역에서 생산하는 최

종재를 의미하며, 식(14)는 r지역의 소비를 위해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r지역으로 이입되는 최종재를 나타낸다.

  ····················································································································식(11)

 












⋮



⋮


·····················································································································식(12)

  ····················································································································식(13)

 













⋮



⋮



····················································································································식(14)

 : 국가의 생산기반 배출량
 : 국가의 소비기반 배출량
 : 국가의 생산되는 최종재
 : 국가의 소비되는 타지역 최종재

 미세먼지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유형으로는 직

접규제, 간접규제, 환경교육 및 홍보 또는 시장에 일임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환경문제에 직접규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직접규제는 주로 법 규정, 행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통해 환

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흔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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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따라야 하는 또는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나 특정 원료의 사용을 의무화한다거

나, 일정한 환경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직접규제 형태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직접규제 방식이 주를 이루다가 1980년대 후

반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환경오염행위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법보

다는 시장경제적인인 유인(market-based incentives)을 통해서 간접

적으로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시장경제적인인 유인을 

통한 간접규제 방식은 직접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장경제적인인 유인을 통한 정부의 간접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환경

세, 오염권 거래제도 혹은 배출거래 허가제, 예치금제도 그리고 환경목

적의 보조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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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기반으로 한 3국 간의 교역자료와 국가별

ᆞ산업별ᆞ에너지별 미세먼지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교역량과 교역에 

체화된 미세먼지의 3국간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교역에 체화

된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기준의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의 책임분배를 논의할 수 있다. 

 먼저 국가별ᆞ산업별ᆞ에너지별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기본적으로 하

향식 산정 방식을 준용하였다. 즉, GAINS(Greenhouse Gas - Air 

Pollution Interactions and Synergies)에서 제공하는 국가별ᆞ산업

별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와 세계산업연관표의 총산출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ᆞ산업별 생산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국

가별ᆞ산업별ᆞ에너지별 배출량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별 배출계수는 EMEP(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me)에서 제공하는 에너지별 배출계수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하향식의 국가별ᆞ산업별 배출량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다. 

 상기의 방식으로 산정된 국가별ᆞ산업별 미세먼지 배출계수를 살펴보

면, 대체로 중국의 배출계수가 일본 및 한국의 배출계수보다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12) 국가 및 산업의 배출계수는 해당 국가 및 

산업의 기술수준을 나타낸다. 즉, 배출계수가 낮을수록 산업의 기술수

준은 높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배출계수의 차이는 국가 간 협력을 통

해 미세먼지 저감의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별 

배출계수를 비교하면, 특히 중국의 석탄 사용에 따른 배출계수가 한국

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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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중국 일본 한국
1.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54.773 0.000 0.000
2. 광업 및 채취 2.054 0.000 0.000
3. 석탄 및 석유 5.567 0.000 0.117
4. 전력 및 가스 0.778 0.107 0.088
5. 금속 제품 20.217 1.388 1.932
6. 비금속 제품 11.086 4.668 5.797
7. 화학 제품 0.212 0.482 3.393
8. 종이, 인쇄 활동 1.159 0.514 3.347
9. 기타 제조업 6.003 9.416 4.821
10. 건설 9.988 0.000 0.000
11. 운송 7.569 0.000 0.000
12. 기타 서비스업 59.152 3.562 7.608

[표 12] 국가별ㆍ산업별 미세먼지 배출계수 (단위: kt/백만 toe)

1) 석탄의 배출계수

산 업 중국 일본 한국
1.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10.143 24.328 3.493
2. 광업 및 채취 0.380 0.015 0.167
3. 석탄 및 석유 1.031 0.040 0.022
4. 전력 및 가스 0.144 0.020 0.016
5. 금속 제품 3.744 0.257 0.358
6. 비금속 제품 2.053 0.864 1.074
7. 화학 제품 0.039 0.089 0.628
8. 종이, 인쇄 활동 0.215 0.095 0.620
9. 기타 제조업 1.112 1.744 0.893
10. 건설 1.850 5.201 2.821
11. 운송 1.402 0.431 0.584
12. 기타 서비스업 10.954 0.660 1.409

2) 석유의 배출계수

산 업 중국 일본 한국
1.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2.536 0.000 0.000
2. 광업 및 채취 0.095 0.004 0.000
3. 석탄 및 석유 0.000 0.000 0.000
4. 전력 및 가스 0.036 0.005 0.004
5. 금속 제품 0.936 0.064 0.089
6. 비금속 제품 0.513 0.216 0.268
7. 화학 제품 0.010 0.022 0.157
8. 종이, 인쇄 활동 0.054 0.024 0.155
9. 기타 제조업 0.278 0.436 0.223
10. 건설 0.462 1.300 0.705
11. 운송 0.350 0.108 0.146
12. 기타 서비스업 2.739 0.165 0.352

3) 가스의 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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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ᆞ산업별ᆞ에너지별 배출계수가 구해지면, 각 국가 간 교역량

을 통해 교역에 체화된 미세먼지량을 산정할 수 있다. [표 13]은 3국

간의 교역량과 교역에 체화된 미세먼지량을 정리한 것이다. 1열과 2열

을 수출국가 및 산업을 나타내며, 2행의 국가들은 수입국가를 나타낸

다. 즉, 3행 8열의 1.81(십억 달러)이라는 숫자는 중국의 1차산업에

서 생산 후 일본으로 수출한 교역량을 나타내다. 이때 해당 교역에 체

화되어 있는 미세먼지량은 1.00(k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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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교역 최종재 교역 총교역 체화된 미세먼지량 (kt)
수출국 산업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AG 1218.09 0.81 0.42 438.34 1.00 0.87 1656.43 1.81 1.30 919.02 1.00 0.72
MN 1200.43 0.54 0.64 14.31 0.21 0.12 1214.74 0.74 0.76 15.73 0.01 0.01
FU 791.80 1.14 1.34 39.32 0.13 0.32 831.12 1.27 1.65 860.79 1.31 1.71
PW 979.53 0.09 0.10 73.75 0.08 0.03 1053.28 0.18 0.13 954.25 0.16 0.12
MT 2212.01 11.01 14.58 67.46 2.53 0.75 2279.47 13.55 15.33 3928.61 23.34 26.41
NM 838.89 2.45 4.99 6.37 0.30 0.08 845.26 2.75 5.07 1715.93 5.58 10.29
CH 1949.99 10.37 8.70 68.94 2.72 0.38 2018.93 13.09 9.08 18.20 0.12 0.08
PP 325.63 1.06 0.57 4.70 0.32 0.07 330.33 1.38 0.65 9.78 0.04 0.02
MF 5423.65 37.49 38.98 2140.95 97.37 29.73 7564.60 134.86 68.72 311.52 5.55 2.83
CT 244.19 0.01 0.01 2761.21 0.00 14.31 3005.40 0.01 14.32 57.99 0.00 0.28
TR 782.21 1.54 0.50 123.12 0.49 0.48 905.33 2.03 0.98 357.94 0.80 0.39
RC 4005.82 0.69 3.34 3587.12 0.47 2.56 7592.94 1.16 5.90 5795.07 0.89 4.50

일본

AG 0.07 88.21 0.03 0.02 30.96 0.01 0.09 119.17 0.04 0.01 18.11 0.01
MN 0.45 33.75 0.23 0.19 0.38 0.01 0.64 34.13 0.25 0.00 0.01 0.00
FU 1.26 100.15 1.88 0.34 53.80 0.54 1.59 153.94 2.42 0.06 6.16 0.10
PW 0.01 150.37 0.01 0.00 66.57 0.00 0.01 216.94 0.01 0.00 11.31 0.00
MT 14.78 383.94 14.65 1.27 34.10 1.37 16.05 418.04 16.02 0.58 15.23 0.58
NM 2.44 49.45 2.20 0.05 1.85 0.01 2.49 51.30 2.20 0.81 16.80 0.72
CH 17.34 295.81 14.06 1.55 24.89 0.41 18.89 320.70 14.47 0.12 2.03 0.09
PP 0.86 135.33 0.53 0.41 10.91 0.04 1.27 146.24 0.57 0.01 0.88 0.00
MF 44.28 578.18 13.40 40.20 414.49 11.95 84.48 992.67 25.35 0.63 7.46 0.19
CT 0.01 95.53 0.01 0.00 521.35 18.83 0.01 616.87 18.84 0.00 10.76 0.33
TR 1.63 178.89 0.05 0.64 122.99 0.34 2.27 301.88 0.38 0.20 26.35 0.03
RC 0.43 1476.51 1.11 0.41 2980.57 6.49 0.84 4457.07 7.60 0.00 20.21 0.03

한국

AG 0.04 0.06 41.81 0.02 0.14 13.54 0.06 0.20 55.35 0.01 0.02 4.83
MN 0.02 0.02 4.77 0.00 0.00 0.04 0.02 0.02 4.82 0.00 0.00 0.01
FU 6.46 5.52 72.41 1.47 1.69 3.76 7.93 7.21 76.17 0.20 0.18 1.91
PW 0.02 0.03 94.80 0.01 0.01 27.43 0.02 0.04 122.23 0.00 0.00 6.45
MT 6.14 8.32 185.58 0.51 1.37 6.79 6.65 9.69 192.37 0.38 0.55 10.95
NM 0.74 0.36 13.27 0.02 0.01 0.24 0.76 0.36 13.51 0.77 0.37 13.83
CH 25.97 4.51 178.07 0.80 0.47 7.71 26.77 4.98 185.78 0.10 0.02 0.67
PP 0.39 0.24 43.29 0.10 0.03 9.15 0.48 0.27 52.44 0.00 0.00 0.18
MF 66.69 7.63 410.92 45.18 8.55 157.72 111.88 16.19 568.63 0.58 0.08 2.93
CT 0.01 0.01 10.01 0.00 0.00 184.65 0.02 0.01 194.66 0.00 0.00 2.37
TR 0.89 0.35 80.95 0.16 0.17 26.28 1.05 0.52 107.22 0.15 0.07 15.31
RC 7.93 3.32 458.29 4.49 1.17 686.36 12.42 4.49 1144.65 0.19 0.07 17.96

주: AG (1차 산업 (농업, 임업, 수산업)), MN (광업 및 채취), FU (석탄 및 석유), PW (전력 및 가스), MT (금속 제품), NM (비금속 제품), CH (화학 제

품), PP (종이, 인쇄 활동), MF (기타 제조업), CT (건설), TR (운송), RC (기타 서비스업)

[표 13] 3국간 중간재ㆍ최종재ㆍ총교역 및 교역에 체화된 미세먼지량 (단위: 십억 달러,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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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는 중국, 일본, 및 한국 간 교역량과 체화된 미세먼지량의 이

동을 나타내는 행렬로 열은 수출국가를 나타내며, 행은 수입국가를 나

타낸다. 행렬의 각 성분은 해당열의 수출국가에서 해당행의 수입국가

로 이동하는 교역량 또는 체화된 미세먼지량을 나타낸다. 국가 간 이

동량을 가로행으로 합하면 해당 국가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반 미세먼

지 배출량이 되고, 세로열로 합하면 해당국가의 소비량 또는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이 된다. 생산기반 이동량은 재화의 이동와 미세먼지

의 이동이 대체로 일치한다. 반면, 소비기반 이동량은 재화의 이동량과 

체화된 미세먼지의 이동량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총 소비

의 2.15%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총 소비의 

4.23%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량에는 

일본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의 22.00%가 체화되어 있으

며, 한국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의 36.02%가 체화되어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소비하는 재화가 생산될 때 배출되는 미세먼

지는 중국에서 상당부분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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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역량

단위: 십억 달러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29297.82 172.81 123.87 29594.50
일본 128.63 7828.96 88.17 8045.76
한국 168.05 43.99 2717.83 2929.87
합계 29594.50 8045.76 2929.87 40570.12

2) 체화된 미세먼지량

단위:  KT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15619.12 41.65 50.25 15711.02
일본 2.85 146.04 2.33 151.22
한국 2.91 1.65 86.92 91.47
합계 15624.88 189.34 139.50 15953.71

3) 교역량의 생산기반 비율

단위: %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99.00 0.58 0.42 100.00
일본 1.60 97.31 1.10 100.00
한국 5.74 1.50 92.76% 100.00
합계 72.95 19.83 7.22 100.00

4) 체화된 미세먼지량의의 생산기반 비율

단위: %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99.42 0.27 0.32 100.00
일본 1.88 96.57 1.54 100.00
한국 3.18 1.80 95.02 100.00
합계 97.94 1.19 0.87 100.00

5) 교역량의 소비기반 비율

단위: %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99.00 2.15 4.23 72.95
일본 0.43 97.31 3.01 19.83
한국 0.57 0.55 92.76 7.22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6) 체화된 미세먼지량의의 소비기반 비율

단위: %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99.96 22.00 36.02 98.48
일본 0.02 77.13 1.67 0.95
한국 0.02 0.87 62.31 0.57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표 14]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기준의 교역량 및 체화된 미세먼지량 (단위: 10억 달러,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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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국, 및 일본 간의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3개국 간 교

역량에 영향을 받지만, 3개국 주력 산업의 오염집약도(배출계수)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배출계수가 큰 산업들은 중국에 입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비교적 오염집약도가 작은 산업들은 한국과 일본에 입

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재화에 체화된 미세먼지량

이 많아진다. [표 15]는 소비기반 기준으로 ‘체화된 미세먼지량 / 교

역량’을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 교역량에 체화된 

미세먼지는 ‘(수출)중국→(수입)일본’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수

출)중국→(수입)한국’의 경우가 그 다음이다. 한국이나 일본이 수출

하는 경우는 체화된 미세먼지의 상대량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중국, 및 일본 간의 ‘오염 피난처 가설’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집

약적인 산업은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친환경 산업

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 일본 한국
중국 1.01 10.52 8.88
일본 0.13 0.79 0.53
한국 0.08 1.60 0.66

[표 15] 소비기반 교역량에 체화된 미세먼지 상대량

 3개국 간 재화 및 체화된 미세먼지의 교역 자료를 통해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교역량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발생하

는 미세먼지는 상당부분 한국과 일본의 소비를 위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이 중국에 많이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한국과 일본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근거는 한

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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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실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적으

로 환경규제와 경제성장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 쿠

르네츠 곡선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관계는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고, 

국가 간 교역을 통해 상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 국가

의 경제성장에 따라 각 국가의 교역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어떻게 변

하는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의 자

본스톡이 1% 증가할 때 자국 및 타국의 경제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제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총생산, 총산출, 대

등변화, 정부수입, 에너지 소비량 등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대

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조기사망자수, 산업별 미세먼지 배출량의 변

화를 통해 파악하였다. 각 지표들은 자본스톡이 1% 증가할 때의 경제

지표 및 대기오염 지표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지표 및 대기

오염의 자본스톡 탄력성을 의미한다.(표 16) 그리고, 각 국가 경제성

장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간으로 비교하고 위해 대기질 지표

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도출하였다. 이는 단위 경제성장량 당 

증감하는 에너지 소비량, 조기사망자수,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자본스톡이 1% 증가할 때 자국 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국가

는 한국이며, 3국 통합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경제규모

가 가장 큰 중국이다.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각 국가는 모두 

경제성장을 통해 교역량은 물론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하게 된다. 즉, 

중국은 자본스톡이 1% 증가함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0.438% 증가하

며,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은 0.325% 증가한다. 일본의 경우 자

본스톡 1% 증가에 따라 국내총생산은 0.649%, 미세먼지 배출량은 

0.379% 증가하며, 한국은 국내총생산 0.845%, 미세먼지 배출량 

0.443% 증가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의 증가보다 미세먼지의 증가량

이 더 크며, 일본과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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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 추세라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세먼지 발생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비

록 개별국가 입장에서는 경제성장과 미세먼지 발생량이 양(+)의 관계

를 갖지만, 개별국가가 아닌 3개 국가를 통합적으로 본다면 경제성장

과 미세먼지 발생량과의 관계가 음(-)이 될 수 있다. 즉, 경제가 성장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량과 이로 인한 조기사망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 일본의 성장은 일본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0.379% 증

가시키지만, 한국, 중국, 및 일본의 3개국 통합적으로 본다면 

-0.022% 감소시킨다. 한국도 3개국 통합적으로 본다면 미세먼지를 

-0.009% 감소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각 국의 교역의 따른 규모효과

와 구성효과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일본 또는 한국의 성장은 타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생산활동의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상대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

한, 교역으로 인해 국가 간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 

 각 국가에서 동일한 비율의 국내총생산이 증가할 때, 총에너지의 소

비량의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다. 즉, 한국의 경제가 1% 성

장 할때 에너지 소비량은 2.636% 증가하며, 이는 중국 1.322%, 일본 

0,945%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은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미

세먼지 배출량 및 조기사망자 증가율은 중국이 0.732%로 가장 높다. 

이는 중국의 단위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이 한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과 한국

의 환경기술을 중국에 이전한다면,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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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국가 중국 일본 한국

기 준 자국 
기준

3국 
통합

자국 
기준

3국 
통합

자국 
기준

3국 
통합

국내총생산 (A) 0.438 0.283 0.649 0.182 0.845 0.071

총산출 0.484 0.353 0.666 0.130 0.771 0.058

대등변화* 51.774 - 29.369 - 8.457 -

정부수입 0.472 0.251 0.657 0.268 0.619 0.061

총에너지 소비량 (B) 0.579 0.423 0.613 0.054 2.227 0.177

조기사망자 (C) 0.325 0.319 0.348 -0.023 0.214 -0.009

미세먼지

배출량

소 계
(D) 0.325 0.319 0.379 -0.022 0.443 -0.009

1차산업 0.497 0.486 0.410 0.000 0.515 0.001

석탄 및 
석유 0.602 0.594 0.737 -0.044 4.421 0.008

전기 및 
가스 0.663 0.645 0.694 -0.089 0.948 -0.031

제조업 0.231 0.225 0.422 -0.015 0.163 -0.013

서비스업 0.303 0.298 0.232 -0.020 0.245 -0.005

B / A 1.322 1.495 0.945 0.297 2.636 2.493

C / A 0.742 1.127 0.536 -0.126 0.253 -0.127

D / A 0.742 1.127 0.584 -0.121 0.524 -0.127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16]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경제 및 대기오염에 대한 자본스톡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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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은 각각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자본스톡 1% 증가에 따라 국

가 간 교역량, 체화된 미세먼지량, 및 교역량 변화율 대비 체화된 미세

먼지량을 나타내고 있는 행렬로, 각 성분은 해당열의 국가에서 해당행

의 국가로 이동하는 교역량 체화된 미세먼지량 변화율을 나타낸다. 자

본스톡이 1% 증가할 때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자

본스톡 탄력성을 의미한다. 교역량 행렬에서 행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행 국가의 총생산량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열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열 

국가의 총소비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미세먼지 변화율 행렬에서 행

을 기준으로는 생산기반 배출량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열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기반 배출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행열의 총합은 3

개국의 총미세먼지량과 총생산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미세먼지 변

화율÷교역량 변화율’을 나타내는 행렬은 국가 간 교역량 또는 생산

량이 1% 증가할 때 증가하는 미세먼지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분모인 

교역량 변화율이 양수일 때는 분자인 미세먼지 변화율이 작을수록, 교

역량 변화율이 음수일 때는 미세먼지 변화율이 클수록 환경적으로 긍

정적일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대체로 자국의 생산량 및 소비량, 그리고 생산

기반 미세먼지 배출량과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

다. 반면 타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타국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생산량은 감소시키지만, 국가 간에 따라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 및 

소비량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표 17]의 1)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시 일본과 한국은 모두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더 큰 비율로 미세먼지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일본

과 한국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오염집약도가 더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본과 한국의 총소비량은 감소하지만, 

소비기반 미세먼지의 총배출량은 증가한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으로 인한 소비기반 미세먼지의 증가량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의 단위 교역량 당 미세먼지량, 즉 오염집약도를 살펴보면 국가 

간 교역으로 인해 오염집약적인 재화는 중국으로, 덜 오염집약적인 재



86

화는 일본과 한국으로 국가의 생산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일본과 한국은 교역량 변화율보다 미세먼지의 변화율이 각각 

6.106배, 1.750배 크다.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는 더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단위 교역량 당 체화된 미세먼지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은 교역량 변화율보다 미세먼지의 변화

율이 1.174배 크다. 중국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는 

이러한 증가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오염집약도

가 더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3국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

국의 자본스톡 1% 증가시 3국의 총생산량 및 소비량이 0.443% 증가

하는 반면, 미세먼지 발생량은 0.725%가 증가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율이 더 높다. 즉,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성장은 통합적인 관점에

서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더 가속화시켜 3국의 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성장에서 일본 및 한국의 

소비기반 교역량 변화율 대비 체화된 미세먼지량이 상당히 탄력적이

다. 즉, 중국 성장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일본 및 한국의 소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중국과는 달리 3국의 총생산량 또는 총소비량이 

0.158%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0.035 % 감소하고 있다. 

즉, 통합적인 관점에서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성장은 비록 중국의 소비량과 생

산량이 감소하지만, 이러한 감소율보다 소비기반 및 생산기반 미세먼

지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3국 통합 및 일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선 통합적 관점에서 총생산량이 0.016% 증가함에도 미세먼지 발생

량은 -0.010% 감소한다. 일본은 생산량이 0.001% 증가함에도 생산

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이 0.020%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은 비록 생산

량이 -0.001% 감소하지만, 생산기반 미세먼지는 -0.013%가 감소하

여 미세먼지의 감소율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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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교역량
변화율

(A)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0.628 0.962 0.748 0.631

일본 -0.624 -0.031 -0.319 -0.043

한국 -0.336 -0.074 -0.108 -0.120

평균 0.617 -0.009 -0.078 0.443

미세먼지
변화율

(B)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0.738 1.316 1.111 0.740

일본 -1.341 -0.237 -0.657 -0.264

한국 -0.706 -0.083 -0.196 -0.210

평균 0.737 0.108 0.269 0.725

미세먼지 
변화율 

÷
교역량
변화율
(B/A)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1.174 1.367 1.485 1.174

일본 2.151 7.734 2.056 6.106

한국 2.100 1.111 1.823 1.750

평균 1.194 -11.430 -3.463 1.637

[표 17] 국가 간 교역량 및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자본스톡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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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교역량
변화율

(A)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0.008 -0.441 -0.105 -0.011

일본 0.993 0.834 0.677 0.835

한국 0.026 -0.070 -0.008 -0.007

평균 -0.003 0.802 0.008 0.158

미세먼지
변화율

(B)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0.040 -0.293 -0.084 -0.041

일본 0.914 0.575 0.590 0.582

한국 0.077 -0.117 -0.009 -0.008

평균 -0.040 0.379 -0.026 -0.035

미세먼지 
변화율 

÷
교역량
변화율
(B/A)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4.985 0.666 0.795 (3.725

일본 0.920 0.689 0.871 0.696

한국 2.989 1.671 1.093 (1.138

평균 11.569 0.472 -3.07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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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교역량
변화율

(A)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0.005 0.072 -1.567 -0.001

일본 0.016 0.029 -2.511 0.001

한국 0.408 0.405 0.221 0.234

평균 0.007 0.032 0.066 0.016

미세먼지
변화율

(B)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0.010 0.019 -1.034 -0.013

일본 -0.005 0.014 -2.196 -0.020

한국 1.538 1.694 0.462 0.518

평균 -0.010 0.030 -0.117 -0.010

미세먼지 
변화율 

÷
교역량
변화율
(B/A)

중국 일본 한국 평균

중국 -2.175 0.265 0.660 9.485

일본 -0.291 0.491 0.875 -16.094

한국 3.774 4.180 2.092 2.214

평균 -1.408 0.946 -1.78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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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eland and Taylor(1995)에 따르면 경제성장 또는 국가 간 교역

이 오염물질의 양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효과(technique effect), 규모

효과(scale effect), 및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효과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에 대

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기술 향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감소하

는 효과이다. 규모효과는 생산량(또는 교역량)의 변화로 인해 오염물

질의 발생량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기술수준 등의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경제성장 또는 교역량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량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마지막으로 구성효과는 경

제성장 또는 교역을 통해 생산 또는 소비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성

이 변화하는 것이다. 개방경제에서는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품

을 결정하게 되므로, 국가 간 자유무역은 산업의 구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동일한 재화 및 서비스라 할지라도 생산하는 국가에 따라 배출

하는 오염물질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의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오

염물질의 배출량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효과와 규

모효과는 경제성장에 대해 양(+)의 부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구성

효과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특정국가가 환경친

화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지닌다면, 반대 급부로 오염집약적인 산업

에 비교우위를 지닌 상대국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효과는 

산업구성의 변화와 에너지 구성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국가 내

의 산업구성이 변화하거나, 산업내에서 에너지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변화하게 된다. 

 각 국가의 자본스톡이 1% 증가시 각국의 미세먼지 변화를 규모효과

와 구성효과로 구분하였다.(표 18) 본 모의실험에서는 충격 전과 후의 

기술수준을 동일하게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변화는 감안하지 않았

다. 중국의 자본스톡 1% 증가시 미세먼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규모효과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의 생산 및 소비

를 촉진시키게 되며, 이는 중국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량을 상

당히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의 구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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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수로 산업구조가 더 오염집약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성장의 반대급부로 생산이 감소

되어 생산기반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여 소비기반 배출량은 증가한다. 

 일본의 자본스톡이 1% 증가시 3국 미세먼지의 총량이 감소한다. 이

러한 효과는 중국의 구성효과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가 가장 크게 작용

했다. 즉, 일본의 경제성장은 중국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

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하지만, 이러한 감소보다도 일본의 경제성

장으로 인해 중국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로 인한 미세먼

지 감소량이 더 크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규모효과보다 

구성효과가 월등히 크며,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가장 크다. 특

히, ‘중국→중국’과 ‘일본→중국’의 경우는 규모효과로 인한 미세

먼지 증가량보다도 구성효과로 인한 감소량이 더 크기 때문에 총변화

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역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1) 중국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50.6230 0.2414 0.2457 51.1101
일본 -0.0166 -0.1513 -0.0067 -0.1747
한국 -0.0090 -0.0006 -0.0746 -0.0842
합계 50.5974 0.0895 0.1644 50.8513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43.0880 0.1763 0.1652 43.4295
일본 -0.0078 -0.0196 -0.0033 -0.0306
한국 -0.0043 -0.0005 -0.0409 -0.0457
합계 43.0760 0.1562 0.1210 43.3532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7.5350 0.0651 0.0805 7.6806
일본 -0.0089 -0.1317 -0.0034 -0.1441
한국 -0.0047 -0.0001 -0.0337 -0.0384
합계 7.5214 -0.0667 0.0434 7.4982

[표 18] 자본스톡 1% 증가의 체화된 미세먼지의 이동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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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4.0440 -0.0792 -0.0273 -4.1504
일본 0.0170 0.5471 0.0090 0.5730
한국 0.0015 -0.0013 -0.0051 -0.0049
합계 -4.0256 0.4666 -0.0234 -3.5823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8114 -0.1188 -0.0343 -0.9645
일본 0.0185 0.7952 0.0103 0.8240
한국 0.0005 -0.0007 -0.0046 -0.0049
합계 -0.7924 0.6757 -0.0286 -0.1454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3.2326 0.0396 0.0070 -3.1859
일본 -0.0015 -0.2482 -0.0013 -0.2510
한국 0.0010 -0.0005 -0.0004 0.0000
합계 -3.2331 -0.2091 0.0053 -3.4369

3) 한국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1.3460 0.0067 -0.4354 -1.7747
일본 -0.0001 0.0174 -0.0425 -0.0253
한국 0.0383 0.0239 0.3403 0.4025
합계 -1.3078 0.0480 -0.1377 -1.3975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6189 0.0254 -0.6568 -0.0124
일본 0.0004 0.0354 -0.0485 -0.0127
한국 0.0100 0.0057 0.1624 0.1781
합계 0.6294 0.0665 -0.5429 0.1530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1.9649 -0.0187 0.2213 -1.7623
일본 -0.0005 -0.0180 0.0059 -0.0126
한국 0.0282 0.0182 0.1779 0.2244
합계 -1.9372 -0.0185 0.4052 -1.5505

[표 18 계속] 자본스톡 1% 증가의 체화된 미세먼지의 이동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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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국 간 교역과 교역에 체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이동량을 살펴보았

다. 또한 각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정하여 특정국가의 경제성장이 자국 

및 타국가 미치는 영향을 생산기반과 소비기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소비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37.3%가 중국에

서 배출되고 있으며, 일본의 소비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가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산기반 배출량 통계를 통

해서는 알 수 없는 정보이다. 지금까지 산업부문의 감축 기준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 감축정책의 대상, 감축목표 등 모두 생산에

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Liang et al., 2017; 오인

하, 2011). 그러나 특정국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수입국가의 이

익 때문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국가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있

다. 즉,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책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국가에도 있다. 소비 기반 배출회계에 대한 논거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국가도 배출량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며, 저개발국 관점

에서는 선진국의 감축률 상향 및 소비기반 배출회계 작성을 통한 오염

물질에 대한 책임 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Munksgaard et 

al., 2005).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규모의 환경오염 산업들이 엄격한 환경보

호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으로부터 환경보호 기준이 낮은 저개

발국으로 이전되어 가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오염 집약적인 생산을 엄격하게 규제한 경

우에 상당한 규모의 오염 집약적인 산업이 저개발국으로 이전하였고, 

따라서 발도상국은 일종의 ‘오염 피난처’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발도상국에서의 오염 집약도는 매우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상인, 1999).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

국의 오염집약도가 두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 중국, 및 

일본 간의 오염피난처 가설이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률 보다 더 큰 폭의 미세먼지 배출 상승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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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을 규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국가의 경제성장은 해당 국가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

을 증가시키지만, 3국을 통합적으로 본다면 경제성장을 추진하더라도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이는 국가 간 교역으로 인한 규모

효과와 기술효과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개별국가들이 모두 협력해야 한

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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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세 정책 분석

(1) 이 론

 환경세는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따라서 에

너지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환경세는 이들 에

너지 자원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그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관련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 및 서비스

의 소비를 줄이도록 장려한다. 둘째, 생산업자로 하여금 대체적인 생산

수단 및 환경에 덜 해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즉, 환경세는 

환경오염저감이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안겨주고 환경오염 방지기술의 개발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환경세는 환경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이나 소비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덜 훼손시키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공정 및 생산 과

정 혹은 소비를 통해 야기되는 유해한 물질의 배출량을 감소하고 더 

나아가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에너지 소비는 필연적으로 대기오염의 사회적 외부비용(Social 

External Cost)을 초래하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오염원인자에게 전

가되지는 않는다.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오염물질의 

과다 배출로 인해 사회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외부비용은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Thomas and Callan, 2010).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에

너지 소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과하여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internalization)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Piguo(1952)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외부비용을 내재화 시키는 방법으로 오염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환경세’가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EEA, 

2005). 

 에너지 소비가 초래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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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설명은 [그림 11]과 같다. 수평축은 에너지소비량, 수직축은 

비용 및 편익을 나타낸다. MBP는 에너지소비로 인해 얻게 되는 사적 

한계편익곡선이며, 에너지소비 Q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MLP는 에너

지소비를 위해 지불하는 사적 한계손실곡선이며, 에너지소비 Q가 증가

할수록 증가한다. MCS는 에너지소비가 초래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며, 에너지소비 Q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MLS는 에너

지소비를 위해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사회적 한계손실곡선이며, MLP

와 MCS의 합과 일치한다. 즉, MLS(Q) = MLP(Q) + MCS(Q) 이다. 

따라서, 사적 최적소비량은 MBP와 MLP가 교차하는 점에서의 소비량, 

즉 QP
*가 된다. 반면, 사회적 최적소비량은 MBP와 MLS가 교차하는 

점에서의 소비량, 즉 QS
*가 된다. 이처럼 외부불경제, 즉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존재하면 에너지의 사회적 최적소비량은 사적 최적소비

량보다 작게 되며, 시장기능만을 통해서는 소비량이 사회적 최적수준

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후

생은 사회적 최적소비(QS
*)의 경우 보다 사적 최적소비(QP

*)의 경우가 

빗금친 △ESAEP 만큼 작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정부로 하여금 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사적인 시장을 통해서는 이

와 같은 시장실패 요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없으

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원인자에게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

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방법으로는 대표

적인 방법이 에너지소비가 초래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MCS)을 

부과금 또는 조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즉, 사적 균형에서의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MCS(QP
*)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적 

한계 손실곡선과 사회적 한계 손실곡선이 일치하면(MLP = MLS), 사

적 최적 소비량은 이 두곡선이 교차하는 QS*로 결정된다. 결국, 정부

가 에너지소비가 초래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조세로 부과하

면, 에너지소비량은 사적 최적소비량 보다는 작은 수준인 QS
*로 감소

하는 대신 에너지가격은 PP
*에서 PS

*로 상승한다. 또한 사회적 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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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균형상태에서 보다 빗금친 △ESAEP 만큼 증가하여 극대화된다.

[그림 11] 에너지 소비의 사적균형과 사회적 균형

 환경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외부효과를 지닌 오염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오염수준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으로 억제하여 총 후생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규제는 다른 한편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규제는 시장의 움직임에 간섭하게 되어 이윤극대

화를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규제로 인

해 생산 비용이 증가된다면, 이는 수요감소, 경쟁력 약화를 통한 국제

수지 악화, 국민생산과 경제성장 위축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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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규제와 이로 인한 비용증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 및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오염조절을 위한 설비에 

대한 투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른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자 

1인당 자본규모를 감소시킨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생산의 감

소를 유발한다. 둘째, 오염규제 조치는 대부분이 기술적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어 오염조절을 위한 기업의 자본투자수준은 경제적으로 효율적

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오염조절 설비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뿐 아니라 서류작업 등에 투입되는 

노동도 판매 가능한 상품의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용, 생산, 고용, 생산성, 물가 및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자국의 산업은 추가

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환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정적 견해의 주장

이다. 즉, 환경세의 징수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여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무역수지를 악

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세를 포함한 환경정책의 

이행은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환경세의 도입이 무역과 국가의 대외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세하고 일시적이라는 반대견해도 있다. 환경규제와 이에 따

른 비용 증가가 오염 집약적인 제품의 국제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염 집약적인 기업의 해외이전 가설과 개도국의 오염 피난

처 가설이 부정된다는 것이 반대견해의 근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

적기업의 소재지 이전의 결정과 유치국가의 환경보호 기준과의 상당한 

연관성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 그 자체로 

인하여 기업들이 해외에 재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경제학적인 반대의 

연구결과가 있다(The Economist, 1993).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이유는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이라기보다는 노동 임금, 경제기반 

및 기초구조, 시장진입의 가능성, 정치적인 안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학적인 연구결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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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단순히 환경보호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오

염 집약적인 행위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에는 환경보호 기준을 낮추게 됨으로써 오염 집약적인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Westin, 1997).

 환경규제는 기업의 생산성 및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곧 경제성장의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 환경규제는 일반적으로 

단기에 총산출이나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환경규제는 다른 산업규제와 동일하게 단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지만, 환경산업의 발전, 에너지 투입의 감소, 환경친화적 기술개

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환경규제가 비용을 상승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와는 반대로,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다는 주장도 있다(Porter, 1991). 규제

부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제조과정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검토

과정에서 오염저감, 비용감소 또는 산출량 증대를 위한 혁신적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면 

규제의 총 사회적 비용은 준수비용 측정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실

제로 규제의 혁신촉진효과가 충분히 클 것 같으면 규제는 환경질의 개

선을 비용 없이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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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실험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발생원으로, 지속적인 화력발전

의 증가 요인은 국내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구조에도 원인이 있다

(홍성훈 외, 2014). 한국에서는 단위당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

는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LNG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낮다. 이에 한

국 정부는 2014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

였으나, 여전히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홍성훈 외,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비용을 고려한 

에너지세제 개편, 즉 환경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적 영향과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유기탄소(VOC) 등의 대

기오염 물질에 대한 환경부과금을 징수중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

한 환경부과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부과금은 가격 상승요인으

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환경세 정책을 시행

할 시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관련 환경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EU 에너지

세제지침(EU Energy Taxation Directive)｣에서 EU 회원국들에 권

고하는 전기에 대한 최저 세율은 0.68달러/MWh이고, 석탄에 대한 최

저 세율은 2.59달러/GJ이다. 영국에서 2013년 기준 전기 소비에 대한 

세율은 6.59달러/MWh,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0.56달러/GJ이

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세율을 계속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

에서는 2014년 4월 기준 발전용 석탄에 10.26달러/톤, 전기에 세율 

0.0033달러/KWh를 과세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석탄세를 발전용 

석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11.47달러/톤이다. 프랑스에

서는 전기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산업용 

전기 소비에 대한 세율은 17.96달러/MWh이고, 가정용 소비에 대한 

세율은 26.94달러/MWh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석탄 및 전기에 부과되

는 세금을 가격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19]와 같으며, 석탄 및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의 2014년 기준 평균 환경세는 석탄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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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3.82%이다. 

국 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오스트리아 (Austria) 32.2 28.6 25.9 29.7 32.2
핀란드 (Finland) 39.7 56.5 58.6 65 65.2
일본 (Japan) 11.4 10.5 11 12.2 15.7
포르투갈 (Portugal) 3.8 2.5 2.4 2.6 3.1
터키 (Turkey) 15.3 15.3 15.3 15.3 15.3
영국 (United Kingdom) 6.7 6.7 6.7 6.7 6.7
최소 (Min.) 3.80 2.50 2.40 2.60 3.10
평균 (Mean) 18.18 20.02 19.98 21.92 23.03
최대 (Max.) 39.70 56.50 58.60 65.00 65.20

[표 19] 석탄 및 전기의 종가세

1) 석탄의 종가세 현황 (단위: %)

국 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오스트리아 (Austria) - - 18.1 20.9 24.1
벨기에 (Belgium) 11.1 11.7 12.3 16.4 17.2
캐나다 (Canada) 8.4 10.4 10.9 5.8 ..
체코 (Czech Republic) 1 1 1 1 1.1
덴마크 (Denmark) 8.9 10.4 12.6 11.9 0.7
에스토니아 (Estonia) 16.8 13.2 16 13.9 13.6
핀란드 (Finland) 3.7 8.6 8.7 8.8 8.9
프랑스 (France) 10.7 13.9 15.3 18.1 20.7
독일 (Germany) 22.5 29.4 32.8 39.2 46.9
그리스 (Greece) 13.6 13.7 16.9 18.5 18.8
헝가리 (Hungary) 2.2 4.2 5.9 6.3 8.3
이탈리아 (Italy) 22.8 26.7 31.6 36.2 39.8
일본 (Japan) 7.4 7.3 7.1 6.9 8.7
룩셈부르크(Luxembourg) 7.7 5.1 4.9 5.4 9
네덜란드 (Netherlands) 12.4 12.7 13 13 19.2
노르웨이 (Norway) 20 20 20 20 20
폴란드 (Poland) 5.5 5.6 5.4 5.8 6.3
포르투갈 (Portugal) - - - 0.9 0.9
슬로베니아 (Slovenia) 9.4 9.3 8.2 13 12.8
스페인 (Spain) 4.9 4.9 - - -
스웨덴 (Sweden) 0.7 0.7 0.8 0.8 0.9
스위스 (Switzerland) 3.8 3.8 3.7 3.7 5.1
터키 (Turkey) 18.5 18.5 18.5 18.5 18.5
영국 (United Kingdom) 3.4 3.3 3.1 2.8 2.6
최소 (Min.) 0.70 0.70 0.80 0.80 0.70
평균 (Mean) 9.79 10.65 12.13 12.51 13.82
최대 (Max.) 22.80 29.40 32.80 39.20 46.90

2) 전기의 종가세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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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각국에 석탄 또는 전기에 환경세

가 부과되어 가격이 5% 인상될 경우를 가정하여, 국가별 미세먼지 저

감효과 및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자국에서의 미

세먼지 배출량과 조기사망자 수를 산정하였다. 경제적 지표로는 국내

총생산, 총산출, 후생변화, 및 정부수입 등을 나타내었고, 후생변화는 

대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를 지표로 산정하였다. 대등변화

는 가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한 후생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교역량 또는 체화된 미세

먼지의 이동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분석하여 환경세 정책으로 인해 

생산기반 또는 소비기반의 교역량 또는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중국, 일본, 및 한국에서 석탄에 환경세가 부과되어 가격이 5% 인상

되는 경우, 자국 및 3개국의 경제 및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각 국가에서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 뿐만 아

니라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환경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가정하

여 총 7가지의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각 수치는 경제지표 또는 대

기지 지표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먼저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5% 

상승할 경우 국내총생산은 -2.285%, 총산출은 -2.318%, 대등변화

는 -209십억 달러가 감소하며, 석탄에 대한 세금징수로 인해 정부수

입은 1.807% 증가한다. 반면 석탄세 부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2.030% 감소하며, 이로 인해 조기사망자수도 -2.028% 감소하게 

된다. 중국, 일본, 및 한국 각 국가에서 동일한 비율로 석탄세를 인상

할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으로 이는 중국은 제조업을 근

간으로 하고 있으면서 제조업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석탄

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의 석탄세 부과는 자국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타국의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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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는 타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이고, 두번째는 

타국으로 월경하는 미세먼지의 감소이다. 중국의 석탄세 정책이 타국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조시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월경하는 미세먼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국은 중국으로부터 월경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여 한국의 

석탄세를 징수하는 경우보다 중국의 석탄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조기사

망자 감소율이 더 크다. 즉, 중국의 석탄에 대한 환경세 정책은 한국의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대기질에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누리게 된다.

 개별 국가가 아닌 2개 국가 이상이 동시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개별국가의 결과를 선형으로 합친 것과 

유사하다. 이는 특정국가 입장에서는 자국만 석탄세를 시행하는 것보

다는 타국가도 동시에 석탄세를 시행할 때 자국의 손해가 일정부분 상

쇄됨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만 석탄세를 시행할 때와 중국

과 동시에 시행할 때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경제적 부의 효과는 중국과 동시에 시행할 때 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자국에서만 석탄세를 시행할 때보

다 중국이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조기사망자 수 감소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입자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동시 시행이 자국

의 독자적인 시행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즉, 한국과 일

본은 중국과 협의하에 전체 국가에서 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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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세
부과 국가

중국 일본 한국

변화 국가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국내총생산 -2.285 0.021 0.002 0.001 -0.125 0.004 0.001 0.002 -0.138

총산출 -2.318 0.036 0.123 0.002 -0.134 0.013 0.005 0.003 -0.284

대등변화* -209.5 3.668 1.864 0.318 -5.121 0.097 0.573 0.201 -4.490

정부수입 1.807 0.081 0.107 0.003 0.195 0.006 0.005 0.004 0.573

조기사망자 -2.028 0.005 -0.932 0.002 -0.907 -0.002 0.000 -0.093 -0.655

미세먼지 
배출량 -2.030 0.026 0.152 0.002 -0.986 0.008 0.001 -0.008 -1.321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20] 석탄세 5% 인상의 경제 및 대기오염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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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세
부과 국가

중국 및 일본 일본 및 한국 중국 및 한국 중국, 일본, 및 한국

변화 국가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국내총생산 -2.284 -0.104 0.005 0.001 -0.123 -0.134 -2.284 0.024 -0.135 -2.284 -0.102 -0.131

총산출 -2.316 -0.098 0.136 0.007 -0.131 -0.271 -2.314 0.040 -0.159 -2.312 -0.094 -0.146

대등변화* -209.2 -1.448 1.961 0.891 -4.915 -4.400 -208.9 3.873 -2.618 -208.6 -1.242 -2.521

정부수입 1.810 0.277 0.114 0.008 0.200 0.579 1.813 0.086 0.684 1.815 0.281 0.690

조기사망자 -2.026 -0.903 -0.934 0.002 -1.001 -0.657 -2.029 -0.088 -1.588 -2.026 -0.996 -1.590

미세먼지 
배출량 -2.027 -0.961 0.160 0.003 -0.995 -1.313 -2.029 0.018 -1.169 -2.027 -0.969 -1.162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20 계속] 석탄세 5% 인상의 경제 및 대기오염 효과 (단위: %)



106

 [표 21]은 각국의 환경세 정책으로 인하여 석탄의 가격이 1% 인상

되었을 때의 국가 간 교역량과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량의 변화율을 나

타내는 행렬이다. 즉, 국가 간 교역량과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량에 대

한 석탄세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역량 행렬은 앞장에서의 수출

국-수입국 관계와 마찬가지로 행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행 국가의 총

생산량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열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열 국가의 총소

비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미세먼지 변화율 행렬에서 행을 기준으로

는 생산기반 배출량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열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기

반 배출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행열의 총합은 3개국의 총미

세먼지량과 총생산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중국의 석탄세 인상은 자국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각각 -0.636%, 

-0.650% 감소시키며, 생산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0.414%, 소비

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0.420%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3개국을 통

합적으로 본다면 총 생산량은 -0.465% 감소시키며, 총 미세먼지 배

출량은 -0.407% 감소시키고 있다. 대체로 미세먼지의 감소율보다 교

역량의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의 석탄세 징수는 일본과 

한국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기반 및 소비기

반 미세먼지 배출량도 증가시킨다. 다만, 한국의 경우 중국의 소비 감

소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총 생산량은 감

소하고 있다. 

 일본의 석탄세 인상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 유사하지만, 타

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자국의 생산량 및 

소비량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

도 감소하지만, 중국의 생산량 및 소비량은 증가시키는 반면 한국의 

소비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달리 3

개국 통합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석탄세 징수는 오히려 미세먼지의 발

생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3국 통합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적절하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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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석탄세 인상은 자국의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시키며, 타국의 생산량과 소비량, 그

리고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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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교역량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646 0.381 0.379 -0.636
일본 -1.114 0.022 0.075 0.005
한국 -1.007 0.036 0.034 -0.026
합계 -0.650 0.030 0.050 -0.465

2) 중국의 체화된 미세먼지

%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419 0.499 0.521 -0.414
일본 -1.299 0.027 0.043 0.003
한국 -1.066 0.122 0.067 0.032
합계 -0.420 0.132 0.230 -0.407

[표 21] 교역량 및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석탄세 탄력성

3) 일본의 교역량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651 -0.495 -0.379 0.640
일본 1.171 -0.060 -0.042 -0.040
한국 1.019 -0.132 -0.033 0.025
합계 0.655 -0.070 -0.048 0.460

4) 일본의 체화된 미세먼지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422 -0.609 -0.517 0.416
일본 1.209 -0.235 -0.129 -0.206
한국 1.078 -0.243 -0.066 -0.033
합계 0.422 -0.318 -0.230 0.408

5) 한국의 교역량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002 0.136 -0.545 0.000
일본 -0.037 0.046 -0.772 0.036
한국 0.065 0.164 -0.187 -0.168
합계 0.002 0.049 -0.220 -0.005

6) 한국의 체화된 미세먼지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001 0.120 -0.442 0.000
일본 0.105 0.216 -0.558 0.202
한국 0.069 0.243 -0.290 -0.269
합계 0.001 0.195 -0.34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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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는 각국의 석탄세가 1% 증가할 때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규모효과와 구성효과로 구분한 것이다. 규모효과는 교역량 증감에 따

른 미세먼지 증감효과로 교역량 증가와 같은 부호의 효과를 나타내며, 

구성효과는 산업 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

세먼지의 증감효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석탄세

가 1% 증가하면 생산량 및 소비량 감소로 인해 총 -100.5221kt의 

미세먼지가 감소하게 되며, 산업 및 에너지소비 구조의 변화로 

35.5321kt의 미세먼지가 증가하게 되어, 총 -64.9900kt의 미세먼지

가 감소한다. 즉, 비록 교역량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하

기는 했지만, 산업구조 또는 에너지 소비구조는 미세먼지 저감에 비효

율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 및 한국의 경우는 구성효

과가 음수로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가 이전보다는 효율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중국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65.4930 0.2080 0.2620 -65.0230

일본 -0.0370 0.0400 0.0010 0.0040

한국 -0.0310 0.0020 0.0580 0.0290

합계 -65.5610 0.2500 0.3210 -64.9900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100.8745 0.1588 0.1903 -100.5254

일본 -0.0318 0.0323 0.0017 0.0023

한국 -0.0293 0.0006 0.0297 0.0010

합계 -100.9355 0.1917 0.2217 -100.5221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35.3815 0.0492 0.0717 35.5024

일본 -0.0053 0.0077 -0.0007 0.0017

한국 -0.0017 0.0014 0.0283 0.0280

합계 35.3745 0.0583 0.0993 35.5321

[표 22] 석탄세 인상시 체화된 미세먼지의 규모효과 및 구성효과 (단위: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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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1250 -0.0470 0.0010 0.0790

일본 -0.0030 -0.3030 -0.0020 -0.3080

한국 0.0000 -0.0020 0.0010 -0.0010

합계 0.1220 -0.3520 0.0000 -0.2300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1365 -0.0480 -0.0008 0.0877

일본 0.0013 -0.0554 0.0008 -0.0534

한국 0.0001 -0.0016 0.0007 -0.0008

합계 0.1378 -0.1050 0.0007 0.0335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0115 0.0010 0.0018 -0.0087

일본 -0.0043 -0.2476 -0.0028 -0.2546

한국 -0.0001 -0.0004 0.0003 -0.0002

합계 -0.0158 -0.2470 -0.0007 -0.2635

3) 한국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2370 0.0030 -0.2210 0.0190

일본 0.0000 0.0120 -0.0150 -0.0030

한국 0.0020 0.0020 -0.2510 -0.2470

합계 0.2390 0.0170 -0.4870 -0.2310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3998 0.0084 -0.2746 0.1336

일본 0.0002 0.0123 -0.0173 -0.0047

한국 0.0020 0.0011 -0.1621 -0.1590

합계 0.4020 0.0219 -0.4540 -0.0301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1628 -0.0054 0.0536 -0.1146

일본 -0.0002 -0.0003 0.0022 0.0017

한국 0.0000 0.0009 -0.0889 -0.0880

합계 -0.1630 -0.0049 -0.0330 -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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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은 중국, 일본, 및 한국에서 전기에 환경세가 부과되어 전기

가격이 5% 인상되는 경우, 자국 및 3개국의 경제 및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중국에서 전기 가격이 5% 인상할 경우 국내

총생산은 -1.152%, 총산출은 -1.172%, 대등변화는 -106십억 달러

가 감소하며, 전기에 대한 세금징수로 인해 정부수입은 0.900% 증가

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석탄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동일한 양상

이나, 그 효과측면에 있어서는 약 절반가량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

히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0.028%로 석탄세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감

효과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는 

반대의 양상으로 전기세 징수과 환경세 징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탄세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의 전기세 부과는 자국의 경제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타국의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타국의 전기세 정책은 자국의 경제를 성장하게 하고 이로 인해 미세먼

지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타국의 전기세 정책은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대기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전기세 징수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

면서도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있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외부효

과를 누리게 된다.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과 동시에 전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석탄세를 

부과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입

장에서는 자국에서 전기세를 부과할 시 자국의 경제적 손해를 조금이

라도 감소시키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서도 동시에 전기세를 부과하기를 

선호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전기세 시행이 경제 및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전기세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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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부과 국가 중국 일본 한국

변화 국가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국내총생산 -1.152 0.011 -0.001 0.001 -0.345 0.010 0.002 0.007 -0.391

총산출 -1.172 0.018 0.060 0.006 -0.369 0.035 0.013 0.009 -0.821

대등변화* -106.0 1.834 0.932 0.870 -14.10 0.261 1.665 0.582 -12.8

정부수입 0.900 0.041 0.053 0.007 0.538 0.017 0.014 0.013 1.665

조기사망자 -0.028 0.017 0.024 0.007 0.454 0.017 0.002 -0.019 0.017

미세먼지 
배출량 -0.028 0.013 0.076 0.007 0.491 0.021 0.002 -0.023 0.033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23] 전기세 5% 인상의 경제 및 대기오염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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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부과 국가 중국 및 일본 일본 및 한국 중국 및 한국 중국, 일본, 및 한국

변화 국가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국내총생산 -1.151 -0.335 0.011 0.003 -0.338 -0.380 -1.151 0.018 -0.390 -1.149 -0.328 -0.379

총산출 -1.166 -0.351 0.096 0.019 -0.359 -0.786 -1.159 0.028 -0.759 -1.153 -0.341 -0.723

대등변화* -105.0 -12.26 1.193 2.546 -13.51 -12.55 -104.2 2.421 -11.89 -103.4 -11.67 -11.64

정부수입 0.907 0.579 0.070 0.022 0.551 1.685 0.914 0.054 1.728 0.922 0.592 1.748

조기사망자 -0.021 0.471 0.042 0.009 0.434 0.034 -0.026 -0.002 0.041 -0.019 0.451 0.057

미세먼지 
배출량 -0.021 0.505 0.097 0.008 0.467 0.053 -0.026 -0.010 0.107 -0.020 0.481 0.127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23 계속] 전기세 5% 증가에 따른 변화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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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전기세 1% 인상은 자국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각각 

-0.319%, -0.326% 감소시키며, 생산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0.001%,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0.004% 감소시키고 있다.(표 

24) 또한 3개국을 통합적으로 본다면 총 생산량은 -0.233% 감소시

키며, 총 미세먼지 배출량은 -0.001% 감소시키고 있다. 중국의 석탄

세 정책과 비교할 때 교역량 감소율에 비해 미세먼지의 감소율이 상당

히 작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기세 정책이 석탄세 정책보다 비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전기세 정책은 생산량은 감소시키면서 생산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증

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세 정책을 독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석탄세 1% 인상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량 및 소

비량은 감소시키지만, 중국으로의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량이 증가하여 

일본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입장

에서 전기세 정책은 비효과적인 정책이 된다. 한국의 전기세 1% 인상

은 석탄세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시키며, 타국의 생산량과 소비량, 그

리고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은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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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교역량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324 0.190 0.188 -0.319

일본 -0.557 0.011 0.037 0.002

한국 -0.506 0.016 0.017 -0.013

합계 -0.326 0.015 0.025 -0.233

2) 중국의 체화된 미세먼지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004 0.514 0.503 -0.001

일본 -0.667 0.014 0.000 0.001

한국 -0.516 0.061 0.033 0.016

합계 -0.004 0.125 0.202 -0.001

[표 24] 교역량 및 체화된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전기세 탄력성

3) 일본의 교역량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328 -0.504 -0.193 0.320

일본 0.685 -0.115 0.052 -0.100

한국 0.514 -0.264 -0.015 0.012

합계 0.330 -0.124 -0.020 0.215

4) 일본의 체화된 미세먼지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006 -0.807 -0.503 0.003

일본 1.060 0.075 0.343 0.097

한국 0.519 -0.304 -0.024 -0.012

합계 0.007 -0.123 -0.19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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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교역량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005 0.370 -1.469 0.001

일본 -0.106 0.126 -2.079 0.099

한국 0.176 0.438 -0.507 -0.453

합계 0.005 0.133 -0.595 -0.013

6) 한국의 체화된 미세먼지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002 0.323 -1.196 -0.001

일본 -0.350 -0.066 -2.094 -0.102

한국 1.101 1.341 -0.045 0.016

합계 0.002 0.032 -0.49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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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는 각국의 전기세가 1% 증가할 때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규모효과와 구성효과로 구분한 것이다. 중국의 전기세가 1% 증가하면 

생산량 및 소비량 감소로 인해 총 -50.4407kt의 미세먼지가 감소하

게 되지만, 산업 및 에너지소비 구조의 변화로 50.2607kt의 미세먼지

가 증가하게 되어, 총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0.1800kt 이다. 이는 전

기세의 증가로 인해 전기 사용이 감소하는 대신, 전기를 대체하는 석

탄 및 석유 등의 에너지가 배출계수가 더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

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

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중국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6640 0.2140 0.2530 -0.1970

일본 -0.0190 0.0210 0.0000 0.0020

한국 -0.0150 0.0010 0.0290 0.0150

합계 -0.6980 0.2360 0.2820 -0.1800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50.6161 0.0793 0.0945 -50.4423

일본 -0.0159 0.0162 0.0009 0.0012

한국 -0.0147 0.0003 0.0149 0.0005

합계 -50.6467 0.0957 0.1103 -50.4407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49.9521 0.1347 0.1585 50.2453

일본 -0.0031 0.0048 -0.0009 0.0008

한국 -0.0003 0.0007 0.0141 0.0145

합계 49.9487 0.1403 0.1717 50.2607

[표 25] 전기세 인상시 체화된 미세먼지의 규모효과 및 구성효과 (단위: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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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3380 -0.1240 -0.0010 0.2130

일본 0.0110 0.1300 0.0080 0.1490

한국 0.0000 -0.0040 0.0080 0.0040

합계 0.3490 0.0020 0.0150 0.3660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3721 -0.1309 -0.0028 0.2384

일본 0.0035 -0.1511 0.0021 -0.1455

한국 0.0002 -0.0041 0.0020 -0.0019

합계 0.3758 -0.2860 0.0013 0.0911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0341 0.0069 0.0018 -0.0254

일본 0.0075 0.2811 0.0059 0.2945

한국 -0.0002 0.0001 0.0060 0.0059

합계 -0.0268 0.2880 0.0137 0.2749

3) 한국

총효과 
(규모효과+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6410 0.0100 -0.6020 0.0490

일본 0.0010 0.0340 -0.0410 -0.0060

한국 0.0320 0.0180 -0.0310 0.0190

합계 0.6740 0.0620 -0.6740 0.0620

규모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1.0838 0.0227 -0.7412 0.3653

일본 0.0005 0.0334 -0.0465 -0.0125

한국 0.0053 0.0031 -0.4384 -0.4300

합계 1.0896 0.0591 -1.2260 -0.0772

구성효과
수입국

중국 일본 한국 합계

수출국

중국 -0.4428 -0.0127 0.1392 -0.3163

일본 0.0005 0.0006 0.0055 0.0065

한국 0.0267 0.0149 0.4074 0.4490

합계 -0.4156 0.0029 0.5520 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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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감설비 지원정책 분석

(1) 이 론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의 사회적 외부비용이 완전하게 내재화된다

면 시장실패 요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정부가 대기

오염 저감 설비 보급을 지원할 이론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의 부분적

인 내재화가 불가피하다. 첫째, 배출허용기준은 비용 및 기술수준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수준으로, 즉 최적수준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향이다. 그리고 사후체제 미비로 설정 된 기준의 

준수에 대한 완전 감시도 불가능하다. 둘째,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과소추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회적 비용은 대부분 화폐가치로 환

산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 추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자료부족, 추정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의 일부만을, 예를 들어 가시적인 인체피해 정도만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염피해는 장기적ᆞ누적적으로 나타나

는 바, 대부분의 경우 단기적ᆞ현상적 피해만을 고려하는 경향이다. 그

리고 과소추정된 사회적 비용도 물가, 경제적 충격, 소비자 저항 등을 

고려하여 그 중의 일부분만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실제보다 과소 추정ᆞ반영됨에 따라 에너지

는 사회적 최적수준 이상으로 소비되고,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누적되어 사회적 후생 극대화

에 실패하는 현상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저감설비 보급은 대기

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완전 내재화되었으면 발생되지 않을, 오염피해

와는 정반대되는 외부효과, 즉 오염저감의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다.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의 경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시장실패가 발생

하게 되고, 그 결과 저감설비는 사회적 최적수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급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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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감설비 보급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림을 통해 저감설비 보급 지원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림 

12]와 같다. 수평축은 저감설비 보급량, 수직축은 한계편익 또는 한계

비용을 나타낸다. MRS는 저감설비 보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감소분, 즉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MLS는 저감설비 보급에 대한 사회적 한계손실곡선이다. 저감설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적으로는 MLP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사회 전체적

으로는 MRS의 편익이 발생하므로, 보급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손실은 

각각의 Q에 대해 MLP와 MRS의 수직적 차이가 된다. 즉, MLS(Q) = 

MLP(Q) - MRS(Q) 따라서, 사적균형은 사적 한계편익곡선 MBP와 

사적 한계비용곡선 MLP가 교차하는 EP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사적 

최적 보급량은 QP
*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사회적 최적상황이 아

니다. QP
*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한계편익 MBS가 사회적 한계손실 

MLS 보다 크므로 이 두 곡선이 교차할 때까지는 보급량을 증대시킴으

로써 사회적 후생을 빗금친 △EPCES 만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경우 사회적 균형은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ES에서 발생하며, 

이 때 사회적 최적보급량은 QS
*이다. 그러나, 순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는 이러한 사회적 최적상태 도달에 실패한다. 사업자는 사적 한계편익

과 사적 한계비용에 근거하여 자신의 최적 보급량을 결정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생산자로 하여금 사회적 최적상태의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서는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키는 순사회적 한계편익을 생산자에게 보상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기오염저감의 사회적 편익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제 정부가 사업자에게 순사회적 편익 만큼을 

보상해주면 사적 한계편익곡선이 MBP인 상태에서 사적 한계손실곡선

은 이제 MLS가 되므로, 보상후의 사적 균형은 두 곡선의 교차점인 ES

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보상이 이루어지면 사적 균형은 사회적 균형

과 일치하게 되며, 사적 최적 보급량은 사회적 최적 보급량과 일치되

는 수준인 QS*가 된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에너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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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해서는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근거하여 환경세를 부과함으

로써 에너지소비행위의 억제 내지 효율화를 유도하고, 대기오염 저감

편익을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저감노력 또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발생

되는 저감편익에 근거하여 발생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저감노력 또는 관

련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에너지가격조정의 기본 틀이 된다.

[그림 12] 대기오염 저감설비 보급의 사적균형과 사회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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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실험

 앞서 미세먼지 현황 및 환경정책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

인 석탄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은 석

탄 소비 감소를 주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중

국 및 일본에서의 석탄관련 미세먼지 관련 협력은 각 국가의 기술력 

차이를 바탕으로 협력 및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중국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 환경기술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

는 측면에서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윤 외, 2015). 3국간 

미세먼지 관련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력 국가 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ᆞ협의에

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즉, 3국의 미세먼지 저감설비 지원이 각국의 대

기오염 및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나리오로 각국이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지원할 때 자국 및 상대국에 미치는 미세먼지의 저감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에 미세

먼지 저감설비를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 시나리

오는 ‘중국, 일본, 또는 한국’의 정부가 ‘중국, 일본, 또는 한국’

의 화력발전에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투자증여국(3

개국)과 투자수여국(3개국)의 관계로 총 9개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 즉, 투자지출→시설개선이라고 했을 때, ①중국→중국, ②일본→

중국, ③한국→중국, ④일본→일본, ⑤한국→일본, ⑥중국→일본, ⑦한

국→한국, ⑧일본→한국, ⑨중국→한국의 대안을 설정하여 미세먼지 저

감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별 분석결

과는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각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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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대기질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나리오의 따른 비용은 집진시설의 투자액이다. 집진시설의 투자비

용은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를 이

용하여 추산한다. 국내에서는 석탄 발전비용 산정시 균등화발전비용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지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LCOE는 

특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단위(kWh)당 평균 실질발전비용(원)으

로, 발전시설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총발전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계

산한다. LCOE는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발전량과 초기 건설자본, 운영 

및 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한 것이다. 발전

비용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수명기간 동안에 운영하여 전력을 생

산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발전원가는 단위전력량(1kWh)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표 26) 

구 분 금 액
시설 조성비용 (달러/KW) 3,636.0

고정 운영 비용 (달러/KW-년) 42.1
가변 운영 비용 (달러/KWh) 0.0046

[표 26] LCOE에 따른 석탄화력 집진기술 설비비용

 LCOE에 따른 비용산정시 투자비 대비 개선효과는 선형의 함수가 되

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크게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각 국의 정부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집진시설 설비비용을 3,636달러/KW, 발전

소의 가동률을 80%로 가정하였을 때,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선되

는 석탄화력발전량은 연간 192.7억 kw이다. 각국의 석탄화력 발전량 

중에서 개선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양의 비율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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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석탄화력 배출계수는 이 비율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

에 따르면, 각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시 중국은 0.495%, 일본은 

5.924%, 한국은 8.717%의 배출계수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된다.(표 

27)

구 분 중국 일본 한국
석탄화력 배출계수 (kt/백만 TOE) 0.7778 0.1073 0.0881 
석탄화력 발전량 (십억 kWh/년) 3890.14 325.36 221.10
투자받는 석탄발전소 비율 (%) 0.495 5.924 8.717
투자 후 석탄 발전 배출계수 (kt/백만 TOE) 0.7740 0.1010   0.0805   

[표 27] 1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배출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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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중국정부가 100억 달러를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설

비에 투자할 때,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0.256% 감소하며, 일본은 

거의 변화가 없고, 한국은 0.017% 증가한다.(표 28) 이러한 중국, 일

본, 및 한국의 농도감소는 조기사망자수를 각각 0.256%, 0.004%, 

0.119%씩 감소시킨다. 한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230 0.002 0.000 -0.146

총산출 -0.228 0.004 0.014 -0.165

대등변화* -20.992 0.396 0.201 -20.394

정부수입 -0.218 0.009 0.012 -0.107

총에너지 소비량 -0.125 0.000 0.043 -0.094

조기사망자 -0.256 -0.004 -0.119 -0.252

미세먼지 배출량 -0.256 0.003 0.017 -0.252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28] 중국 정부의 중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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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가 아닌 일본정부가 100억 달러를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설비(전력산업)에 투자할 경우, 일본의 미세먼지량은 감소

하지만 중국의 미세먼지량 감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표 29) 이

는 기술개선으로 인한 기술효과보다 일본 타산업의 투자비 감소로 인한 

생산감소의 규모효과 또는 구성효과가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즉, 중국

은 시설 투자로 인해 전력산업의 미세먼지 배출계수와 미세먼지량이 감

소하였으나, 일본과의 국가경쟁력 우위로 인한 생산 증가가 더 많은 미

세먼지를 배출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국가경쟁력 감

소가 3국의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3국간의 동반성장이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011 -0.214 0.007 -0.052

총산출 0.019 -0.229 0.023 -0.029

대등변화* 1.591 -8.730 0.172 -6.967

정부수입 0.014 -0.197 0.011 -0.070

총에너지 소비량 0.087 -0.112 0.053 0.056

조기사망자 -0.005 -0.245 0.003 -0.007

미세먼지 배출량 -0.005 -0.268 0.014 -0.007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29] 일본 정부의 중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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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국정부가 100억 달러를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설비(전력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이다.(표 30) 중국의 미세먼지 농

도는 0.007% 감소하며, 일본은 0.020%, 한국은 0.870% 감소한다. 이

러한 농도 변화는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조기사망자수를 각각 0.008%, 

0.075%, 0.435%씩 감소시킨다. 한국→중국의 투자는 중국의 총산출을 

증가시켜 그로 인한 에너지원 사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석탄 산업의 미세먼지 배출계수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중국으로 투자함에도 불구하

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대적인 저감효과는 일본이 중국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설투자로 인한 배출계수의 감소보다도 긴밀

한 경제관계로 인한 간접적인 생산량 증감이 미세먼지의 총 배출량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

어, 국가 간 경제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이유이다.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011 0.006 -0.340 -0.019

총산출 0.027 0.008 -0.710 -0.031

대등변화* 2.493 0.518 -11.112 -8.101

정부수입 0.022 0.011 -0.890 -0.066

총에너지 소비량 0.088 -0.005 3.110 0.329

조기사망자 -0.008 -0.075 -0.435 -0.013

미세먼지 배출량 -0.007 -0.020 -0.870 -0.013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30] 한국 정부의 중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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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가 100억 달러를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설

비에 투자할 때, 일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0.606% 감소하며, 한국은 

0.014%, 중국은 0.004% 증가한다.(표 31) 이러한 배출량 증감은 조기

사망자수를 일본은 0.557% 감소시키고, 한국과 중국의 조기사망자수는 

각각 0.005%, 0.005% 증가시킨다. 일본→일본의 투자는 자국의 미세

먼지를 감소시키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타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001 -0.203 0.007 -0.055

총산출 0.004 -0.214 0.023 -0.037

대등변화* 0.552 -8.168 0.172 -7.444

정부수입 0.005 -0.185 0.011 -0.070

총에너지 소비량 0.004 0.038 0.053 0.013

조기사망자 0.004 -0.557 0.005 -0.001

미세먼지 배출량 0.004 -0.606 0.014 -0.001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31] 일본 정부의 일본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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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일본정부가 아닌 한국정부가 100억 달러를 일본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설비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였다.(표 32) 이럴 경

우 일본의 미세먼지량 감소율보다 한국의 미세먼지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개선으로 인한 기

술효과보다 한국 타산업의 투자비 감소로 인한 생산감소의 규모효과 또

는 구성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시설 투자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량보다 한국의 산업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한국에게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002 0.017 -0.340 -0.022

총산출 0.011 0.023 -0.710 -0.039

대등변화* 1.453 1.081 -11.120 -8.586

정부수입 0.012 0.024 -0.890 -0.066

총에너지 소비량 0.005 0.145 3.109 0.286

조기사망자 0.001 -0.387 -0.434 -0.007

미세먼지 배출량 0.001 -0.359 -0.870 -0.007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32] 한국 정부의 일본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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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가 100억 달러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설

비에 투자할 때,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0.390% 감소하며, 일본은 

0.268% 감소하고 중국은 0.004% 증가한다.(표 33) 이 경우도 한국→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 즉, 한국의 미세먼지량 감소율

보다 일본의 미세먼지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 즉, 타국가들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술개선으로 인한 기술효과보다 일본 타산업의 투

자비 감소로 인한 생산감소의 규모효과 또는 구성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시설 투자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량보다 일본의 산업투자 감

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001 -0.214 0.084 -0.052

총산출 0.004 -0.229 0.112 -0.033

대등변화* 0.583 -8.730 1.007 -7.140

정부수입 0.005 -0.197 0.073 -0.069

총에너지 소비량 0.004 -0.112 0.814 0.056

조기사망자 0.004 -0.272 -0.193 0.000

미세먼지 배출량 0.004 -0.268 -0.390 0.000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33] 일본 정부의 한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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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가 100억 달러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설

비에 투자하는 경우이다.(표 34) 이럴 경우,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0.63% 감소하며, 일본은 0.10%, 중국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농

도 변화는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조기사망자수를 각각 0.00%, 0.10%, 

0.63%씩 감소시키며, 같은 비율로 생명가치 편익을 얻게 한다. 한국→

한국의 투자는 자국의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데는 가장 효과적이나 타

국의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002 0.006 -0.261 -0.019

총산출 0.012 0.009 -0.621 -0.035

대등변화* 1.485 0.518 -10.277 -8.273

정부수입 0.013 0.011 -0.826 -0.065

총에너지 소비량 0.006 -0.005 3.882 0.330

조기사망자 0.001 -0.102 -0.631 -0.006

미세먼지 배출량 0.001 -0.021 -1.272 -0.006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34] 한국 정부의 한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효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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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및 [표 36]은 중국이 일본 또는 한국의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를 투할 때의 효과를 나타낸다. 중국의 타국가로의 투자는 자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제의 영향을 미세먼지가 감

소하게 된다. 중국이 일본에 투자할 시에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증가하

며, 중국이 한국에 투자할 시에는 일본의 미세먼지가 증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투자의향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239 0.013 0.000 -0.150

총산출 -0.244 0.018 0.013 -0.174

대등변화* -22.031 0.954 0.201 -20.876

정부수입 -0.009 0.013 0.000 -0.107

총에너지 소비량 -0.208 0.150 0.043 -0.137

조기사망자 -0.247 -0.311 -0.117 -0.246

미세먼지 배출량 -0.247 -0.336 0.016 -0.246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35] 중국 정부에서 일본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시 변화 (단위: %)

국 가 중국 일본 한국 합계

국내총생산 -0.239 0.002 0.078 -0.146

총산출 -0.243 0.004 0.102 -0.170

대등변화* -21.999 0.391 1.037 -20.572

정부수입 -0.241 0.206 0.063 -0.106

총에너지 소비량 -0.208 0.000 0.805 -0.094

조기사망자 -0.247 -0.026 -0.315 -0.245

미세먼지 배출량 -0.247 0.002 -0.387 -0.245

* 대등변화는 변화량을 나타냄 (단위: 십억 달러)

[표 36] 중국 정부에서 한국 석탄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시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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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은 시나리오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나타낸다. 자국의 입장에

서는 자국이 자국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투자국

과 수여국이 상이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건강개선 편익은 투자

를 받는 수여국 보다는 투자를 하는 투자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Copeland and Taylor (1995)이 제시한 환경개선효과의 

직접적인 기술 지원 및 시설투자도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 국가 간ᆞ산

업간 가치사슬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국 수여국 총 효과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중국 -0.252 -0.256 0.003 0.017

일본 중국 -0.007 -0.005 -0.268 0.014

한국 중국 -0.013 -0.007 -0.020 -0.870

일본 일본 -0.001 0.004 -0.606 0.014

한국 일본 -0.007 0.001 -0.359 -0.870

중국 일본 -0.246 -0.247 -0.336 0.016

일본 한국 0.000 0.004 -0.268 -0.390

한국 한국 -0.006 0.001 -0.021 -1.272

중국 한국 -0.245 -0.247 0.002 -0.387

[표 37] 보조금 정책대안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

 제한된 정부 예산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는 타산업의 투자를 감소

시키므로 전체적으로 GDP가 감소하게 된다.(표 39) 즉, 자국의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자국의 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타국 경제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타국으로

의 경제적 효과는 타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비록 오염 피난처 가설이 아니더라도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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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관계에 의해서 배출량 누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국 수여국 총 효과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중국 -0.146 -0.230 0.002 0.000

일본 중국 -0.052 0.011 -0.214 0.007

한국 중국 -0.019 0.011 0.006 -0.340

일본 일본 -0.055 0.001 -0.203 0.007

한국 일본 -0.022 0.002 0.017 -0.340

중국 일본 -0.150 -0.239 0.013 0.000

한국 한국 -0.019 0.002 0.006 -0.261

일본 한국 -0.052 0.001 -0.214 0.084

중국 한국 -0.146 -0.239 0.002 0.078

[표 38] 보조금 정책대안의 국내총생산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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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의실험에서는 미세먼지의 최대 발생원인 석탄화력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할 시 3개국의 미세먼지 농도, 건강개선 편익, 및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것

이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 수여국의 시설투자로 인한 기

술효과보다 투자국의 투자지출로 인한 규모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특정국가의 환경정책은 자국 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다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간 경쟁 

및 교역에 의해 오히려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할 수도 있었다. 이는 

환경정책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13년부터 매년 25%, 20%, 15%씩 PM2.5농도 감소 목표

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중국내 113

개 도시에만 적용하던 강화된 PM2.5 기준을 2016년에부터 중국 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다. 중국의 강화된 PM2.5 기준 적용

으로 매연저감 장치 및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기

술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강택구 외, 2013). 따라서 한

국, 중국, 일본 간 미세먼지 정책 합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한국

과 일본이 선진화된 환경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환경산업에 진출하여, 

중국 대기질 개선과 동시에 자국 산업체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

이다(심창섭 외, 2015).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선진화

된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중국에 이전 및 투자

할 경우 미세먼지 유발계수(emission factor)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 감소로 이어진다. 이렇게 감소한 중국의 미세먼

지 발생 감소는 한국과 일본으로 이동하는 미세먼지량 감소로 이어지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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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미세먼지는 배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 주권의 범위, 및 행정

적 범위까지 넘어서는 범지구적ᆞ국제적 문제로, 미세먼지를 ‘누

가’,‘어떻게’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

히,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대의 미세먼

지 배출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이와 관련한 

과학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이 국가 간 대기질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경제모형-미세먼지 발생(에너지 모형)-대

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미세먼지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PM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3개국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평

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국의 경제성장 및 미세먼지 정책이 각국의 

대기질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생산기반 배출회계

와 소비기반 배출회계의 비교를 통해 다국가 간 협력의 당위성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경제가 성장할 때 미

세먼지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생

산기반 배출회계와 소비기반 배출회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각 국

가의 경제성장은 해당 국가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3

국을 통합적으로 본다면 경제성장을 추진하더라도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개별 국가들

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은 자국의 소비를 위한 재화를 상당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산업들이 한국과 일본의 산업에 비해 오염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 오염피난처 가설이 입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중

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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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근거이다. 이러한 근거는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생산량 증가보다 미세먼지의 증가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라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세먼지의 발생량을 더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조속한 미세

먼지 저감정책 수립이 요구되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실험은 환경세 정책과 저감시설 보조금 지

원을 상정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 중국, 및 일본 각 국가에 동일한 환

경세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과 대기질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석탄과 전기를 구분하여 각각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분석 결과 중국에서는 석탄세를 시행하는 것이 전기세를 시행하

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많은 반면, 경제의 부

정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전기세가 석탄

세보다 미세먼지 배출량과 경제적 영향이 더 컸다. 또한 특정국가의 

환경정책은 자국 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다국가 간 관계

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간 경쟁 및 교역에 의해 오히려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할 수도 있었다. 

 두 번째 정책실험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이다. 각국의 정부가 자

국 또는 중국 전력산업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했을 때 미세먼지 

배출량과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국이 자국에 투자했

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투자국과 수여국이 상이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건강개선 편익은 투자를 받는 수여국 보다는 투

자를 하는 투자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기술투자로 인

한 직접적인 저감 효과보다  국가 간ᆞ산업간 가치사슬에 의해 간접적

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제한된 각국의 정부 예산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는 타산업의 투자

를 감소시키므로 자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타국 

경제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타국으로의 경제적 

효과는 타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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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이를 통해 비록 오염 피난처 가설이 아니더라도 국가 간 경

쟁 관계에 의해서 배출량 누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정국가의 환경정책은 자국 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다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간 경쟁 및 교역

에 의해 오히려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환경정책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정책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특정 국가

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까지 영향

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은 당연한 

과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상당함과 동

시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한국, 중국, 및 일본은 동

북아시아의 경제적 협력 또는 견제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을 고려한 초국경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

감정책은 단순히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감소만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정책실험의 분석결과 미세먼지의 영향보다도 경제적 영향이 상

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자국 뿐만 아니라 타국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미세먼지와 경제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세

먼지 저감 정책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파악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영향이 다시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

해야 했다. 또한, 대부분의 시나리오 결과에서 기술효과보다 규모효과

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3개국의 초국경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은 직접적인 설비투자보다 간접적인 경제적 유인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은 소비기반 배출량의 22.1%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한

국은 소비기반 배출량의 37.3%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기반 배출회계는 3개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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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책임을 계량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환경정책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국의 소비기

반 정책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상당부분 개선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월경

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환경협력에서는 공통된 과학적 이해의 부족

이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추장민 외, 2017b). 본 연구는 경제분야 및 

대기질 분야의 과학적 전문지식에 기반을 두면서 국가들 간의 미세먼

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관련 협력을 촉진할 수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미래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모형을 통해 유럽 또는 미국 중심의 전망 

모형을 벗어나, 동북아시아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

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3개국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적응정책이 동아시아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중국, 및 일본 간 미세먼지 연구는 그동안 미세먼지의 발생 및 

이동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과학적 사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에 반

해 본 연구는 3국간 미세먼지와 경제를 연계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에서 구축한 

PMCGE 모형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정책의 비교를 통한 분석이 가능

하므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정책이 반영된 정책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본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정태모형이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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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은 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염두한 분석모

형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모형을 이용함에 따라 대

기의 이동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있다. 대기의 이동은 많은 변수가 존

재하기 때문에 국가 간 SRR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좀 더 

세부적인 공간단위에서의 대기이동 모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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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미세먼지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의 수식

생산부문 CES 함수 및 생산요소 수요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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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산업의 노동 배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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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산업의 부가가치 계수
 : 국가 산업에서 산업으로의 투입산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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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합재 CES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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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에너지복합재 수요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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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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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산업의 석탄-석유 복합재 가격

 : 국가 산업의 가스-전력 복합재 가격

에너지복합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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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석탄-석유 복합재 및 가스-전력 복합재 CES 함수 및 수요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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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산업의 석탄-석유 복합재 스케일 파라미터
  : 국가 산업의 가스-전력 복합재 스케일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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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산업의 석유 가격

 : 국가 산업의 가스 가격

 : 국가 산업의 전력 가격

 내수-수출 CET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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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Northeast Asia PM2.5
Abatement Policy on Economic

Growth and Air pollution
- Development of Multinational

PM2.5 CGE Model in Korea,
China, and Japan

Moon, Seung-Woon

Program in Regional Inform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Northeast Asia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re the world's largest source of PM2.5, there is a need for

cooperation among countries for the abatement of PM2.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M2.5 abatement policies on

economic growth and air pollution in three countries. This study

develops the PM2.5 Multi-national CGE (PMCGE) model linked with

economic model - energy model - atmospheric transport model. The

policy experiment includes to impose environmental taxes on coal and

electricity, and to provide subsidies for abatement facilities.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necessity of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comparison of produc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s the economic growth of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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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creases by 1%, the amount of trade and the amount of

embodied PM2.5 were compared by using the amount of

produc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22.1% of Japna's and 37.3% of Korea's

consumption-based emission are generated in China.

Consumption-based emissions accounting can quantify the

responsibilities of Korea and Japan for PM2.5 generated in China, and

this results can be considered in cross-border negotiations for

abatement of PM2.5.

It would be effective to reduce PM2.5 pollutant when the country

invested in its own country. However, when the investing country

and the donor country were different, the effects of PM2.5 abatement

and health improvement were greater in the investing countries than

in the donor countries. This is evidence that the economic effect

indirectly caused by the value chain is greater than the direct PM2.5

abatement effect due to investment of PM2.5 abatement facilities. The

environmental policy of one country may be effective in its own

country, but the total amount of PM2.5 emission may be increased by

inter-country competition and tra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nvironmental policy can not be solved by the problem of a specific

country, but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lement of

for PM2.5 assessment policy of Northeast Asia.

keywords : PM2.5, Air Pollution, Multi-nat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Multi-national CGE),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Produc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Consump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Student Number : 2015-3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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