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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배출구성 변화,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운

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

(2019년)까지 전체 할당대상기업과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은 온실

가스 감축효과가 있었다. 다만, 계획기간별 순 감축효과는 제2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가 제1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보다 크지 않았

다. 배출권 할당계획을 살펴보면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변경으로 제1차 계획기간보다 제2차 계획

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였다. 배출허용총량 증가에는 할당

대상기업의 추가 진입으로 인한 효과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산업부문의 경우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량

이 유사한 수준이다. 발전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감축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고, 주로 외부에서 배출

권을 구매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부문은

제2차 계획기간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났고, 제1차 계획기간

은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건물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접배

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1차 계획기간에 있었던 간접배출 완화

(80%) 조치로 할당대상기업들의 감축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추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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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은 직접배출 감

축효과와 간접배출 감축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간

접배출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배출구성이 변화하였다. 직접배

출은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간접배출은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

당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배출권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직접배출 또는 간접배출, 혹은 모두를 대상으로 감축수단을 선택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은 상

대적으로 감축비용이 낮은 직접배출 감축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

하고, 간접배출 감축수단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적용여부와 감축

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업종그룹별 분석에서 에너

지다소비업은 산업부문 전체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에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있었다. 간접배출은 배출권 가격

에 반응하였다. 전력다소비업은 직접배출, 간접배출 모두 배출권거

래제 시행기간에 대한 유의한 감축효과가 나타났으나, 배출권 가

격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일반제조업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모두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에 대한 유의한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배출권가격에 반응하였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분

석항목으로 매출액, 매출원가율, ROA(Return on Assets),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를 선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제2차 계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동일한 규모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우려와는 달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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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매출 대비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ROA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종업원 수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업의 혁신을 대리하는 연구개발비

는 배출권거래제 이후 증가하였고, 특히 제2차 계획기간에 추가적

인 증가효과가 있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기술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동태적 경쟁력이 강화되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해

할 수 있다.

주요어 :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직접배출, 간접배출, 정책효과,

기업 경쟁력

학 번 : 201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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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2009년 국제사회에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0% 감

축)를 최초 발표한 이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목표연도를 확장

하고 감축목표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

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를 설정하여

2015년 국제사회에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를 제출하였고, 2020년 하반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감축비전

을 선언하였다.1)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으로는 2016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18년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여 국가 감

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정량화된 계획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기존 BAU 방식에서 절대량 목표로 개정하기도 하였다.2)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하였다. Dales(1968)는 오염물질 배출 권리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

는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

고, Montgomery(1972)는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

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유 배출권 대

비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배출권 경매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국

1) 2020년 10월 28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12월 

7일에는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Proactive)으로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비전으로 삼은「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개정문(2019.12.31) : 제25조제1항 중 "2030년의 온실가

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를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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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

는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 사항을 체계화한 후, 2015년 1월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제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4)에서 제1차 계획기간은

첫 계획기간임을 감안하여 제도 안착과 경험 축적을 제2차 계획기간은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 제3차 계획기간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기간별 목표를 수립하였고, 정부의 점진적·안정적 제도

운영계획을 명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

게는 장기적인 제도 기준을 제공하였다.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2017)에서는 효과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표

로 저탄소 산업혁신 및 친환경 투자 촉진, 비용효과적이고 유연한 온실

가스 감축, 국가 감축목표 달성 및 국제 탄소시장 선도 지원의 3가지 하

위 운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특징은 직접배출 뿐만 아니라 간접배출

도 배출권 할당에 포함하는 것이다.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근거는 우리나

라는 정부가 전력 소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므로, 직접배출만을

할당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최종 소비자의 전력 수요 감축 유인을 견인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력소비에 따른 간접배

출까지 줄일 의무를 부과하여 전력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반

면 EU, 미국 캘리포니아 등 주요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직접배출

만을 할당 대상으로 포함한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모두 관리하게 되

면 전력을 생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직접배출 한 단위에 대해서 발전사와

소비자가 각각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고, 이것은 이중규제가 된다는 논의

에서 비롯된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발전부문의 비용부담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소비부문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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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우려하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

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다. 목표관

리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

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업체의 목표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제도이다. 목

표관리제는 정부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접규제 방식

을 취한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관리되므로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되기 전 중·소규모 기업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는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주요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통계관리,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선행학습 등

배출권거래제의 시범단계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기획재정부, 2014).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성과인 온실

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차등화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할당대상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목표관리제의 적

용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목표관리제 감축효과를 구분한 배출권거래제의

순 감축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특수성인 간접배

출 할당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구성 즉,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감축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규제 중 비용효과적 감축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

책수단이지만 기업차원에서는 에너지 효율개선,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고품질·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감축수단을 적용함으로써 비

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를 기업 자체적으로 직접 감축하지

않더라도 외부 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할 것이고, 이 또한 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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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부

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정부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여전히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부

담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다수

이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직접적인 환경성과인 온실가스 감

축효과와 배출구성 변화,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기업 단위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종

합적인 정책효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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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2020년 현재 한국은 2010년에 최초의 명령강제적(command and

control) 온실가스 배출 규제수단인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시장 기반

(market-based) 규제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년)을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

2025년)의 시작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동

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작업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환류에 의미 있게 기여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론적으로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정

책수단이다. 배출권거래법 제1조에서도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활

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다른 환경규제와 비교할 때

배출원이 배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가진

제도라고 알려져 있다. Sato et al.(2015)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과

적 감축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제도운영 측면에서는 배출권 가격의 적정

성, 시장활동, 거래비용에 대한 평가가, 성과 측면에서는 배출량, 생산성

과 혁신, 무역과 투자, 고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최종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배출량에 변화가 있었는가는 배출권거래제 정책효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강점이 한계감축비용의 최

소화에 있지만 기존에 부담하지 않았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기 때

문에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 즉, 생산활동, 생산비용,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인 2019년까지 실증자료를 사용하

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기업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구성, 기

업 경쟁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2007년 자료부터 살

펴본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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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자료가

2007년부터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며 2019년까지를 분석대상기간으로 한

정한 것은 2019년 자료가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 10년의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감

축정책 평가를 위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운영결과와 거래시장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환경부, 2014a;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또한 연구기관 보고서(이상엽 외,

2017; 오형나 외, 2018; 손인성 외, 2019)와 국내 학술연구(유종민 외,

2017; 김지태, 2019)에서도 배출권거래제의 환경성과와 경제적 영향을 분

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분석기간이 제1차 계획기간에 한정되어 계획기간별 차등

화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총량

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 할당이 배출유형(직접배

출, 간접배출)별 감축에 미치는 구분된 효과와 이로 인한 배출구성 변화

분석이 부족하였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국

내에서 실증연구가 시작되는 상황으로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매출액, 생

산비용 등 재무성과와 고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아직 누적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1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경쟁력

변화의 흐름과 이 연구의 질문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연구질문은 배

출권거래제 시행으로 할당대상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

타났는가로, 이에 대해 기업의 생산활동, 국가 GDP,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에는 배출허용총량을 달성하여 제도 전체적인 성과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제도특성상 기업별 감축효과는 상이하기 때문

에 전 부문과 부문·업종별 감축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이전 명령강제적 규제수단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음을 고려하여 목표관리제 감축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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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순 감축효과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상 계획기간별 운영목표에 부합하

는 정책성과가 기업 단위에서 나타났는지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제도 설계의 특수한 방식인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 할당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구성에 미치는 영

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산업부문을 대

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기업의 직접배출, 간접배출의 변화를 각

각 살펴보고 직접배출 대비 간접배출 비율을 분석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배출권 할당에 간접배출

을 포함한 목적은 기업의 전력 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지만, 제1차

계획기간에는 간접배출 할당이 기업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를 감안하여 간접배출 감축률을 80%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 할당에 간접배출을 포함한 제도 설계로 인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

출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당초 설계목적에 부합했는지 평

가한 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은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도

입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선택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업은 추가적인 비용

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성과

측면에서 매출액, 매출원가율,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ROA)을

분석하고, 고용 측면에서 종업원 수를 분석하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기

업에 비용 부담이 되지만 환경기준 준수노력을 통해 기업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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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여 기업의 혁신이 발생했는지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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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목적) 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과적으로

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

·제1차계획기간(2015∼2017년)

·제2차계획기간(2018∼2020년)

* 목표관리제(2012년∼)

기업환경성과

· 에너지효율개선
· 저탄소에너지원사용
· 공정가스저감

· 직접비용

- 고효율에너지기기도입
- 저탄소, 고품질에너지소비
- 온실가스감축설비투자

·간접비용

- 배출권구매비용

·기타

- 생산활동위축기회비용

기업경쟁력

연구질문2

온실가스배출구성변화
(직접배출vs. 간접배출)

연구질문1

온실가스감축효과

연구질문3

생산활동, 생산비용, 수익성,
고용, 혁신변화

그림 1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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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흐름

이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흐름을 서술하였다.

제2장 논의의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제1절 이론적 배경에서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환경정책의 종류와 실행원리

를 검토하고, 환경규제와 기업 경쟁력에 대한 상반된 가설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계획기간별 운영목표와 운영방향,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특수한 설계방식인 간접배출 할당,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있었던 산업계 입장과 제도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

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이전 명령강제적 규제수단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목표관리제의 제도개요와 배출권거

래제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절에서는 일찍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EU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연구를 검토하

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환경

성과와 기업 경쟁력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 제1절 분석자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업의 재무자료 추이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분석모형별 사

용변수를 정의하고 기술통계량을 나타냈다. 제3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

용한 고정효과모형, 동태적 패널모형, 이중차이모형의 방법론을 정리하였

다.

제4장 제1절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결

과를 나타냈고, 제2절에서는 온실가스 직접배출, 간접배출, 직접 대비 간

접배출 비율을 분석항목으로 선정한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제3절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요약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서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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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연구 배경

· 연구 목적

· 연구 흐름

⇩

제2장

논의의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 이론적 배경

- 환경정책의 종류와 실행원리

- 환경규제와 기업 경쟁력

· 정책적 배경

-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선행연구 고찰

- 배출권거래제의 환경성과, 기업 경쟁력 변화

· 연구의 분석틀

⇩

제3장

분석 자료와

방법론

· 분석 자료

- 온실가스 배출 추이

- 기업의 재무자료 추이

· 변수 및 기술통계

- 온실가스 감축, 배출구성 변화 분석

- 기업 경쟁력 분석

· 방법론

- 고정효과모형, 동태적 패널모형(온실가스 감축)

- 이중차이모형(기업 경쟁력)

⇩

제4장

연구 결과

·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

· 기업 경쟁력

⇩

제5장

결 론

· 연구 요약

·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그림 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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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논의의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환경정책의 종류와 실행원리

환경정책은 다양하며 복수의 정책이 동일한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를 위

해 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환경정책은 표 1과 같이 경제적 유

인이 없는 규제와 경제적 유인이 있는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유인이 없는 직접규제는 정책당국이 결정한 환경기준을 오염원에게 의무

적으로 따르게 하는 규제이고, 경제적 유인이 있는 규제는 오염물질이나

생산물의 가격변화를 통해 오염을 규제하는 부과금제도와 보조금제도,

그리고 배출량을 수량적으로 제한하는 배출권거래제로 구분된다(권오상,

2012). 이 분류기준을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온

실가스 배출이라는 동일한 물질을 대상으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제도적

규제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경제적 유인이 있는 규제인 배출

권거래제를 기업의 배출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류기준 정책명 특징 온실가스 감축정책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제도적 규제
직접규제

환경기준을 사용

하여 규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경제적 유인이

있는 제도적 규제

부과금제도,

보조금제도

가격변화를 이용

하여 오염 규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수량제한을 통해 

오염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자료 : 권오상(2012) 재구성

표 1 환경정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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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규제

직접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환경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원

의 행위를 법적 수단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명령강제적 수단이라고

도 한다. 직접규제는 정책당국이 설정한 환경기준을 오염원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에는 오염자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

책은 정책당국 측면에서는 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오

염자 입장에서는 매우 경직된 제도이다.

직접규제하에서는 정책당국이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량을 직접

결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의 배출

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배출상한으로 정해야 한다. 직접규제하에서

는 오염원이 배출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책당국에 의해 설정

된 기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정책당국이 비용효과성 달성 책

임을 가지고 있다. 즉 직접규제는 정책의 특성상 오염원의 자발적인 행

동을 통해 한계저감비용이 동일하게 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지

못한다. 정부는 오염원 전체의 한계저감비용곡선 정보를 토대로 환경기

준을 설정할 수 없고, 해당 정보를 모르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오염상

태를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직접규제는 경제유인이 있는 제도적 규제보다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직접규제가 비용효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환경정책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다

(권오상, 2012).

미국은 수질오염 대응을 위한 직접규제의 형태로 국가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스템(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

이라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모든 오염원으로 하여금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배출상한을 명시하는 배출허가권(permit)을 받아 수질오

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배출상한은 허용될 수 있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이나 농도를 통해 표현한다. 각 배출시설에 부여되는 허가권이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복잡하고 오염물질 관리기술 유형 가운데 어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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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할 것인지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하천의 수질이 어떠하냐에

따라 오염원이 달성하여야 할 성과기준을 달리 기술하고 있다. 이 정책

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을 때 정책에 사용될 자료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다양한 오염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산업을 다시 수

십 개의 세부그룹으로 나누어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배출기준 자체

가 매우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Harrington(2004)은 제도의 성과

에 대해 조사시점에 따라 6∼14%의 오염원이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제도의 성과에 대해 다소 비판적 평가를

하였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중·소 배출규모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 다만 목표관리제에서는 모든 대상기

업에 동일한 환경기준 즉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용한 것이 아닌 국가

감축목표에서 설정한 업종별 감축률에 근거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

였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되는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되기 전 일종의 시범단계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직접규

제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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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권거래제도

직접규제와 달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배출부과금,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원 스스로 배출량이나 배출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배출부

과금은 가격변수를 조절하지만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을 발행하여 배출

량을 직접 조절한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소절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 정책인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행원리를 검토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환경이

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와 다른

근본적 차이는 자신이 소유한 배출 권리를 서로 사고 팔수 있다는 점이

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오염원 간에 배출권이 거래되게 하여 배출량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하고 비용효과적(cost effectiveness)인 감축이 되도

록 유도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외부효과(externality)3)를 당사자 간의 자발적 교섭에

의해 해결할 것을 권장하는 코즈정리(Coase, 1960)로부터 파생된 제도이

다. 코즈는 환경문제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환경재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정부의

역할은 사법절차를 통해 환경피해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환경재에 대한

적절한 소유권을 확립시켜 주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

상이 가능하다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를 도출해 나갈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하에서 각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이 상황이 오염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결과 각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이 동일화되어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

을 지불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달성하게 된다(Dales, 1968; Montgomery,

3) Baumol and Oates(1988)이 정의한 외부효과는 A의 후생 수준이 B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B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A의 후생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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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온실가스와 같은 동질적 오염물질에 적용된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과

성을 충족한다는 것은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전체

가로축의 양 만큼 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한다. 정책당국은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한계감축비용곡선이 MAC1인 기업 1에게는 R1의 배출권을 할

당하고, MAC2인 기업 2에게는 R2를 할당했다고 가정한다. 배출권 할당

시점에서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세로축)을 비교하면 MAC1 상의 B보

다 MAC2 상 C의 값이 더 크다.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면 기업 2가 C와

B 세로축 사이의 값을 단위 배출량 당 비용으로 지불하고 기업 1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이 거래가 성사되어 기업 2의 배

출량이 늘어나면 제시되는 가격이 기업 2의 당초 한계저감비용인 C보다

더 작기 때문에 기업 2는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기업 1의 경우에는

cost

emission
reduction

01 02

MAC1

MAC2

R1 R2

P

A Q

B

C
E

그림 3 배출권거래제 효율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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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한계저감비용보다도 기업 2가 제시하는 금액이 더 높으므로 이

거래를 받아들여 배출권의 일부를 기업 2에게 넘겨주고 저감량을 늘리

고, 배출권 판매로 인한 수입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

거래는 성사될 수 있으며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Q 지점까

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균형점에서는 두 오염원의 한계저감비용

이 일치하고, 한계저감비용은 배출권의 시장가격인 P가 된다.

이와 같이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오염원은 배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가진 제도이다. 오염원은 할당된 배출량 수준을 준수하

거나, 할당된 배출량 이하로 배출하여 발생한 잉여분을 타 오염원에게

판매하거나, 할당받은 배출량 이상으로 배출하기 위해 배출권을 매수하

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개별 오염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안 중 가장 적

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직접규제 방

식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제공한다. 오염원은 여러 방안 중 자율

적인 판단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발적인 결정과정은 관련 당사자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

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단기적인 비용효과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염

배출량을 감소하는 기술혁신유인을 가지고 있다. 오염원은 판매가 가능

한 배출권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염원에게 환경 친화적인 기술개발의 강한 동기 유

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의 총 배출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각

오염원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각 오염원들에게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할당된 배출량의 준수는 궁극적으로 오염배출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다. 결국 오염총량 관리를 통한 환경의 질 개선은 배출권거래제의

목표이자 중요한 장점이다.

Duflo et al.(2010)의 그림 4처럼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정책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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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목표로 하는 전체 배출 허용량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오염원에게

배출권의 형태로 할당하여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결정해 준

다. 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고, 누가 얼마나 배출권을 보유하느냐

하는 문제 등은 오염원들 간의 거래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배출권의

총량을 정하여 분배해준 뒤에 오염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배출권리보다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만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정책당국과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없다.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온실가스는 일단 배출되면 그 온실가스가 어디

에서 배출되었건 전 지구적 영향이 동일하다. 또한 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해 지구전체의 기후변화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 역시 완화된 기후변화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

는다(손인성, 2019). 이런 특성 때문에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 자료 : Duflo et al.,(2010)

그림 4 배출권거래제의 운영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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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

단하게 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기제가 도입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윤순진, 2009).

미국에서는 이산화황(SO2)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인

센티브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산화황은 산성

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이다. 이산화황은 특히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설비로부터 많이 배출된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의 환경규제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 배출기준과

기술기준을 적용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신규발전시설이 충족하여야 할

열 생산량 당 이산화황 배출량의 상한을 정하여 지키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집진기(scrubber)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반면 기존의 발전설비에 대

해서는 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기존설비가 신규설비에

비해 비용면에서 유리하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계속 가동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지속되었다. 1990년 대기관리법 수정안은 이러한 불합

리를 해소하고자 황배출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각

발전시설의 배출권한은 정해진 공식에 의해 분배되도록 하였고, 연간 이

산화황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는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예치 후 나

중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배출권이 조직

화된 시장에서 경매의 형태로 거래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거래

사안별로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카고 거래소에서 경매 형식을

통해 누구든지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Burtraw(1999)는 이산화황 배출권거래제도가 직접규제에 비해 연간

7.2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을 분석하였고, Ellerman et al.(2000)

의 연구에서는 1단계와 2단계의 총 비용 절감액이 최대 200.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산화황 거래제도의 환경개선효과는 크게

나타나 2001년에는 1980년보다 40% 감소한 양이 배출되었다. 발전소의

황배출로 인한 피해가 컸던 미국 동부지역의 산성비가 25% 감소하였고,

EPA는 이산화황 배출감소로 인한 주민의 건강편익가치가 연간 500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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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법 제1조에서는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활

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직접규제보다 유연한 제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는 제도이나, 현실에

서는 배출권거래제가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조장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규제의 다른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어 규제 준수 비용

상승과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산업계의

우려는 제2절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3소절 국내 산업계의 인식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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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규제와 기업 경쟁력

1) 기업 경쟁력 약화

배출권거래제는 이론적으로 비용효과성과 장기적인 기술혁신 유인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한기주 외(2010)는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비용을 초래함으로써 피 규제자인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제조업의 생산비 상승은 결국 제품 가

격 상승으로 전가가 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명헌(2007)은 Bauman(2003)의 연구를 인용하여 경제적 규제수단

이 직접규제방식보다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데 반드시 우위에 있다

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할

당대상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논의의 범위를 배출권거래제에서 환경규제로 확장하면 Levitt(1958),

Friedman(1970). Pethig(1975), Yohe(1979), Mcguire(1982), White(1991)

는 환경규제 대응으로 기업이 오염물질저감 노력을 할 경우 생산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고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

였다. Gollop and Roberts(1983)는 1970년대 미국의 이산화황 규제로 인

하여 화력발전부문에서의 생산성 하락 가운데 43.7%가 규제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Hazilla and Kopp(1990), Jorgenson and

Wilcoxen(1990) 등의 환경규제에 대한 간접비용을 실증연구를 통해 도출

하였다.

환경정책이 생산성 증대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래 세 가지 가설

에 기초하고 있다고 권오상(2012)은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규제가 강화

되면 기업이 이를 따르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 비

용만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른 종류의 투자액이 감소하게 된

다. 둘째,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주로 에너지나 원료물질의 가격이 상승하

고, 이로 인해 에너지와 원료물질을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기타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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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셋째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

업은 정부 간섭과 규제 하에 놓이게 되고, 규제준수와 관련된 추가 업무

가 늘어나 기업의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이 된다.

또한 환경규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자국

기업이 규제 강도가 약한 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실

업이 증가한다는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이 실현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Jaffe et al.(1995)은 미국의 경우 환경규

제의 강화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나 산업시설의 해외유출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첫째, 환

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상당수의 산업에 있어 매우 낮고, 둘째, 기업은 자신의 입지를 선택

할 때 경영과 생활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

석하였다. 환경규제의 강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고용을 증대시

키고 실업률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Goodstein(2005)은 미국 사례를 들어

환경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실업을 증가시키더라도 환경규제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경규제의

강화가 실업 자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제 내의 고용구조를 바꾸는 역

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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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경쟁력 향상

환경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포터가

설(Porter, 1991)은 엄격한 환경규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가 커져 비용체감과 품질향상에 연결되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그

결과 국제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획득하여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포터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쌍방에 이로운 상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환경규제가 기

업 경쟁력에 미치는 전통적 견해를 반박한다. Poter and van der

Linde(1995)는 적절하게 설정된 환경규제는 혁신을 유발하며 이러한 혁

신은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상쇄(innovation offset)시

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환경규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잠재적인 기술향상

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환경규제를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불확

실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과 발전에 동기를 부여할 압력으

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은 투입요소의 비용절감 등 일정

한 시점의 정태적 경쟁력이 아닌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기반한 동태적 경

쟁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Jaffe and Palmer(1997)는 환경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단계에 따라

포터가설을 세 가지의 가설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는 약한 의미

에서의 포터가설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고(그림 5 왼

쪽 두 개 박스), 둘째 강한 의미에서의 포터가설은 환경규제는 기술혁신

을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은 규제준수 비용보다 큰 이익이 발생하

므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셋째 좁은 의미에서의 포터가설은 환경

세나 배출권거래제 등 유연하고 적절히 설계된 환경규제는 직접 규제보

다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포터가

설의 리뷰논문인 Ambec et al.(2013)은 포터가설의 인과관계를 모식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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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그림 5). 엄격하지만 충분히 유연성을 가진 환경규제는 혁신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환경성과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의 환경규제는 기업이 규제

준수 비용 최소화를 위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유연성 때문에 혁신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Burtraw(1999)는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권거래제도를 대상으로 좁은

의미의 포터가설을 검증하여 직접규제 방식에서 배출권거래제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면서 규제준수비용을 기존 대비 40∼140% 절감하였다

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로의 전환은 저유황 석탄 이용 등

배출저감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해당업계는 연료 혼합이나 스크러버 기술의 혁신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업스트림 시장에서 기업의 변화와 경쟁을 촉진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특

히 기존에는 기업의 환경규제 준수를 엔지니어 또는 과학자가 담당하였

으나,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이산화황 배출권이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환경규제 준수 책임이 기업의 재무를 책임지는 최고경영진에게로 이전되

었다고 밝혔다.

표 2에서는 최용근(2020)에서 정리한 내용에 실증연구를 추가하여 포

터가설 선행연구를 목록화하였다. 포터가설 실증연구에서 환경성과는 오

염물질 또는 폐기물 배출량, 오염물질 처리량, 재활용량, 환경등급이나

※ 자료 : Ambec et al., 2013

그림 5 환경규제와 기업 경쟁력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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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반 건수,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액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고,

경영성과는 ROA, ROE, 주식가치, 토빈의 Q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Horvathova(2010)는 기업성과를 대리하는 재무변

수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소 다르더라도 환경규제와 기업성과 간 관계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포터가설 실증연구에서

환경규제와 성과를 대리하는 지표선택의 합의가 없다고 밝혔고, 홍종호

외(2007)는 한국에서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가 제한적인 이유는 환경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객관적 기

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환경성과의

향상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경영성과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으며 환경성

과와 경제성과가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도 있다.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환경규제 영향보다는 기업의 환경경영, 환경친화

기업지정, 환경정보공개 등 환경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 연구가 있었고

(노상환, 2004, 2013; 문정은 외, 2006; 김금수 외, 2007, 오완근 외, 2007;

홍종호 외, 2007),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환경성과를 대리하는 지표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사용하여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조성택, 2017;

박정환 외, 2017; 이기세 외, 2019). 다만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환경

규제와 환경성과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환경

성과의 향상이 환경규제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주적 대응에 의한 것인지

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최용근, 2020).

이 연구는 포터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으

나,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과

포터가설의 세부 가설 중 “유연한 환경규제”에 초점을 두어, 배출권거래

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영향 분석이 포터가설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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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범위 환경성과 경제성과 양자관계

Al

Tuwaijri

et al.,  

2004

1994년

미국,

198개 기업

재활용 유해 

폐기물양/ 

총 유해 폐기

물양

주식이익
유의한 양의 

관계

Alvarez, 

2012

2006∼07년

2007∼08년

International 

firms

CO2 배출량 ROA, ROE

CO2와 2007

년 ROA 유의

한 음의 관계

Corderio

&

Sarkis,

1997

1991∼1993년

미국, 

523개 기업

회수, 재활용, 

처리량을 출하

액으로 나눈 

지표

1년, 5년의 주

당 이익 예측

유의한 음의 

관계

Hama

moto,

2006

1972∼82년

일본, 화학, 석

유, 석탄, 철강,

비철금속

오염방지투자 TFP 성장률
유의한 양의 

관계

Hart & 

Ahuja,

1996

1989∼1992년

미국, 

500개 기업

CO2 배출량
ROE, ROS,

ROA

유의한 양의 

관계

Lan oi e 

et al.,

2008

1985∼1994년

퀘벡 제조업

17개

오염방지투자 TFP 성장률

환 경 규 제 는 

기업 생산성

에 시차를 가

지고 유의한 

양의 관계

King & 

Lenox , 

2002

1991∼1996년

미국, 

614개 기업

유 해 화 학 물 질 

배출량

ROA, 

토빈의 Q

유의한 양의 

관계

Konar

&

Cohen , 

2001

1988∼89년

미국, 

321개 기업

유 해 화 학 물 질 

배출량,

환경소송건수

토빈의 Q,

무형자산가치

유의한 양의 

관계

표 2 포터가설 실증 국내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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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구범위 환경성과 경제성과 양자관계

Russo

&

Fouts,

1997

1991∼92년

미국, 

243개 기업

환경등급 ROA
유의한 양의 

관계

Thomas

, 2001

1985∼97년

영국, 

131개 기업

환경정책 채택,

환경법규 위반,

환경훈련 프로

그램

초과주식이익

유의한 양의 

관계

(환경훈련 제

외)

Wagner 

et al.,

2002

1995∼97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제지회사 37개

종이 생산량 

톤당 SO, NO, 

COD 배출량을 

합성한 지표

ROS, ROE,

ROCE

ROCE와 환

경지표는 유

의한 음의 상

관관계

박 정 환 

외,

2017

2011∼14년

CDP 공시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토빈의 Q

유의한 음의 

관계

오완근

외,

2007

산업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업

환경친화기업,

비환경친화기업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홍종호

외,

2007

1999∼2002년

409개 기업

(친환경성과)

1993∼2001년

421개 기업

(반환경성과)

친환경성과

반환경성과

ROA, ROE, 

주가수익률

친 환 경 성 과 

지표와 재무

성과 지표 간

양의 상관성

조성택,

2017

2011∼2015년

715개 기업

온실가스

집약도

ROA, ROE,

토빈의 Q

환경성과달성

이 경영성과

를 저해하지 

않음

이기세

외,

2019

2011∼2016년

2,793개 기업

탄소배출량

공시
토빈의 Q

자발적 공시

기업은 의무

공시기업보다 

기 업 가 치 가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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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배경

1.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우리나라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배출권거래

제를 도입하여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할

당계획과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체

계화하였다. 2015년 1월에는 5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계획기간

(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

래제 주요 일정은 그림 6과 같다. 기본적으로 계획기간은 5년 단위로 설

정되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는 3년 단위로 계획기간을 설정하여 제2차 계획기간은 2018

∼2020년, 제3차 계획기간은 2021∼2025년으로 구분한다. 계획기간 내 각

연도는 이행연도라 한다.

표 3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를 나타냈다. 배출권거

래제 할당부문의 커버리지(coverage)가 국가 총 배출량의 약 70%4)인 점

을 고려하였을 때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기본계획 수립
할당계획 수립

2차 이행연도 제2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 시작

제1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 시작

3차 이행연도2014 2016 2018

2015 2017

할당업체 지정·고시(신규 등)
할당량 통보(신규 등)

할당업체 지정·고시
할당량 통보

명세서 제출
배출량 인증 이월·차입 신청
배출권 제출 이월·차입 승인통보
조기감축실적신청

명세서 제출
배출량 인증 이월·차입 신청
배출권 제출 이월·차입
승인통보

2차 계획기간 기본계획 수립

그림 6 배출권거래제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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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감축로드맵과

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국내항공), 폐기

물, 공공·기타)에 대해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기준연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5천톤

이상인 업체 또는 2천톤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 할당대상 업체이다. 계

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이 기준치 이상인 업체 또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효과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표로 법 제3조에

서 규정하는 5대 기본원칙5)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각 계획기간별 운영목표와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4) 제1차 계획기간 국가 평균 배출량 698백만톤 대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의 직접 배출량

은 488백만톤으로 국가 배출량 중 69.9%에 해당하고,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모두 고려하면 

586만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84%에 해당한다.

5) ①「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 준수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고려, ②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적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 ③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장 기능 활용, ④ 시장 거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

명한 배출권 거래 유도, ⑤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정책 운영

※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표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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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기간별 운영목표와 운영방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4, 2017)에서는 계획기간별 운

영목표와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표 4). 최초 수립한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2014)에서 제1차 계획기간은 배출권거래제의 경험 축적 및 안착, 제

2차 계획기간은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효과적 감축, 제3차 계획기간은 실

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운영목표로 설정하였고, 정부의 점진적·안정

적 제도 운영계획을 명시하였다. 또한 할당대상 업체에게는 장기적인 제

도 기준을 제공하였다.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7)에서는 기존

기본계획보다 세분화된 하위 운영전략을 수립하였고 저탄소 산업혁신 및

친환경 투자 촉진, 비용효과적이고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 감축목표

달성 및 국제 탄소시장 선도 지원을 제2차 계획기간의 목표로 설정하였

다.

제1차 계획기간에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해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였다. 또

한 CDM 사업을 포함한 업체의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획득한 상쇄 배

출권을 인정하였다. 제1차 계획기간 대상 업종 26개 중 20개 업종은 과

※ 자료 : 기획재정부(2014)

표 4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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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배출량을 기반으로 한 할당방식을 적용하고, 시멘트·정유·항공 3개 업

종의 일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과거 활동자료 기반 할당방식(벤치마크

할당방식)을 적용하여 사전할당을 하였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설비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킹 할당

방식을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한 기업에는 할당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제2차 할당계획에서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

대해 97%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3%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한 유상

으로 할당하는 부분적인 유상할당이 개시된다.6)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의

선정방식은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이거나,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

인 업종,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인 업

종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업

종으로 선정하였다. 주기적인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배출권거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

획을 마련하고, 유상 할당 경매 수입을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혁신

에 재투자하는 재정 지원 시스템으로 저탄소·고효율 산업 구조로의 전환

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총 4차

례에 걸쳐 발표(2014.9, 2017.1, 2017.12, 2018.7)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배

출허용총량이 완화되었다(기획재정부, 2019). 2014년 9월에는「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상 국가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대한 최초의 할당계획을 발표하였고,

2017년 1월에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제시한 2030년

6) 산업부문 제2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업종은 음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화학, 시멘트, 기계, 통신 

업종 중 일부에 해당한다. 세부업종 단위로는 업종 내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낙농제

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알콜음료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섬

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나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

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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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감축수단을 고려하여 2017년의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여 사전

할당량이 증가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1단계 할당계획을 발표하여 할당

대상업체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

량 등을 고려하여 2018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였고, 2018년 7월에는 2

단계 할당계획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 환경·에너지 정책 사항을

고려하여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변경·수정과정에서 배출허용총량이 완화되었

다고 밝혔으며 향후 수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연동하여 배출

허용총량을 엄격히 할당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림 7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감축경로와 로드맵별 배출허용총량의 변화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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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별 배출허용총량 변화 >

▸ (1차 계획기간) 제도 안착을 위해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의 연도별 감축률보다 감축부담을 완화*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설정

(1,673백만톤)

   * 로드맵 직접배출 감축률의 90% 수준, 간접배출 감축률의 20% 수준

▸ (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6.12)｣

에서 제시한 ‘30년 목표 및 감축수단을 고려하여 ’17년 배출허용총량 

재산정*

   * 할당계획 변경(‘17.1)하여 ’17년도 배출허용총량 1,763만톤 증가

▸ (2차 계획기간) 수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8.7)｣ 에서 제시한 

감축경로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설정(1,777백만톤)

   * 2030 수정 로드맵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변경(1,689백만톤→1,777백

만톤)되었으나, 할당대상업체의 합병, 분할, 추가 진입 등으로 단순비

교는 곤란

   ※ 자료 :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9)

그림 7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 배출허용총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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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배출 할당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직접배출과 함께 외부에

서 생산된 전력, 열 소비로 인한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에 포함한 것이

다. EU, 미국 캘리포니아 등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직접배

출만을 할당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전력요금체계는

정부가 전력 소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가격경직적인 체계이므

로 간접배출 포함으로 인한 이중부담 가능성이 낮고, 직접배출만을 할당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최종 소비자의 전력수요 감축 유인을 견인하기 어

려워 ‘전력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근거로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였다(환경부, 2015).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산업계에서는 간접배출을 할당량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시정을 요구하였고,7)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8) 최종적으로는 배출권 할당대상

에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산업계의 이중부담을 경

감하고자 제1차 계획기간에는 간접배출 감축률을 80% 완화하였고, 배출

권거래제 할당계획상에서 각 업종별로 간접배출은 직접배출과 다른 조정

계수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환경부, 2014b).

선행연구에서는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에 포함할 경우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Chatterton(2013)에

따르면 간접배출을 배출권거래체계 내에 포함할 경우에 최종소비자들의

전력 수요 감축노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발전사들에

게 “0”의 비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장에 배출권

7) 산업계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전경련 보도자료, “전경련 등 24개 경제단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

야”, 2014.6.2).

8) 2014년 8월 28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온실가스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온실가

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중앙일보, 2014.8.29. “온실가스 

배출권, 간접배출 할당량 제외 추진”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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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공급충격(supply shocks)으로 이어져 배출권 가격

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와

Ernst and Young(2013)도 수요측면에서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면 전력

수요가 줄고 전력 생산도 줄어들어 발전 부문의 직접 배출에 필요한 배

출권 수요가 줄어든다. 따라서 한 단위의 전력 수요 감소가 두 단위의

배출권 수요 감소로 이루지고, 배출권의 수요 감소는 배출권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심성희 외(2015)도 간접배출을 배출권거래에 포함시킴에 따라 경기변동

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AU 배

출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경기변동은

배출권의 과잉 또는 결손을 야기하는데 간접배출까지 거래 대상에 포함

되면 이와 같은 배출권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즉,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배출권 과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배출권 과잉 또는 부족현

상이 심화될 경우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기업들이 직면하는 가격위

험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간접배출 할당은 배출권 가격 변동과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가

격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9), 정부 정책 발표와 조치에 따

라 일시적으로 가격 급등‧급락이 발생하였으나, 거래기간 대부분 안정적

인 가격 범위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되지 않았던 간접배출 할당이 온실

가스 배출유형 즉, 직접배출 간접배출에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고 결과적

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쳤는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9) KAU 장내 거래가격 기준, 2015.1.12 첫 거래를 통해 8,640원에 형성된 가격은 여러 차례 등

락을 거듭하여 2018. 8. 9 2.5배 상승한 21,600원에 거래를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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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산업계의 인식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환경규제와 기업의 경쟁력과의 관계에 대

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나,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산업계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산업계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

보고서에서도 거래제 시행이 산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분석하였다.

표 5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4개 경제단체는 배출권거래제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3년간 최대 28조 5,000억 원의

기업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발생이 많은 중국,

미국이 도입하지 않은 제도를 한국이 먼저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

적하였다. 산업계의 주장을 주요 키워드로 정리하면 “기업 비용부담”

“경쟁력 저하”, “경영환경 악화”, “생산, 투자, 고용 악화”, “생산 제약”

등이 있다. 산업계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국 경쟁국인 미국, 중

국, 일본 등이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들의 비용을 증

가시켜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EU도 에너지 의존형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실제로 배출권거

래제로 인한 생산기지 이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이선화, 2010)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거래제

시행 시 1차 계획기간동안 최대 1조 7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

로 전망하였다.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한기주, 2010)도 배출권거래제는

10) 한겨례, 2015.2.2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 경쟁력 하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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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주요 내용 출처

전경련 

등 24개 

경제단체

·산업계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

력 저하가 불가피

·산업계 3년간 최대 28조 5000억 원 추가부

담 발생으로 생산, 고용 차질 불가피

·간접배출 이중규제도 불합리한 조치

전경련 보도자료,

2014.6.2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

·국제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시행은 글로

벌 경쟁력만 훼손되므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

까지 시행 연기 요구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므로 제도 수용성 확보를 위

해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출전망치 전면 재산정 필

요

·규제보다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추진,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

하고 일자리 창출 필요

전경련 보도자료,

2014.7.15

전경련

기업대상

설문조사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가능성

·위기기업 경영악화, 순손실 우려, 투자, 고용

환경, 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로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고 신시

장 선점 지연 가능

전경련 보도자료,

2014.8.10

대한상의

,산업계 

관계자

·배출권거래제는 경쟁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

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함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해외 

수출로 어려움에 직면, 탄소거래제가 준조세 

중앙일보,

2014.9.2

표 5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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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병행 

필요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과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마련 요구

전경련 

등 28개 

경제단체

,발전·

에너지

업종 

38개사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 

2100만 KAU  대비 4억 2300만KAU 

(20.9%) 부족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앞

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해야 함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KAU 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KAU 당 3만

원(시장가격의 3배)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 12조 

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생

산, 고용 차질이 불가피하고 경제계의 과도

한 부담 우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 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

음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재검증 촉구, 시

장안전화 기준가격 하향 조정, 배출권 부족

분 공급방안 마련,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

기 위한 방안 제시 필요

조선비즈,

2014.12.2

전경련 

환경

협의회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상황에서는 생산활동

을 열심히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

되는 구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

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라는 

전경련 보도자료,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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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닫으라는 것

·감축기술에 미치 투자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배출 할당량을 적게 받았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에

너지 연구를 위한 투자와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현 환경정

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최대 배출국인 중

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전국적 시행을 

보류한 상황에서 국제 공조 없이 우리나라만 

앞장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음

산업계,

기업별 

사례

·연간 영업이익 200억원인 A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으로 쓴 돈이 영업이익의 

25%인 50억원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축소 할당량에 맞추려

면 생산량을 감축할 수밖에 없음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제한적이므로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조선일보,

2018.10.5

시멘트 

업계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2011년 대비 2017년 약 13% 개선하였는데 

유상할당 증가는 시멘트 산업과 같은 온실가

스 배출이 높은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국내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곤란

이데일리,

2020.4.15

한국

경영자

총협회, 

11개 

업종별 

협회

·거래제 기간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 추

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한 잔여물량

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달라 요구

·추가 할당을 받지 못하면 기업에게 비용부담

매일일보,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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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6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

를 총 3차례 실시11)한 결과 행정 부담, 운영비용 증가,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특히 2차 설문조사에서는 제도 이행에 소

요되는 추가 업무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였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7). 3차 설문조사에서도 배출권거

래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고,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업체(17%)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업체(39%)보다는 적었으나, 기업 전반적으로 이윤이 감

소하였다고 응답한 업체가 40%로 많았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8).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인식은 긍정 보다는 부정측면에서 우세하고 정량적

인 매출 감소나 이윤 감소에 관한 부정 응답보다 종합적으로 기업 경쟁

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환 외(2016)에서는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대해 상반된 인식을 보이

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시

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고 “배출권거래제는 우리 회사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는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설문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가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를

11) ① 1차 조사 : 23개 업종 599개 할당대상업체 중 주요 업체 353개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총 

164개 업체가 참여하여 46.5% 응답률을 나타냄, 2017년 1월 11일부터 3주 동안 실시

   ② 2차 조사 : 26개 업종 553개 할당대상업체와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130명을 표본으로 선

정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설문 진행, 총 267개 업체, 46명의 외부 이해관

계자가 참여

   ③ 3차 조사 : 6개 부문 541개 할당대상업체를 표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응답자는 230명

으로 응답률은 42.5%

   설문은 이전 설문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되 이전 설문의 한계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일부 

기존문항을 변경 또는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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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실증분석할 것이다.

질의 내용
설문 결과

1차 2차 3차

긍

정 

측

면

배출량 감축에 기여 12% - -

- 내부 혁신을 통해 배출량 감소 - 47% 31%

- 생산량 감소 등으로 배출량 감소 - 40% 31%

배출권거래 차익으로 인한 부가적 수입 증가 7% 25% 21%

기후변화 대응과 CSR 관련 이미지 제고 계기 - 46% 37%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사업비용 절감 12% - -

내부혁신(신제품, 신공정, 공정 개선) 계기 - 37% 26%

부

정

측

면

배출권구입을 위한 추가비용 발생 29% - -

기술투자, 인력확충, 경영체계 구축 등 추가비용 18% - -

명세서 작성, 컨설팅 비용 등 추가 행정비용 73% - -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에 부담 - 79% -

행정 업무가 늘어 추가 부담 62% 94% -

기업 경쟁력 악화 - 58% 41%

- 매출 감소 - - 17%

- 이윤 감소 - - 40%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내부 관심이 적음 - 57% -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내부 관심이 증가 - - 64%

※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7, 2018) 재구성

표 6 배출권거래제가 기업경영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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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 제도 개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

하여 2010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

1월 제정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목표관리제 실시를 규정한

후, 2011년 3월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상세 규정을 마련하였다. 2011년 6월에는 기

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등의 정보가 담긴 명세서를 최초로

제출받았고, 2011년 10월에는 관리업체별 20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2012년이 국가적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총괄 감축정책의 최초

감축 이행 연도가 되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정하고 목표

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접규제 방식

을 취한다. 제도운영은 제도연구 총괄과 조정기능을 하는 총괄기관(환경

부)과 관리업체의 목표설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산업통

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장

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과 감축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

실가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하고,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윤순진 외(2013a,

2013b)는 목표관리제는 다른 국가들에서 추진되어 온 기후변화 완화정책

들과는 다소 차별적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Measuring), 배출량의

의무보고(Reporting), 목표 감축량에 대한 검증(Verifying)을 동시에 겨냥

해서 접근한 제도로 세계적으로 독특한 명령강제적 규제방식이라 하였

다. 또한 목표관리제는 처음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배출량 측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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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시행한 성격이 있다 하였다.

목표관리제의 추진 절차는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

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3월)하고, 차 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차 년

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차차 년도 3월)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기업(법인) 및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최근 3년간 연평

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톤 이상, 에너지 사용량 200TJ 이상인 업체 또

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만톤 이상, 에너지 사용량 80TJ 이상인 사업장

을 관리 업체로 지정한다(표 7).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12만 5천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업체들이나 2만 5천톤 이상 배출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양 제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목표관리제를 배출권거래

제 적용대상이 되기 전의 중·소규모 업체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정하였

고, 중소 업체들에게 적합하도록 기존의 목표설정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구분
2011년까지 2012년부터 2014년부터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tCO2e)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

소비량(TJ)
500 100 350 90 200 80

※ 자료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표 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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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이전 2012년부

터 명령강제적 규제방식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아

감축노력을 시작하였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기 전 주

요 배출원에 대한 통계관리,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선행학습 등 배

출권거래제의 시범단계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기획재정부, 2014). 목표관

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는 유

사하나, 감축의 유연성에 차이가 있다. 목표관리제에서 기업은 단 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연도 내 소관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인 감축방안을

통해서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이 가능하며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다. 또한 초과배출시 1천만 원 내의 과태료 처분

이 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감축의무에 대

한 달성가능 정도에 따라 시장에서 감축목표에 대한 부족분 또는 초과분

을 거래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감축이 가능한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4)에서는 목표관리제의 경험을 활용하여 배

출허용총량을 설정하여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량 인증방식을 개

선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하였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은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연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감축정책

을 이중으로 적용받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 기업들은 자

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

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8에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실질 GDP의 경우 목표관리제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2020년 기준으로 GDP가 0.13∼0.35%p 개선되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물가는 목표관리제의 경우 2020년 기준 0.25∼

0.48% 상승시키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0.12∼0.37%로 상승폭이 축소

될 것으로 추정되어 직접 규제인 목표관리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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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이 다소 크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진상현(2015)은 학계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있어, 목

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가운데 어떤 정책수단이 효과적인 제도인가에

대해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하였으며 Niederhafner(2014)는 배출권거래

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목표관리제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점

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첫째로 목표관리제에서는 감축목표가 정부

와 기업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위기 같은 상황변화에 신

속히 대응할 수 있고, 둘째로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목표달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즉 목표관리제가 네트워크 방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접규제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배출권거래제보

다도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순진 외

(2013b)도 설문조사를 통해 목표관리제는 운영 과정과 목표 미달성에 대

한 페널티의 규모와 강도 등이 예측 가능했지만, 배출권거래제도는 제도

시행 이전단계에서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배출권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

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상당수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분석하였다. Park and Hong(2014)은 학계

연도

GDP 물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센터 환경연 센터 환경연 센터 환경연 센터 환경연

2015 -0.03 -0.03 0.00 -0.02 0.04 0.13 0.02 0.06

2016 -0.05 -0.09 0.00 -0.04 0.06 0.19 0.02 0.10

2017 -0.06 -0.17 0.00 -0.07 0.76 0.26 0.03 0.15

2018 -0.08 -0.29 -0.02 -0.12 0.10 0.33 0.04 0.21

2019 -0.11 -0.42 -0.02 -0.18 0.14 0.40 0.06 0.28

2020 -0.18 -0.61 -0.05 -0.26 0.25 0.48 0.12 0.37

2021 -0.16 -0.42 -0.11 -0.30 0.25 0.48 0.15 0.31

2022 -0.15 -0.41 -0.09 -0.30 0.24 0.48 0.14 0.33

2023 -0.14 -0.40 -0.08 -0.30 0.23 0.48 0.12 0.33

2024 -0.13 -0.39 -0.07 -0.29 0.22 0.48 0.11 0.34

※ 자료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4)

표 8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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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정부는 목표관리제를 과도기적, 한시적 정책수단

으로 이용할 뿐 궁극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전체 목표관

리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7% 넘는 수준이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

어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관리업체의 배출규모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졌고, 이로

인하여 제도 운용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윤순진 외,

2013b). 2019년 11월 11일 관리업체 변경고시 기준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은 총 391개로 공공부문 대상기관 837개와 함께 목표관리

제도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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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1. 배출권거래제의 환경성과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환경규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환경오염물질

의 저감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은 배출권거래제 정책효과

연구에서 필수적인 항목이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총 배출인

증량은 1668.9백만톤으로 배출허용총량 대비 20.9백만톤(1%) 낮아 제도

에서 계획하였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였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

터, 2019).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

정한 후 할당대상기업에 배분하는 방식이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배출권

의 거래가 가능하므로 부문·업종, 기업별 감축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

도 정부가 설정한 배출허용총량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 배출권의 추가할당과 감축률 완화와 같은 요인으로 기업들은 실질

적 감축노력 없이 배출권 할당량을 준수할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사회적 비용최소화 관점에서 할당대상기업들이 모두 배출량을 줄일 필요

는 없으나, Montero(2009)는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존재하

는 경우 최종균형은 효율적 균형과 달라져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이 높

아질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실증자료가 누적된 EU를 중심으로 진행되

었고, Anderson and Di Maria(2011), Bel and Joseph(2015), Ellerman

and Buchner(2008, 2010) 등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현된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비교를 통해 순 감축

량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표 9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EU ETS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목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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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ell et al.(2011)은 2005∼2008년 EU ETS 2,101개 할당기업을 대상

으로 EU ETS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특히 2005∼2006년, 2007∼2008년 기간별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론은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독립변수로 배출

권거래제 시행기간 더미, 통제변수로 기업의 매출액, 종업원 수, 부문 및

국가 더미를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EU ETS 2기(2007∼2008년)

에 1기(2005∼2006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3.2% 포인트 크게 나

타났다. 또한 최초 할당이 감축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EU ETS 시행 이후 기

업의 부가가치, 고용, 이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nderson and Di Maria(2011)는 2005∼2007년 EU ETS 적용 25개 국

가를 대상으로 ETS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반사실적 기준전망

BAU를 국가별, 업종별로 추정하고 실제 할당량과 인증된 배출량을 비교

하였다. 분석 방법론은 Arellano and Bond(1991)의 동태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 CO2 배출량을 설명변수로 제조업과 에너지 부문

의 생산량 지표, 전력가격과 석유, 석탄, LNG 가격, 난방도일, 냉방도일,

강수량을 사용하였다. 3년에 걸친 ETS 시행기간 동안 과대할당은 약

280백만EUA이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247MtCO2로 분석하였다. 또한 경

제성장으로 인한 배출량 상승분은 약 73MtCO2로 분석하였다.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과대할당과 과소할당이 모두 발생하였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배출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모두 발생하였다.

ICF(2016)는 1995∼2012년 EU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였다. 특히 1차, 2차, 3차 계획기간을 구분하여 분

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을 활용하였고, 생산지수, 냉난방도일, 강

우량, 에너지 가격을 고려하였다.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과 배출량의 상관관계가 탈 동조화

(decoupling)를 보인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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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urue et al.(2008)은 2005∼2007년 EU ETS 대상 발전업종을 대상

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하였다. EU ETS 대상 전력부문 에너지 소

비는 2005년 88MTOE, 2006년 58.6MTOE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감축

효과, 거래실적, 운영결과에 대한 학술연구가 있었다.

유종민 외(2017)는 2007∼2015년 국내 목표관리제 대상기업(배출권거

래제 미할당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

제 시행이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

였다. 분석 방법론은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기업

별 특성이 해마다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특성을 갖는다고 간주하였다.

특히 고정효과 모형 추정 시 Cochrane-Orcutt 변환을 이용하여 오차항

의 자기상관을 제거하였다. 종속변수는 각 년도의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량을 사용하고, 독립변수는 해당년도, 해당기업의 에너지집약도, 탄소집

약도, 에너지평균가격 및 한국의 GDP,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배출권을 할당받은 대부분의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정책효과가 있었으나, 비할당부문 및 할당부문 중에서도 발전업종은 온

실가스 저감의 효과가 없었음을 보였다.

김지태(2019)는 2010∼2017년 국내 목표관리제 대상기업과 배출권거래

제 할당대상기업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 difference)을 사용하여 배

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교집

단으로 목표관리제 적용기업들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배출권거래제 적용여부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여부를 통제변수는 화석연료 가격과 국가 GDP를 사용하였다. 배출

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순 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

분 분석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순 감축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

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였고, 배출권거래제 기간과 매출액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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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항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에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였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

였음을 밝혔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기간과 대기업 계열사의 상호작용항

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였

지만,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의 배출량 차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엽 외(2017), 오형나 외(2018), 손인성 외(2019)는 각각의 연구보고

서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효과 분석, 제1차 계획기간

(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성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대한 운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상엽 외(2017)는 2015∼2016년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 측면에서 국내 배출권 총 공급구성을 정의하고 이를 총수요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장규모 및 작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종별 거래 현

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의 감축역할은 이행연도를 거듭

할수록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이행연도 정산결과 총

할당량이 총 배출량 이내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 도입 고유

의 취지가 진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특정 업

종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은 향후 운영과정상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부

각하였으며 배출권 총수급 균형 과정에서는 KOC(Korean Offset Credit)

와 추가할당 및 취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형나 외(2018)는 2013∼2017년 국내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배출권거

래제 할당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

는지, 할당기업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저탄소투자 유인 효과

가 있었는지를 주제로 제도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론은 차

분모형(first difference model)을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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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탄소집약도(에너지 소비 당 배출량 및 매출액 당 배출량)를 설정

하였고 설명변수는 배출권거래제 관련변수(할당기업 여부, 할당시점, 배

출량 대비 잉여배출권 비율), 기업의 에너지 집약도(매출액 당 에너지 소

비량), 기업의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비중, 기업 특성변수(대기업/중소

기업 더미, 매출액, 매출액 대비 이윤비중, 노동자당 고정자산 비율, 매출

액 대비 부채비중)을 사용하였다. 탄소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배

출권거래제 관련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난 감축부담과 에너지 집약도 변수는 이론과 반대되는 결

과12)로 추정되었다. 매출액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관련 이론과 동일한 결과가 분석되었다. 탄소집약도(에너지 소비 당 배

출량)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석에서도 배출권거래제 관련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저탄소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 열에너지, 전력 비중 등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가져 저탄

소 에너지원의 비중 변화가 탄소집약도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

였다. 또한 매출액 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정의한 탄소집약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 더미가 음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또한 감축부담 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가져 할당량보다 예측

하는 배출량이 커 할당량 부족으로 감축부담이 예상될 때 기업이 매출액

당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손인성 외(2019)는 2015∼2017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을 대상

으로 온실가스 감축성과 분석, 배출권 시장 효율성 평가,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업종별로 에너지 사용량, 매출액, 자본의 대리변수로써 조정유

형자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지는 관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개

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업종은 주요 변수들의 온실가

12) 감축부담 변수는 양의 계수, 에너지 집약도 변화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감

축부담 변수의 정의를 고려할 때 감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 기업은 배출량의 직간

접적인 감축유인이 존재하며, 에너지 집약도의 증가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감소를 의미하므로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오형나 외, 2018).



- 52 -

스 배출에 대한 영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철

강업종과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업종은 뚜렷하게 감축성과가 나타

났다.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은 제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거래시장이 효

율적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

후 기업의 재무상황은 악화되지 않았으며 다수 재무지표는 유의한 수준

에서 개선되었다. 다만 할당대상 업체와 비규제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이

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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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Abrell 

et al., 

2011

·2005∼2009년 

·EU ETS

대상기업

2,101개

·동태적 

패널모형 

·1차 계획기간 대비 2차 계획

기간이 기업별 온실가스 배

출 저감에 유의하게 큰 영향

을 미침(매출액, 종업원 수 

등 통제)

·초기할당량과 사후 탄소배출

량 간 유의한 상관관계 존재

·비금속 광물과 금속 업종이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 

발전부문은 배출량 감소효과

가 유의하지 않음

Anderson 

and

Di

Maria,

2011

·2005∼2007년

(EU ETS 1기)

·EU ETS

대상국가 25개

·동태적 

패널모형

·ETS가 시행되지 않음을 가

정한 가상의 baseline( 

counter-factual) 대비 온실

가스 배출 247MtCO2 저감

·경제활동 수준, 날씨, 에너지 

가격 통제, 관측이 되지 않

는 국가별 이질성 통제

Bel and 

Joseph,

2015

·2005∼2012년

·EU ETS

대상국가 25개

·동태적 

패널모형

·ETS가 시행되지 않음을 가

정한 가상의 baseline 대비 

온실가스 배출 295MtCO2

저감하였으나, EU-ETS 효

과로 인한 감축량은 34∼

41MtCO2

·경제침체로 인한 감축효과가 

EU-ETS 정책효과보다 크게 

나타남

·주요 에너지원의 소비량과 

에너지원별 가격을 설명변수

로 사용

표 9 배출권거래제의 환경성과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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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D e l a r u e 

et al.,

2008

·2005∼2006년

·EU ETS 대상

국가 단위

(10개 지역으로 

구분)

·시뮬레이션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을 통한 

감축성과 평가

·EU 발전 부문 온실가스 

2005년 88Mton, 2006년 

59Mton 감소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은 기업

에게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

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

환과 효율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가능

Ellerman 

and

Buchner,

2008

·2005∼2006년

·EU ETS 

대상국가

·counter-

factual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GDP 증

가와 탄소 집약도의 추세를 

반영하여 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U 전체 대상국가 2005년 

130∼200MtCO2 감축, 

2006년 140∼220 MtCO2

감축 효과 

Ellerman 

et al., 

2010

·2005∼2007년

·EU ETS

대상국가

·counter-

factual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GDP 증

가와 탄소 집약도의 추세를 

반영하여 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U ETS 1기 동안 약 

210MtCO2 감축효과 발생

ICF,

2016

·2005∼2012년 

(1차, 2차, 3차 

계획기간)

·EU ETS

27개국

·분해분석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였으나, 경제

성장과 배출량 증가의 상관

관계가 탈 동조화를 보임

·1995∼2012년 사이 기술발

전으로 인해 경제성장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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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소배출 사이의 관계가 약해

지고 있다는 결론 도출

·1차 137MtCO2, 2차 

187MtCO2, 3차 207MtCO2

감축

·생산지수, 냉난방도일, 강우

량, 에너지 가격 고려

J a r a i t e 

and Di 

Maria,

2016

·2003∼2010년

·리투아니아 EU 

ETS, non-EU 

ETS 대상기업 

약 5,000개

·성향점수매칭

·ETS 참여로 인한 CO2 배출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탄소 집약도는 다소 향상

·EU ETS가 참여기업의 수익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Klemetsen

et al., 

2016

·2001∼2013년

·노르웨이 EU 

ETS 대상기업

·성향점수매칭

·ETS 2기에 노르웨이 사업장

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

타남

·탄소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부가가치와 생산성은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과다

한 무상할당 때문일 수 있

고, 소비자에게 한계감축비

용을 전가했을 가능성 존재

W a g n e r 

et al., 

2014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EU ETS 

프랑스 5,957개 

대상기업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2005년 ETS 도입 이후 평

균 15∼25% 온실가스 감축

김지태,

2019

·2014∼2017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대

상기업 중 130

개

·이중차분법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순 감축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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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2010∼2017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대

상기업  총 

130개(유가증

권 시장 등록)

(석유화학 32

개, 철강 18개, 

반도체 16개 

등)

·고정효과모형

·매출액이 높아진 기업은 

ETS도입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

·ETS 도입이후 대기업계열사

가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온

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

·다만, 대기업계열사와 중소·

중견기업 배출량 차이 감소

박범웅,

2019

·2012∼2017년

·목표관리제, 

배 출 권 거 래 제 

대상업체

·확률효과모형

·이중차분법

·직접규제 방식인 목표관리제

에서 시장기반 규제방식인 

배출권거래제로의 전환에 따

른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

출량 감소 효과 미확인

손인성 외,

2019

·2015∼2017년

·발전 부문, 산

업 부문 할당대

상기업

·고정효과모형

·분산비율검정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철

강,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

전자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

·1차 계획기간의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

설을 지지하지 않음

오형나 외,

2018

·2013∼2017년 

·2,512개 자료
·차분 모형

·배출권거래제 관련변수에서 

탄소배출량 변화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음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 변

화가 탄소집약도 개선에 영

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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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할당량 부족으로 감축부담이 

예상될 때 기업의 매출액 당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려고 

노력

유종민 외,

2017

·2007∼2015년 

기업별 불균형 

패널 자료

·6,192개 기업

(할당 4,812 비

할당 1,380)

·고정효과모형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약 200억톤 감축

·전반적으로 산업군은 온실가

스 저감효과 존재

·철강, 반도체 등 업종은 저

감효과 유의하게 발생

·비할당부문 및 발전업종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저감 

효과 없음

·일부 업종과 비할당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확인

이세림 외,

2017

·2012∼2015년

·국내 목표관리

제, 배출권거래

제 대상기업

·z-변형 

정규화 방법

·업종별 배출량 상위 10% 업

체들만을 추출하여 업종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

체 배출량을 정규화하여 업

체 배출량이 업종별 평균 배

출량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

지 분석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의 영향 분석

·배출권거래제 해당기간이 2

년밖에 되지 않아 거래제가 

목표관리제에 비해 효과적인

지 확정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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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이상엽 외,

2017

·2015∼2016년

·국내 배출권거

래제 대상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 분

석

·배출량 증감

요인 LMDI 

분해분석 

·배출권거래제 감축역할은 이

행연도를 거듭할수록 지속 

확대

·총할당량이 총배출량 이내에

서 충족

·특정 업종에 거래가 집중되

는 현상은 운영과정상 개선 

필요

·2010년 이후 에너지효율 개

선과 전원믹스 효과로 온실

가스 배출 증가 추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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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권거래제와 기업 경쟁력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은 배출허용량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업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설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투자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선택을 하더라

도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기업은 규

제준수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기업의 경쟁

력에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Jaffe et al.(1995)은 “경쟁력(competitiveness)”이라는 관점에서 환경규

제의 강화가 미국 제조업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시설의 해외유출

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쟁력의 측정지표로

순 수출자료를 사용하였고, 부문 단위의 통합된 자료를 사용하면 임금과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환율이 조정되기 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

기 때문에 기업 단위 세분화된 수준의 자료를 사용해야 이로 인한 문제

가 적다고 하였다. Krugman(1994)도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는 개별국가

가 경험한 “경쟁력 왜곡(competitiveness distortions)”을 보상하기 위해

환율이 시간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

할 수 있고, 국가와 기업 단위의 경쟁력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Demailly and Quirion(2008)은 미시적 수준에서 기업은 환경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으며 경쟁력의 약화는 구

체적으로 첫째, 생산성의 손실, 산업구조 재배치, 고용 손실과 오염 피난

처로의 누출 가능성 측면으로, 둘째, 국내 기업의 이윤이나 주식 가치의

손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Jaffe et al.(1995) 이후 다양한 국가들에서 세분화되고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고 방법론적으로 향상된 실증연구들이 있었으나, Dechezleprêtre

and Sato(2017)은 환경규제로 인한 경쟁력 영향을 측정하는 단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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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연구를 분석하여 엄격한 환경규제의 적용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표 10).

기업에 환경규제가 적용되면 기업은 1차적으로 비용 변화가 발생하고, 2

차적으로 생산량, 제품 가격, 투자에 관한 결정을 통해 규제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으로 인한 3차 효과는 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익성, 고

용, 시장 점유율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술 측면에서는 생산품과 공

정의 혁신, 공정효율 개선, 총요소 생산성(TFP)에 영향, 국제적인 측면

에서는 무역 흐름, 산업 입지 이동, 외국인 직접 투자(FDI), 환경 측면에

서는 오염물질 수준과 오염물질 집약도, 오염물질 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Horvathova(2010)는 환경규제/성과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37개 실증연구의 64개 결과에 대한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환경규제/성과

를 대리하는 지표선택의 합의가 없는 것과는 달리 기업성과를 대리하는

재무지표의 사용은 재무변수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소 다르더라도 환경규

제와 기업성과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매출액, 종업원수, 매출원가 비율,

영업이익률, ROA, 연구개발비를 사용한다. Balassa(1962) 기업의 경쟁력

※ 자료 : Dechezleprêtre and Sato, 2017

표 10 환경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단계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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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외국과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Anger and Oberndorfer(2008)는 ‘판매 능력’이라는 기업 경쟁력 정의를

인용하여 배출권거래제 영향 분석에서 매출액을 경쟁력의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 Chan et al.(2013), Dechezleprêtre and Sato(2017) 등도 매

출액을 배출권거래제의 기업경쟁력 분석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종업원 수

는 환경규제가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오염피난처가설 실증분석의 분

석항목으로 사용되었으며 Abrell et al.(2011), Commins et al.(2011),

Petrick and Wagner(2014)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였다. 표 10에서처럼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1차적으로 기업에 비

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에 Chan et al.(2013)은 원재료비(unit material cost)를, Abrell et

al.(2011)은 이익률(profit margin)을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오형나

외(2018)에서 사용한 매출원가율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ROA는 환

경성과와 기업성과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수익성 지표이며

Segura et al.(2014, 2018)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재무성과 측정항목으

로 ROA를 사용하였다. 특히 ROA는 포터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포터가설을 실

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기업의 혁신을 분석하기 위해 Jaffe and Palmer(1997), Martin et

al.(2013)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김수이

(2013)가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 분

석하였으나, 기업 단위의 분석이 아닌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표 11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EU

ETS와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목록화하였다.

Chan et al.(2013)은 2001∼2008년 EU ETS 대상 10개 국가의 5,873개

발전, 시멘트, 철강 업종을 대상으로 EU ETS 도입이 기업의 원재료비,

고용,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론은 고정효과 모형

을 사용하였고, 국가별 이질성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ETS는 발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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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재료비와 매출액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는 결과를 얻었

고 발전 외 시멘트, 철강업종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Wagner et al.(2014)은 EU ETS 1기(2005∼2007년)와 2기(2008년) 적

용을 받는 프랑스 5,9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ETS 시행에 따른 온실가

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문을 구분하여 성향점수 매

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고 ETS 2기

에 유의한 수준에서 수출량 변화는 없고, 약 8% 고용이 감소했다는 결

과를 얻었다.

Petrick et al.(2014)은 2005∼2010년 EU ETS 적용을 받는 독일 제조

업 기업을 대상으로 EU ETS가 독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방법론은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서는 EU ETS가 독

일 제조업의 고용, 생산, 수출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까지 할당대상기업의 매출액과 수출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Lutz et al.(2016)도 1999∼2012년 EU ETS 적용을 받는 독일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EU ETS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론은 최근접 이웃(nearest neighbor) 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적

용하였다. 분석 결과 EU ETS는 기업 생산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ETS 1기에는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산업에 따라 EU ETS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Joltreau and Sommerfeld(2019)은 기업 단위로 실시한 EU ETS 실증

연구들을 분석하여 EU ETS가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는 첫째로 과다할당으로 인하여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였고 배출권 구입비용이 절감되며 배출량 감축에 대한 유

인이 감소하고, 둘째 무상할당은 일부 부문(특히 발전)에서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달하여 횡재이익(windfall profit)이 발생하였다. 셋째, EU ETS

대상 제조업은 다른 국가 대비 평균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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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EU ETS로 인한 기술혁신의 작지만 유의한 효과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근 실증연구가 시작되는 상황으

로 김길환 외(2016)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가치 변화 분석

에서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항목으로 원가 경쟁력, 수익성,

매출, 시장 점유율 등을 분석하였고, 사건 연구에서는 평균비정상수익률

(MAR), 누적평균비정상수익율(CMAR)을 분석하였다. 오형나 외(2018)는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생산비용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혔고, 제도 시행 이후 연구개발비 부문에서는 투자

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손인성 외(2019)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

후, 기업의 총자산이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으

나, 회귀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와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아직 다

수의 연구가 누적되지 않아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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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Abrell et 

al., 2011

·2005∼2009년 

·EU ETS

대상기업

2,101개

· 최근접

이웃방법

·EU ETS 시행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약 

0.9% 고용 감소 발생

·비철금속, 금속 업종 고용감

소에 의한 영향이 큼

* 규제대상기업의 고용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EU 

ETS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을 규명한 것은 아님

·과다할당업체와 과소할당업

체를 구분하여 분석, 할당부

족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Anger

and

Oberndor

fer, 2008

·2004∼2005년

·독일 EU ETS

419개 대상기업

· OLS

· 2SLS

·무상할당에 초점을 맞춰 분

석

·무상할당 비율과 매출과 고

용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

Chan 

et al.,

2013

·2001∼2009년 

·EU 10개 국가 

발전, 시멘트, 

철강 5,873개 

업체 

·이중차분법

·고정효과모형

·발전부문의 원재료비와 매출

액에 긍정적 영향

- 1기 원재료비 5%, 2기 8% 

증가

- 2기 매출액 30% 개선

·시멘트, 철강업종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음

Commins 

et al.,

2011

·1996∼2007년

·EU ETS 대상

기업

·1차 차분분석

·ETS 참여와 고용, 투자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함

·TFP와 자본수익률은 ETS 

참여기업이 더 낮게 나타남

표 11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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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Demailly 

and

Quirion,

2008

·EU ETS iron 

and steel 

industry

·시나리오 분

석

· ETS 참여로 인한 철강산업

의 경쟁력(생산, 수익성) 저

하는 낮음

J a r a i t e 

and

Di Maria, 

2011

·EU ETS pilot 

phase

(1996∼2007년 

자료)

·발전부문 대상

·계량분석

·탄소가격신호가 불안정했음

에도 효율개선에 긍정적 영

향

·생산성 변화도 유사한 결과

L o f g r en 

et al.,

2014

·2002∼2008년

·스웨덴 제조업
·이중차분법

·EU ETS가 탄소저감기술에 

투자하려는 기업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L os c he l 

et al.,

2016

·2003∼2012년

·독일 제조업

·이중차분법

·최근접이웃방

법

·EU ETS는 기업 생산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계획기간 1년은 생산성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산업에 따라 EU ETS가 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 상이

Lutz 

et al.,

2016

·1999∼2012년 

·독일 규제대상 

기업

·이중차분법

·EU ETS가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없음

·ETS 1기에는 생산성에 긍정

적인 영향

·ETS 효과는 산업 전반에 걸

쳐 이질적

Petrick

et al.,

2014

·2005∼2010년 

·독일 규제대상 

기업

·이중차분법

·EU ETS가 독일 제조업에 

미친 영향에서 고용, 생산

(gross output), 수출경쟁력 

저하가 발견되지 않음

·2기 전반부(2010년까지)에 

대상기업의 매출액과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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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음

Segura et 

al., 2014

·2005∼2010년 

·EU ETS 대상 

스페인 

대상기업 745개

·분위회귀분석

·기업 활동 효율성의 증가는 

잉여 배출권의 감소로 이어

짐, 이는 효율성이 좋은 환

경성과와 관련이 없음을 나

타냄

·잉여 배출권이 감소할 경우 

회사 수익성이 증가

·EUA 가격이 배출량을 줄이

는 기업에게 비용 이점을 창

출할만큼 충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Segura et 

al., 2017

·2005∼2016년 

·EU ETS 대상 

스페인 777기

업

·분위회귀분석

·EU ETS 1기에는 환경성과

와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간 

관계가 약했고 특히 생산성

은 유의하지 않음

·EU ETS 2기와 3기에는 정

책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환

경성과가 높은 기업이 생산

성(Asset Turnover 

Rotation, ATR)과 수익성

(Return on Assets, ROA)이 

높았음 

Wagner

et al., 

2014

·EU ETS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2008

년)

·프랑스 5,957

개 사업장

·이중차분법

·성향점수

매칭법

·2차 계획기간에 유의한 수출

량 변화는 없음

·2차 계획기간에 8% 고용 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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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연구 범위 방법론 주요 결과

손인성 외,

2019

·2015∼2017년

·발전 부문, 산

업 부문 할당대

상기업

·이중차분법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기

업의 재무상황은 유의한 수

준에서 개선되었으나, 정책

의 순 효과는 유의하게 확인

되지 않음

·재무성과

- 매출, 매출증가율, 제조원

가, 제조원가증가율, 제조

원가율, 총자산, 영업현금

흐름, 총부채, 부채비율, 

순수익, 자산수익률, 종업

원수

오형나 외,

2018

·2013∼2017년 

·2,512개 자료
·1차차분 모형

·1차 계획기간동안 기업의 생

산비용의 유의한 변화는 없

음

·연구개발비 부문에서는 배출

권거래제 시행 이후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생산비용, 연구개발비

전선식,

2019

·2013∼2017년

· 배출 권 거 래 제 

대상 기업, 비

대상 기업(목

표관리제 대)

·이중차이분석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수

익성, 성장성, 생산성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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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차별성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환경성과와 경제적 영향에 대

한 실증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로 선행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

획기간의 전부 혹은 일부 자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기업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에서 일부 업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었음을 밝혔으나, 자료의 부족

으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의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배출권거래

제 이후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 즉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에 각각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였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

력에 미친 영향은 아직 다수의 연구가 누적되지 않아 일관된 결론을 도

출하기 곤란하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를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으로 구분하여 계획기

간별 차등화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이전 명령강제적 규제수단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되었음에 주목하여 목표관리제 감축효과를 통제하여 배출권거래제의

계획기간별 감축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내연구는 주로 정

태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동태적 패널모형을 사용

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GMM 추정법을 활용하

여 종속변수의 시차(time lag)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간접배출 할당은 국내 배출권거래제만의 특수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실증연구가 거의 없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전력

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에 포함하였으나, 간

접배출 할당이 기업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제1

차 계획기간에는 간접배출 감축률을 80%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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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감축효과를 각각 분석하

고, 직접배출 대비 간접배출 비율을 분석하여 제도설계의 특수성으로 인

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

출과 감축 특성이 업종별로 상이한 만큼 산업부문 내에서 에너지소비 특

성을 고려하여 업종그룹별 모형을 설정한다.

이 연구는 배출권거래제가 할당대상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배출권거래제 전후를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할당대상기업(실험집단)과 미할당기

업(비교집단)의 재무자료를 활용하고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여 배출권거

래제의 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기존의 이중차분모형 연구에서는 자료

선정에 대한 가설검정이 부족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모형의 핵

심가정인 평행추세가설(parallel-trend) 검정을 통해 정책시행 이전에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시계열 유사성을 확인하고 시계열 유사성이 확인되

는 지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기존의 이중차분모형 분석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최초로 시행된 동일시점(2015년)에 모든 할당대상기업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제1차

계획기간, 제2차 계획기간 모두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기업그룹과 제

2차 계획기간에 배출권거래제도에 새로이 추가된 기업그룹을 구분하여

순 효과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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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직

접배출, 간접배출 감축의 차이로 나타나는 배출구성 변화, 기업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8의 분석틀을 활용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와

같은 직접규제 정책과 비교할 때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효율적인 제도이고, 할당대상 기업이 배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연성을 가진 제도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배출량을

감소하는 기술혁신 유인을 가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정부는 기

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만

가지게 된다.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면 개별기업의 감축비용곡선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업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한계감축비용이 일

치하는 지점까지 배출권이 거래된다. 하지만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

상 업체는 여전히 배출권거래제도가 비용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와 온실가

스 배출구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 제도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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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강점) 비용효과적감축, 효율성, 유연성, 기술혁신

기업1

감축비용부담

(단기) 에너지효율개선,
설비투자, 에너지전환
(장기) 기술혁신

자발적
거래

한계감축비용일치

온실가스감축효과(연구1, 2)

·온실가스배출총량

·온실가스배출구성

(직접배출vs. 간접배출)

기
업

정
부

배출허용총량설정
↓

기업별배출권할당

기업2

감축비용부담

(단기) 에너지효율개선,
설비투자, 에너지전환
(장기) 기술혁신

경쟁력변화(연구3)

·매출액, 매출원가, ROA

·종업원수

·연구개발비

그림 8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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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자료와 방법론

제 1 절 분석자료

1. 온실가스 배출 추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

체13)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산정보고서(이하 명세

서)를 그림 9의 산정·보고 체계 내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는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

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검증기관의 제3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환

경부, 2016).

명세서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

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고, 법인단위, 사업장단위, 배출시설 및 배

출활동별로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유형은 직접배

출과 간접배출로 구분한다. 대상기업은 배출시설의 규모와 세부 배출활

동의 종류에 따라 최소 산정등급(Tier)를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

스 배출활동은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

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명세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연

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비용, 매출액, 자본금, 지정업종, 할당대상여부,

13) 관계법령상 목표관리제 적용기업은 “관리업체”, 배출권거래제 적용기업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기업”으로 통칭하고, 할당대상업체

는 “할당대상기업”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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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여부 등이 있다. 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온실가스종

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연도별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목록을 제공하여 대상기업별로 감축정책의 최초 지정연도

를 알 수 있다.

※ 자료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6)

그림 9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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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따라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시기는 다르게 결정된다. 표 12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별로 온

실가스 감축정책의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나타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

이 배출하는 그룹 A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배

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할당대상기업으

로 전환된 사례이다. 명세서 자료에서는 537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

룹 B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는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였다가

기업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에 할당대상기업

으로 지정된 사례로 74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C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룹 A, 그룹 B에 비해 적어 목표관리제에 적용되는

사례로 420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14)

이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질문에 따라 분석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

하고 분석범위를 설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배출

구성 변화 분석에서는 그룹 A를 대상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분석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로 할당대상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에 차등화된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주요 관심질문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을

14) 이 연구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된 경우, 다수 사업장을 합산

하여 법인단위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실제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수와는 상이하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

업

수

구

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A 목표관리제 →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537

B 목표관리제 → 거래제 2차 계획기간 74

C 목표관리제 420

표 12 온실가스 감축정책 적용시기별 대상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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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과 미할당기업(비교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순 효과를 추정하고, 할당대상기업 내에서도 계획기간별 적용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전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인 그

룹 A와 그룹 B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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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배출 총량

그림 10과 표 13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와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사용한(표 12 그룹A) 할당대상기업의 온

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나타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정책이 시

행되기 전인 2011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에 목표관리제하에서 감축노력

이 시작된 2012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이후 2016년까지 증감을 반

복하다, 2017년에 들어 배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총 배출량이 7억톤을 상

회하였다. 이후, 2018년까지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

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인 2019년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의 배출량 또한 2011년까지 급격히 증

가하고 2014년까지 둔화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최

초연도인 2015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8년까지 배출량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2019년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는 추이를 나타낸다.

국가 총배출량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은 대체적으로 추

세가 유사하나,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의 모든 배출원을 포함하지 않고 양

통계의 작성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률은 다소 차이가 나타

15) 2019년 배출량은 잠정 배출량을 사용하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도자료, “온실가스 배

출량 2018년 2.5% 증가, 2019년 3.4% 감소”, 2020. 9. 29

그림 1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NIR)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ETS) 온실

가스 배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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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림 11와 표 13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의 부문별 배출량을

나타냈다. 산업부문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배출량이 감소한 이후

2010년과 2011년 배출량이 급증하였다. 2014년까지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최초연도인 2015년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7년부

터는 다시 배출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발전부문은 2013년까지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다 2014년에 감소세로 전

환되어 2015년까지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는 다시 배출량이 급격히 증

가하였고, 2019년에 들어 다시 배출량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건물부문

은 2012년까지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4

년까지 감소하였으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제2

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인 2019년에 들어서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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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업부문, 발전부문, 건물부문 할당대상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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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부문 직접배출, 간접배출

직접배출(Scope1)은 인간의 활동에 수반하여 조직경계 내에서 직접적

으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배출의 예로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기원 배출과 공정과

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에서 발생하는 비에너지 기원의 온실가스 배출이

있다.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

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그림 12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적용되는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의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추이를 나타냈

다. 직접배출은 금융위기 전후로 배출량 등락이 있었고, 2014년까지 배출

량이 증가하다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감소하였다. 제1차 계

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인 2017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간접배출도 2014년까지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2015년, 2016년에 배출량

증가추세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

환되었고, 2019년에는 간접배출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12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 직접배출, 간접배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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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가

총배출량
국가 579 592 597 656 682 686 695 689 690 694 709 728 703*

분석대상

기업 수

전체** 366 389 436 463 516 538 543 543 543 543 542 540 537 

산업 293 308 336 348 382 394 396 396 396 396 395 393 390 

발전 26 29 34 34 37 39 42 42 42 42 42 42 42 

건물 26 29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온실가스

배출총량

전체** 433 451 464 513 552 561 574 582 567 570 582 592 579 

산업 233 244 236 260 282 283 285 301 297 296 300 305 307 

발전 186 193 213 235 252 259 269 256 245 254 263 267 252 

건물 2 3 3 4 4 4 4 4 4 4 4 4 4 

*  잠정 배출량(자료 : 2020. 9. 29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도자료)

** 폐기물, 항공 업종 포함

표 13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 백만톤CO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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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특성 및 가격 자료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배출구성 분석에서 사용

한 설명변수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에너지원단위와 국가 거

시상황을 나타내는 GDP, 에너지원별 가격이다. 또한 배출권 가격을 설

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림 13은 분석에서 사용한 에너지원별 가격이다.

생산자물가지수의 기준가격은 2015년이기 때문에 2015년 100을 기준으

로 시간에 따른 에너지원별 가격의 등락을 보여준다. 2015년 이후 석탄

과 석유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스 가격은 하락하였다. 산업용

전력가격은 2014년 이후로 고정되었다. 그림 17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

후, 배출권 가격을 나타냈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이후 지속 상승하였

으며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설명변수 통계는 표 14에 나타냈다.

그림 13 에너지원별 가격 추이

그림 14 배출권 가격 추이(KAU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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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전체 731 903 878 1,054 1,239 1,305 1,307 1,295 1,171 1,104 1,153 1,224 1,234 

산업 580 696 681 823 981 1,024 1,026 997 897 843 900 961 961 

발전 81 100 93 118 135 158 164 173 152 145 141 150 154 

건물 55 91 88 94 97 99 94 101 99 92 88 87 91 

에너지

원단위

(평균)

전체 0.28 0.25 0.25 0.27 0.24 0.23 0.27 0.24 0.24 0.26 0.26 0.26 0.24 

산업 0.17 0.15 0.15 0.14 0.13 0.13 0.14 0.12 0.13 0.13 0.13 0.13 0.12 

발전 1.67 1.53 1.50 1.52 1.38 1.25 1.49 1.18 1.32 1.50 1.44 1.43 1.35 

건물 0.03 0.02 0.03 0.03 0.03 0.09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에너지

원별가격

석탄 49 45 108 98 126 121 124 117 100 88 116 125 121 

석유 74 113 96 112 147 163 145 139 100 91 111 131 136 

가스 77 84 93 99 108 115 120 128 100 75 80 77 82 

전력 62 63 70 74 78 87 95 101 100 100 101 101 101 

배출권 가격 전체 0 0 0 0 0 0 0 0 11.3 17.9 21.4 22.5 30.1 

GDP 전체 1,286 1,325 1,336 1,427 1,479 1,515 1,563 1,613 1,658 1,707 1,761 1,812 1,849 

표 14 기업 특성자료, 가격 자료, GDP 추이  

      

[단위 : 매출액(조), 에너지원단위(십억 원/TOE), 에너지 가격(2015=100), 배출권 가격(천 원), GDP(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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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재무자료 추이

이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외 기업의 재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KIS-value 시스템 상 기업의

재무정보를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의 법인번호와 업체명을 이용하여 매

칭하였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TS2000 시스템을 통

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료를 수집하였다. KIS-value와 TS2000 시스템

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포함하여 외부감사대상 법인 자료

를 제공한다.

기업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이중차분모형 설계를 위해 할당대상기업(실

험집단)과 미할당기업(비교집단)을 포함하는 표본을 선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시장이라는 유사성을 가지는 2007∼2019년 코스피, 코스

닥 상장기업 1,365개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해당기업의 재무자료를 수집

하였다. 기업의 경쟁력 분석항목으로는 매출액, 매출원가, 총자산이익률,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다. 그림 15, 16과 표 15에서는 2007∼

2019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과 미할당기업의 재무자료와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의 평균 흐름을 나타냈다.

매출액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

으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의미한다. 손

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에누리와 매출환입을 차감한

순 매출액을 표시한다. 매출액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대표하는 변수로

Anger and Oberndorfer(2008)는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분

석에서 기업의 판매능력을 대리하는 변수로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기업

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온실가스 배출구성변화 분석에서 사용한 매출액

은 KIS-value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KIS-value상 자료가 제공

되지 않는 기업은 명세서에 할당대상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입한 매출액

자료를 사용하였다.16)

16) KIS-value 자료가 없는 할당대상기업은 주로 폐기물 부문과 건물부문의 대학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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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판매된 상품의 생산원가와 구입가액을 의미한다. 제조업에서 매출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의 합계액과

상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제비용을 의미한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원가에

매출액을 나누어서 산출하였고,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기업의 생산비용에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ROA)은 경영성과 분석에서 기업의 수

익성을 대표하는 지표이며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

다. 산출식을 살펴보면 총자산이익률은 총자산회전율과 매출액순이익율

이 포함되어 기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활동성을 고려한 경영성과 측정

수단임을 알 수 있다(조성택, 2017).17)

종업원 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 할당대상기업의 고용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종업원 수는 기업의 대표이

사,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수를 의미한다.

연구개발비는 사업보고서상 주석사항에서 무형자산개발비와 당기비용

처리비로 구분하여 보고된다.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No.9에서는 기업은 연구단계에서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

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본다. 반면 개발단계에서의

지출은 제품 생산에 있어서 연구단계보다 진전된 상황이고, 미래의 경제

적 이익이 창출될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선택적 자산처리법을 사용

하여 미래에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기대되는 연구개발비만을 자산으로 계

상하고, 미래에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기대되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처

리한다. 다만 선택적 자산처리법은 실제 기업실무 적용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적 회계처리가 곤란한 단점이 존재한다(김명종

17)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당기순이익/매출액)×(매출액/연평균총자산)=

    (매출액순이익율×총자산회전율)=매출액순이익율(수익성)×총자산회전율(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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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4). 이 연구에서는 무형자산과 당기비용을 모두 포함한 연구개발

비 총액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여 배출권거래제 이후 기업의 혁신이 있

었는지 살펴본다.

기업 특성변수로는 기업 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자산을 사용하였고,

자산은 기업 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또한 경영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본적 지출, 부채비율, 광고선전비 등을

사용하였다. 자본적 지출은 재무제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하위항목의 합계액을 사용하였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위험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자산 대비 부채로 산출하였고 경

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용된다(Iwata and Okada,

2011). 경영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McWilliams and Siegel(1997)은

광고선전비와 연구개발비 사용하였고, 광고선전비는 타 상품과의 차별화

와 소비자들이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신호가 된다. 연구개발비는 배

출권거래제로 인한 기업의 혁신을 대리하는 지표로 사용됨과 동시에

ROA 분석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

다. 분석에서 사용한 재무자료들은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디플레

이터를 사용하여 물가 영향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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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할당대상기업(ETS)과 미할당기업(non-ETS)의 평균 로그 매출액, 매

출원가비율, R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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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할당대상기업(ETS)과 미할당기업(non-ETS)의 평균 로그 종업원 수, 

로그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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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업 수
ETS 214 214 214 214 214 214 214 214 214 214 214 214 214

non 1,151 1,151 1,151 1,151 1,151 1,151 1,151 1,151 1,151 1,151 1,151 1,151 1,151

매출액
ETS 6.24 6.47 6.40 6.59 6.67 6.68 6.66 6.67 6.60 6.51 6.54 6.58 6.61 

non 3.84 4.02 4.01 4.22 4.28 4.31 4.33 4.37 4.38 4.39 4.40 4.41 4.47 

매출원가율
ETS 84.2% 84.5% 83.7% 82.8% 84.2% 84.6% 85.3% 85.3% 84.3% 83.1% 83.1% 84.4% 84.7%

non 75.9% 75.9% 75.8% 75.8% 77.3% 77.8% 78.4% 78.4% 78.3% 77.8% 78.1% 78.9% 78.9%

ROA
ETS 3.1% 1.4% 4.8% 5.7% 3.7% 3.0% 1.8% 2.2% 1.3% 2.7% 3.6% 3.0% 0.6%

non 2.4% 1.6% 3.4% 4.3% 2.7% 2.8% 2.1% 1.4% 2.1% 1.4% 0.5% -1.5% -1.4%

종업원수
ETS 6.64 6.67 6.67 6.72 6.78 6.82 6.84 6.85 6.84 6.84 6.83 6.79 6.77 

non 4.97 4.99 5.03 5.11 5.17 5.21 5.24 5.28 5.27 5.28 5.29 5.28 5.27 

연구개발비
ETS 1.26 1.31 1.39 1.35 1.35 1.58 1.62 1.63 1.63 1.60 1.67 1.69 1.82 

non 0.46 0.51 0.49 0.57 0.62 0.63 0.62 0.72 0.70 0.72 0.66 0.64 0.76 

표 15 2007∼2019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과(ETS) 미할당기업(non-ETS; non)의 평균 매출액, 매출원가율, ROA,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매출액, 종업원수, 연구개발비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

                                                                

[단위 : 매출액(십억 원), 연구개발비(십억 원), 종업원 수(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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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 및 기술통계

1. 온실가스 감축효과, 배출구성 변화 분석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배출구성 변화 분석에서는 2007

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인 2019년까지 할당

대상기업 537개의 연간 실증자료를 사용하였다. 2007년 자료부터 사용한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는 목표

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제3자 검증을 거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자료가 2007년부터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며 2019년까지를 분석대상기간

으로 한정한 것은 2019년 자료가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이기 때문

이다.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초 보고연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불

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연구 1)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종속변수

로, 배출구성 변화 분석(연구 2)에서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18)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표 16에 나타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계획기간별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19년까지)으로 구분

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목표관리제 효과를 구분하기 위하여

2012∼2014년 목표관리제 적용기간을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배출권거

래제 시행기간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배출권 가격에 대한 온실가스 감

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별 KAU 가격을 연도별로 평균하여 배출권

가격 변수를 산출하였다.

기업 특성변수로는 매출액과 에너지원단위를 사용하였다. 매출액은 ㈜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기업별 매출액에

18) 기업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자료는 웹상에 공개되지 않으며, GIR을 통해 확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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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디플레이터(deflator)를 적용하여 물가 영향을 제

거하였다. KIS-value에서 매출액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명세서에 보고한 매출액 자료를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물가 영향을 제

거하였다.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소비량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

다. 에너지소비량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

용하였다.

국가 거시상황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5년 실질가격 기준 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에너지원별

가격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에너지 가격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에너지원별 가격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분석모형별로 설명변수를 산출하였다. 온실가스 감

축효과 분석(연구 1)에서는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가스 지수를 생산자

물가지수 ‘에너지’19) 항목으로 나누어 국내 전체 에너지 가격 대비 특정

에너지원의 상대가격을 산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 분석(연구

2)에서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석

탄, 석유, 가스 지수에 전력 지수를 나눈 전력 상대가격을 산출하였다.

다만, 건물부문 분석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특성을 고려하여 통계

청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에너지 가격을 사용하였다.

표 17과 표 18은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냈다.

19)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

는 통계로서 경기 동향 판단지표 등으로 이용된다. 에너지는 특수 분류에 포함되고 에너지 상

세 조사항목은 석유제품 및 석유가스, 전력, 도시가스, 증기 등이다.



- 91 -

범주 변수명 변수 설명 출처

배

출

량

온실가스 배출총량 기업 단위 총 배출량 GIR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한 배출량 GIR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전기, 열 소비로 인한 배출량 GIR

직접 대비 간접배출 간접배출량/직접배출량 GIR

ETS

2012∼2014년 목표관리제(해당기간=1) -

2015∼2017년 제1차 계획기간(해당기간=1) -

2018∼2019년 제2차 계획기간(해당기간=1) -

배출권 가격 연도별 평균 KAU 가격 GIR

기업

특성

매출액 물가 영향 제거 GIR,NICE

에너지원단위 에너지 소비량/매출액 GIR,NICE

거시

상황
GDP 2015년 실질가격 한국은행

에너지

가격

석탄가격(전체 대비) 석탄코크스 지수/에너지 지수 통계청

석유가격(전체 대비) B-C유 지수/에너지 지수 통계청

가스가격(전체 대비) 산업용도시가스 지수/에너지 지수 통계청

석탄가격(전력 대비) 석탄코크스 지수/산업용전력 지수 통계청

석유가격(전력 대비) B-C유 지수/산업용전력 지수 통계청

가스가격(전력 대비) 산업용도시가스 지수/산업용전력 지수 통계청

표 16 온실가스 분석모형 변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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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단위) Mean Std.Dev Min Max

온실가스 총배출량(tCO2e) 1,080 5,420 0.01 83,183 

온실가스 직접배출량(tCO2e) 909 5,270 0.00 79,480 

온실가스 간접배출량(tCO2e) 171 472 0.01 7,146 

직접 대비 간접배출 50 412 0.00 9,235 

에너지원단위(십억 원/TOE) 0.25 0.53 0.00 6.96 

매출액(십억 원) 2,499 8,507 0.14 163,364 

배출권 가격(천 원/KAU) 8.6 10.9 0.0 30.1 

GDP(조) 1,582 175 1,286 1,849 

석탄가격(전체 대비) 1.02 0.20 0.47 1.24 

석유가격(전체 대비) 1.17 0.13 0.91 1.36 

가스가격(전체 대비) 0.92 0.09 0.77 1.06 

석탄가격(전력 대비) 1.19 0.25 0.72 1.61 

석유가격(전력 대비) 1.39 0.30 0.91 1.89 

가스가격(전력 대비) 1.11 0.25 0.76 1.38 

표 17 온실가스 분석모형 기술통계량(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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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

변수명(단위) Mean Std.Dev Min Max

온실가스 총배출량(tCO2e) 753 4239 0.08 83,183 

온실가스 직접배출량(tCO2e) 549 3968 0.00 79,480 

온실가스 간접배출량(tCO2e) 204 523 0.08 7,146 

직접 대비 간접배출 56 418 0.00 9,235 

에너지원단위(십억원/TOE) 0.13 0.19 0.00 1.59 

매출액(십억원) 2,402 8,728 0.70 163,364 

<발전 부문*>

변수명(단위) Mean Std.Dev Min Max

온실가스 총배출량(tCO2e) 6,379 13,438 0.01 59,734 

온실가스 직접배출량(tCO2e) 6,279 13,443 0.00 59,648 

온실가스 간접배출량(tCO2e) 101 428 0.01 3,720 

직접 대비 간접배출 1.01 6.68 0.00 92 

에너지원단위(십억원/TOE) 1.41 1.07 0.00 7 

매출액(십억원) 3,656 9,435 0.14 59,513 

<건물 부문>

변수명(단위) Mean Std.Dev Min Max

온실가스 총배출량(tCO2e) 120 156 17 807 

온실가스 직접배출량(tCO2e) 23 22 2 128 

온실가스 간접배출량(tCO2e) 97 137 11 685 

직접 대비 간접배출 4.73 5.28 0.94 43 

에너지원단위(십억원/TOE) 0.08 0.39 0.00 3.92 

매출액(십억원) 4,105 7,051 3.84 28,631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업종 포함

** 배출권 가격, GDP, 에너지원별 가격은 전체 분석모형과 동일

표 18 온실가스 분석모형 기술통계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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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경쟁력 분석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경쟁력 변화 분석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9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선정하고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

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 214개를 실험집단으로 미할당기업

1,151개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이중차분모형을 구성하였다.

배출권거래제가 할당대상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종속변수로 매출액, 매출원가비율, ROA와 같은 기업의 재무변수와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다. 기업의 재무변수와 종업원 수는 나

이스신용평가정보(NICE)의의 KIS-valu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

고, 연구개발비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

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표 19에 나타냈다.

이중차분모형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명변수

로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과 할당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사용

하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기간이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인 만큼 배출권거래제 적

용시기를 2015년 이후와 2018년 이후로 구분하고, 할당대상기업을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기업과 제2차 계획기간에만

포함되는 기업으로 구분한 이중차분모형의 확장모형을 구성하여 계획기

간별, 할당대상기업 그룹별 구분된 순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업 특성변수로는 자산, 부채비율, 자본적지출, 매출액 증가율, 광고선

전비를 사용하였다. 또한 ROA 분석에서는 연구개발비도 설명변수로 사

용하여, 기업의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순 효과를 분석하였다. 매출액, 연구개발비, 자산, 부채, 자본적지

출, 광고선전비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물가영

향을 제거하였다.

표 20은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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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변수명 변수 설명 출처

기업

경쟁

력

매출액 물가영향 제거 NICE

매출원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NICE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순이익/자산 NICE

종업원 수 기업의 정규직원수 NICE

연구개발비 무형자산개발비+당기비용처리 TS2000

ETS

2015∼2019년 배출권거래제 시행(해당기간=1) -

할당대상여부 전체 할당대상기업(해당기업=1) -

기간변수×할당대상 할당대상기업 실제 감축연도=1 -

ETS
(계획

기간

구분)

2015∼2017년 제1차 계획기간(해당기간=1) -

2018∼2019년 제2차 계획기간(해당기간=1) -

할당대상여부(1) 제1차,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기업 -

할당대상여부(2)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기업 -

기간변수×할당대상 할당대상기업 실제 감축연도=1 -

기업

특성

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합계 NICE

부채비율 부채/자산 NICE

자본적지출 자본적지출*/매출액 NICE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전 연도(t-1) 매출액 NICE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매출액 NICE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하위항목의 합계액

** 매출액, 연구개발비, 자산, 부채, 자본적지출, 광고선전비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deflator를 사용하여 물가영향 제거

표 19 기업 경쟁력 분석모형 변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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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단위) Mean Std.Dev Min Max

매출액

(십억원)

ETS 3,371 11,156 0.04 163,364 

non-ETS 191 831 0.00 22,848 

매출원가비율

(×100%)

ETS 0.84 0.15 0.00 2.87 

non-ETS 0.77 0.75 0.00 83 

총자산이익률

(×100%)

ETS 0.03 0.09 -0.80 1.42 

non-ETS 0.02 0.19 -6.30 3.25 

종업원 수

(명)

ETS 3,318 9,591 6.00 104,833 

non-ETS 306 607 1.00 12,057 

연구개발비

(십억원)

ETS 140 946 0.00 17,204 

non-ETS 6.11 23.69 0.00 977 

자산

(십억원)

ETS 4,057 13,166 0.06 218,309 

non-ETS 243 1,182 0.03 37,547 

부채비율

(×100%)

ETS 0.46 0.20 0.00 1.58 

non-ETS 0.42 0.24 0.00 6.53 

자본적지출

(×100%)

ETS 0.82 34 0.00 1,740 

non-ETS 0.37 14 -0.06 1,428 

매출액증가율

(%)

ETS 0.44 14 -1.00 666 

non-ETS 0.51 19.48 -1.00 1,724 

광고선전비

(×100%)

ETS 0.01 0.20 0.00 9.14 

non-ETS 0.02 0.43 0.00 33 

표 20 기업 경쟁력 분석모형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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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법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무자료는 횡단면 특성과 시계열 특성을

모두 포함한 패널자료이다. Baltagi(1995), Hsiao(2003)는 패널자료 분석

은 첫째, 관찰되지 않는 개별단위의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하므로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통제하여 모

형설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에 영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구축하였다 하더라도 관찰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정된 회귀계수의 정확

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시간적 동태성과 개체들의 고유성에 대한 많

은 정보를 포함하여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패널

분석은 인간의 복잡한 행태에 대한 모형설정과 가설검정을 가능하게 하

고, 특히 기술적 변화와 규모의 경제와 같은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고 하였다(Baltagi, 1995).

패널모형은 정태적 패널모형(static panel model)과 동태적 패널모형

(dynamic panel model)으로 구분된다. 정태적 패널모형은 횡단면 분석처

럼 동일시점에서 한 변수를 다른 변수들로 회귀하는 모형이다. 동태적

패널모형은 종속변수의 과거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모형으로 종속변

수의 과거값이 통제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파

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 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

스 감축효과와 배출구성 변화, 기업 경쟁력을 분석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과거의 설비구성, 에너지 소비행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태적 패널모

형인 고정효과모형뿐만 아니라 동태적 패널모형을 함께 사용하여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특수한 형태인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여 배

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정책의 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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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패널자료는 관찰되지 않고 오차항에 남아있는 개체특성효과를 간주하

는 방식에 따라 모형설정 방법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는 미관찰된 이질

적 개체특성효과를 고정된 모수로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적으로 가정하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한다. 고정효과모형은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간불변적인

특성이 설명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한다. 이 경우 각 개체 특

성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여야만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정효과모형이란 설명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순 영향(net effect)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간불변

적인 개체특성효과를 통제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연 외, 2013).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종민 외(2017), 김지태(2019)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기업별 고유

특성이 변하지 않는 상수로 간주하고 감축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서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고정효과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사용하였

다.

고정효과 모형의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식에서 오차항을 구성하는 ui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특

성으로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이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

고, 상수항이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기

울기 모수인 β는 모든 개체에 대해 동일하지만, 상수항 (α+ui)는 개체별

로 달라진다. 고정효과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설명변수 xit가 오차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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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eit에 대해서는 외생적이나 ui와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

제한다.

패널자료 분석모형에서는 오차항 ui의 고정된 개체특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는지는 아래와 같은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H0 : 모든 i에 대해 ui=0

만약 위의 귀무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위의 식에서 상수항이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α로 같아지게 된다. 이 경우 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

가 없고 합동 OLS로 추정하면 모수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F 검정을 통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패널의 개체특성을 모형에서 고려

한 고정효과모형이 합동 OLS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20)

패널모형에서도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인 동분산성(homoskedasticity)

을 만족해야 한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수정된 Wald test를 통해 모든 i

에 대해 분산이 동일하다는 아래의 귀무가설을 검정하여 이분산성이 존

재하는지 판별할 수 있다.

H0 : 모든 i에 대해 var(ui)=σi
2=σu

2

또한 패널자료는 시계열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상관

(auto-correlation)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만약 자기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LS로 추정하면 불편추정량은 얻을 수 있으나, 효율적인 추정

량을 얻을 수 없다. 오차항 eit는 하나의 패널그룹 내에서 자기상관이 존

재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상관 존재여부는 Wooldridge test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20) 패널 회귀모형에서는 오차항을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추정방법

이 달라지고,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이용하여 추정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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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0 : 1계 자기상관 없음

오차항에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강건한(robust) 표준

오차를 구하여 효율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모형에

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발견되어 강건한 표준오차 추정방법을 사용한

다.

이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yit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에서는 i기업 t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고, 배출구성 변화 분석에서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간접배출

량,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이다. 2007년부터 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기간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뿐만 아니라 목표관리제 시행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TMS) 시행시기인 2012∼2014

년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순 감축효과를 산출하고자

하였고, 배출권거래제는 제1차 계획기간(ETS1) 2015∼2017년과 제2차 계

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ETS2)까지인 2018∼2019년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Xit는 기업 특성변수인 매출액과 에너지원단위, 거시변수인

국가 GDP, 에너지원별 가격, 배출권 가격을 나타낸다. ui는 기업별 고정

효과를 의미하며 eit는 오차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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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

고정효과모형은 설명변수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lagged dependent

variable)가 포함되지 않은 정태적 패널모형이다. 하지만 패널자료에서는

이전 시기의 자료들이 이후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선

행연구에서도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기업 가치 분석에서 동태적

패널모형을 사용하였거나,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은성 외(2016)는 재생 에너지의 경우 전력 생산 초기의 고정비용대

비 생산비용이 낮기 때문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이상 다시 철거할 유인이

낮고, 초기비용을 회수(recover)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자기상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 모형은 분석의 편의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형나 외(2018)는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소

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충격이 도입되더라도 전 기(t-1)의 에

너지 소비와는 별개로 다음 기(t)의 에너지 소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

다는 flow adjustment 이론을 반영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다음 기의

에너지 소비는 전 기의 소비량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온실가스 배출

분석에서 동태적 패널모형 사용을 제안하였다. 조성택(2017)은 환경성과

에 따른 기업가치 연구에서 기업가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업가치의 시계열적 특성을 패널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동태적 패널모형 사용은 자기상관으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

를 해결하고, 개별 개체의 관측되지 않은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통제할 수 있다(Marques and Fuinhas, 2011).

특히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를 없애지 않으면서, 오차항(eit)와 설

명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점이 있다.

아래 식은 동태적 패널모형의 기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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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종속변수의 전 기 변수(yit-1)가 설명변수로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it는 설명변수이며 ui는 개체 특성, eit는 오차항이다.

동태적 패널모형을 고정효과모형이나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면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 동태적 패널모형에서 일치추정량을 얻는 방법은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1차 차분모형을 이용하는 방

법이 있다. 1차 차분모형에서 오차항은 △eit=eit-eit-1로 단지 t기와 t-1기

의 오차항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yit-2와 같은 변수가 도구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도구변수의 수가 내생적 설명변수의 수보다 많은 과대

식별(over-identified)모형에서는 GMM추정량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GMM 추정방식에는 차분GMM(Difference generalized

method-of-moments) 추정량과 시스템GMM(System generalized

method-of-moments) 추정량이 있다. Arellano and Bond(1991)는 종속

변수의 수준(level) 값을 차분 방정식의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Arellano-Bond 추정방식을 제안하였다. 이후 Arellano and Bover(1995)

는 추가적인 적률조건(additional moment donditions)을 이용하여 종속변

수의 수준변수 뿐만 아니라 차분변수의 과거값을 수준방정식의 추가적인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Blundell and Bond(2000)는 자

기회귀과정이 지나치게 지속적이거나 개별 고정효과의 분산의 상대적 크

기가 지나치게 클 경우, Arellano-Bond 추정량 도구변수들이 약해지는데

이를 시스템GMM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종속변수가 자기

상관 속성을 가지며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Arellano-Bover

방법론으로 추정해야 일치추정량에 보다 가까운 값을 구할 수 있다.

GMM모형에서는 도구변수들이 회귀오차와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 요

구된다. 이 요구조건들을 적률조건이라 하며, 이들 적률조건들은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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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계열상관이 없어야만 성립한다. 따라서 동태적 패널모형이 옳게 설

정되었는지는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적률조건들이

충족되는가와 간접적으로는 고유오차에 시계열상관이 존재하는지를 검정

해야 한다.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적률조건은 과대

식별 검정(over-identification test)을 사용할 수 있다. 과대식별 검정은

Sagan 검정과 Hansen 검정이 주로 사용되나 이 연구에서는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더라도 견고한 Hansen 검정을 사용한다. Hansen 검

정에서 귀무가설은 모든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면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

다. 오차항에 시계열 상관이 존재하는지는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검정이 주로 사용된다. 이 검정은 차분한 오차항에 시계열 상관

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자기상관 검정에서 AR(1)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AR(2)

검정은 귀무가설을 채택하면 오차항에 시계열 상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 yit는 i기업 t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설명변수로 종속변

수의 전 기 변수(yit-1)가 포함되었고, Xit는 고정효과모형에서 사용한 설

명변수와 같다. ui는 기업별 고정효과를 의미하며 eit는 오차항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

과 차분GMM모형과 시스템GMM 모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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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차이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s model; DID model)

이중차이모형은 특정 시점에 일어난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정책 처치집단(이하 실험집단)과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교집

단(이하 비교집단)의 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중차이모형은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인정하여 집단 간 선

천적 역량이나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성과의 전

후 변화를 비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EU ETS를 대상으로 이중차이모형을 사용하여 배출

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Chan et

al., 2013; Lofgren et al., 2014; Lutz et al., 2016, Petrick et al., 2014,

Wagner et al., 2014). 또한 김광익 외(2018)는 중국을 대상으로 이중차

분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시행 전후에 나타나는

탄소 집약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여 정

책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탄소 집약

도의 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을 촉진하는 순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국내 기업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기업의 자료만을 외부 검증과정을 거쳐 집계하고 있다. 온실가

스 배출량에 비교집단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 대상 선행연구와 같

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지태(2019)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을 실험집단으로 목표관리제 관

리업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분

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기업

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았던 기업이고, 현재

목표관리제는 중소 배출업체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명확한 분석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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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과 미할당기업 자료

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 분석에서 이중차이모형을 적용하고

자 한다. 매출액, 매출원가, 이익 등 기업의 재무자료는 KIS-value 데이

터베이스를 통해 국내 상장대상기업 자료를 모두 집계할 수 있기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지 않는 비교집단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중차분모형을 정책 시행 전과 시행 후로 합동시킨 결합 자료로 구성

하고, 횡단면 회귀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다.

         ×  

정책적용 변수인 treati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이면 1, 미할당대

상기업이면 0의 값을 갖고, postt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15년 이

후는 1, 2015년 이전은 0의 값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treati의 계수인 β1

은 개체들 사이의 고정된 특성의 차이를 통제하며, postt의 계수인 β2는

정책적용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통제

한다. δ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변수 계수 값으로, 평균적인 정책 시행효

과를 나타내는 추정치이다. 즉, 이중차이모형은 이중차분을 통해 집단 또

는 개체특성과 시간특성의 교란효과를 제거하여 순 효과를 추정하게 된

다. 즉 treati 변수를 통해 관찰되지 않는 효과 또는 이질적인 개체특성

차이를 통제하고, postt 변수에 모든 개체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간특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Wooldridge, 2010; 이석민, 2018).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완벽히 동질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정책

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값이 동일하고, 또

다른 설명변수들인 공변량을 모형에 추가한다고 해도 값에는 변화가 없

다. 하지만 두 집단이 완벽하게 동질적인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식과같이 공변량(Xit)을 추가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Xit 변수에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산, 부채비율, 자본적흐름, 매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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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 광고선전비 등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 특성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     

위의 식에서 제시한 이중차분모형은 특정시점에 정책적용이 모두 발생

하여 시점과 집단이 둘인 경우를 나타낸다. 하지만 시점이 3개 이상이고,

정책 적용집단 또한 3개 이상의 확장된 이중차분모형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정책을 시행할 때 집단마다 시행시기가 순차적으로 상이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에도 제1차 계획기간부터

할당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그룹과 제2차 계획기간에 들어 할당대상기

업으로 지정된 기업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확장된 이중

차분모형을 함께 사용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관찰되지 않으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질성)은 시간에 따라

두 집단의 결과를 매우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는 이중차

이모형을 적용한다 해도 선택 편의에 의한 결과의 왜곡을 제거하기 힘들

다. 그러므로 이중차이모형 사용할 경우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의 성과는 같은 비율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여야

한다. 즉, 정책의 부재에서 두 집단의 성과는 동일한 경향을 보여야 한다

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이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는 요인들의 영

향력을 통제하여 주지만 그 통제는 그 시간요인들이 두 집단 간에 동일

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기 때문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정책이 없는 경우 같은 비율로 움직이고 있다

는 것을 직접 증명할 방법은 없으나, Getler et al.(2016)은 과거 자료를

통해 동일추세 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책

이 시행되기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변수의 차이를 최소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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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측정하고 정책 시행 이후 최소 한번 이상은 다시 측정하여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과거 자료의 시계열 추세가 유사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Autor(2003)은 parallel-trend 가정의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제시하였다.

    
  



 ×  
  



    

위 식에서 trend2×treati부터 trendk×treati까지는 시점 더미변수와 처치

그룹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항이다. 그 다음 trend 변수는 시간 고정효과

를 나타내고, ui는 그룹 이질성에 대한 고정효과에 해당한다.

parallel-trend 검정을 위해서는 위의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후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위 귀무가설에서 n은 정책시행 이전까지의 시점으로, 정책 적용 이전

에는 이중차분모형 β 추정량이 0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 귀무가설이 성

립하면 parallel-trend 가정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적

용 후 β 추정치는 정책 적용 전의 기준시점 대비 정책 적용 후의 정책

성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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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차등

화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사용하고, 설명변수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년)과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까지(2018∼2019년) 더미변수를 사

용하였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목표관

리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적용기간(2012∼2014년)도 더미

변수로 사용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순 감축효과를 분석하였다. 할당대상기

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에너지원단위(매출액 당 에너지 소비량)

변수를 사용하여 기업의 생산활동과 에너지효율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실질 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거시상황에 따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고, 에너지원

별 가격을 사용하여 에너지 가격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더미변수를 제외한 설명변수들은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다만 배출권 가격 변수는 수준 값을 그대로 사용

하였다.21)

분석대상은 전체 할당대상기업 모형과 산업, 발전, 건물 부문별 모형을

설정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기업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

축효과 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상이한 온실가스 감축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태적 패널모형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FE)과 동태적 패널모형인 차분GMM모형(Difference GMM; Diff-GMM),

21)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기간(2007∼2014년)의 배출권 가격을 0원으로 적용하였는데, 자연로

그 0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 수준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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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GMM모형(System GMM; Sys-GMM)을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비

교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제거하여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생

성 문제를 완화한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특성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동일

기업 내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감축 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시간에 따라

변하는(time varying) 기업의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차분GMM모형과 시스템GMM모형을 함께 활용하

여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자기상관과 이분산성

을 검정하였고,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이 나타나는 경우 강건한 표준오차

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를 처치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GMM모형에

서는 오차항에 시계열 상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rellano-Bond

의 자기상관 검정을 활용하였다. 또한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

가 없다는 적률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Hansen 검정을 실시하

였다.

표 21은 전체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나타냈다. 음영으

로 표시된 부분이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배출권거래

제 시행 이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이다. 모든 모형에서 배출권거래

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모

형(1) 고정효과모형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게 유지될 때, 배출권거

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시기 대비 3.5% 감소하였고,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

행연도까지는22)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배출권거

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6.2% 감축효과가 있었고, 제2차 계획기간에는

7.6% 감축효과가 있었다. 모형(3)에서 제1차 계획기간은 6.5% 감축, 제2

차 계획기간은 7.6% 감축효과가 있었다.

22) 이 연구는 2019년 자료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2차 계획기간에 대한 모든 분석결과는 제2

차 이행연도까지 분석한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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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 (2) Diff-GMM (3) Sys-GMM

목표관리제 -0.015 -0.047*** -0.054***

(2012∼2014년) (-1.43) (-5.79) (-5.18)

ETS 1기 -0.035* -0.062*** -0.065***

(2015∼2017년) (-1.83) (-4.46) (-4.13)

ETS 2기 -0.038** -0.076*** -0.076***

(2018∼2019년) (-1.98) (-4.97) (-4.17)

매출액 0.829*** 0.653*** 0.625***

(15.52) (8.60) (7.72)

에너지원단위 0.646*** 0.594*** 0.580***

(7.69) (6.99) (6.56)

GDP 0.429*** 0.464*** 0.347***

(3.42) (4.69) (3.55)

석탄가격 0.011 0.014 0.020*

(1.02) (1.46) (1.68)

석유가격 -0.181*** -0.059* -0.080**

(-3.78) (-1.72) (-2.39)

가스가격 -0.115** -0.109*** -0.127***

(-2.40) (-3.40) (-3.45)

배출권 가격 -0.003*** -0.003*** -0.003***

(-3.41) (-3.66) (-2.98)

y(t-1) 0.187*** 0.304***

(4.25) (4.20)

상수항 -4.381** -3.713***

(-2.57) (-2.73)

N 5816 4840 5354

adj. R2 0.698

AR(1) test 0.000 0.000

AR(2) test 0.173 0.182

Hansen test 0.412 0.057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21 배출권거래제의 계획기간별 온실가스 감축효과(전체 할당대상기업)



- 111 -

기업의 매출액은 모든 모형에서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기업의 생산활

동을 대표하는 매출액이 온실가스 배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에너지원단위는 매출액 당 에너지소비량으로 정의되므로 에너지

원단위가 높으면 에너지효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모형에서 에너지원단위

는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에너지효율이 악화되면 온실가스 배출

량이 증가하는 관계가 나타났다. 국가 GDP도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국

가의 거시경제 상황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별 가격은 모든 모형에서 석유가격과 가스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석유가격과 가스가격이 상승하

면 기업의 온실가스가 감소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

서는 석탄가격이 유의수준 10% 내에서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예상과 다

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 표에서 제시할 부문별 모형을 통해 살펴보면

발전부문 모형에서 석탄가격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개별부문들의 자료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모든 모형에서 배출권 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로 추정되었고, 이는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유의미한

가격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체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직전 기의 배출량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GMM 추정방법을 사용한 모형(2), (3) 모두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AR(1) 검정은 기각하고, AR(2) 검정에

서 채택하여 오차항의 시계열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ansen

검정에서 도구변수들이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통계적

으로 5% 유의수준 내에서 기각하지 않아, GMM모형에서 사용한 도구변

수들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동태적패널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중

에서도 시스템GMM은 차분방정식과 수준방정식의 도구변수를 모두 이

용한다는 점에서 차분방정식만의 도구변수만을 이용하는 차분GMM보다

효율적이다(홍민기 외, 2014). 모형검정에서도 모형설정의 적절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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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모형(3) 시스템GMM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

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3)에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는 6.5%이고, 제

2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는 7.6%으로, 이전 기간의 감축효과를 제외한

순 감축효과는 제1차 계획기간 1.1%p, 제2차 계획기간이 1.0%p로 산출

된다. 제2차 계획기간의 순 감축효과는 제1차 계획기간과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한 단위(천원/KAU) 상승할 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

스 감축효과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모든 모형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

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1) 고정효과모형에서

는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게 유지될 때,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시기

대비 3.5% 감소하였고, 제2차 계획기간에는 4.0% 감소하였다. 모형(2)에

서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5.6% 감축효과가 있었고, 제2차 계

획기간에는 7.1% 감축효과가 있었다. 모형(3)에서 제1차 계획기간은 이

전 기간 대비 7.9% 감축, 제2차 계획기간은 8.7% 감축효과가 있었다.

매출액과 에너지원단위, 국가 GDP는 전체 할당대상기업 분석결과와

같이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에너지원별 가격은

가스가격이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가

스가격이 상승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

과 모형(3)에서는 석유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석유가격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가격은 모

형(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나, 다른 모형에

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배출권 가격은 모형(1)과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배출권 가격이 산업부

문 할당대상기업에 유의미한 가격신호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

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직전 기의 배출량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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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 (2) Diff-GMM (3) Sys-GMM

목표관리제 -0.017 -0.039*** -0.038***

(2012∼2014년) (-1.54) (-4.54) (-3.52)

ETS 1기 -0.035** -0.056*** -0.079***

(2015∼2017년) (-2.36) (-3.34) (-3.40)

ETS 2기 -0.040*** -0.071*** -0.087***

(2018∼2019년) (-2.68) (-4.19) (-3.35)

매출액 0.892*** 0.674*** 0.656***

(20.00) (7.27) (9.34)

에너지원단위 0.755*** 0.609*** 0.642***

(11.76) (5.38) (7.97)

GDP 0.341*** 0.342*** 0.219**

(3.46) (3.90) (2.36)

석탄가격 0.007 -0.041* -0.025

(0.67) (-1.71) (-0.92)

석유가격 -0.146*** -0.032 -0.149***

(-3.90) (-0.65) (-2.96)

가스가격 -0.068* -0.085** -0.160***

(-1.80) (-2.48) (-3.17)

배출권 가격 -0.001* -0.002* -0.000

(-1.82) (-1.71) (-0.10)

y(t-1) 0.153* 0.528***

(1.91) (3.77)

y(t-2) 0.025 -0.169**

(0.44) (-2.28)

상수항 -3.313** -2.220

(-2.46) (-1.64)

N 4725 3564 3966

adj. R2 0.768

AR(1) test 0.026 0.001

AR(2) test 0.087 0.547

Hansen test 0.180 0.481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22 배출권거래제의 계획기간별 온실가스 감축효과(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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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23)

GMM 추정방법을 사용한 모형(2), (3) 모두 AR(1), AR(2) 검정과

Hansen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 내에서 동태적 패널모형

설정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모형(3) 시스템GMM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살펴보면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는 7.9%

이고 제2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는 8.7%로, 순 감축효과는 제1차 계획기

간 4.1%p, 제2차 계획기간이 0.8%p으로 제2차 계획기간의 순 감축효과

는 제1차 계획기간의 순 감축효과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

서 배출권가격은 음의 계수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모형

(1)과 모형(2)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한 단위 상승하면 0.1∼0.2% 온실가

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상 운영목표(기획재정부, 2014)에서 제1차 계획

기간은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 제2차 계획기간은 상당수준의 온실가

스 감축임을 고려할 때 전체 할당대상기업과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에서

제1차 계획기간 대비 제2차 계획기간의 감축 순 효과가 높지 않은 이유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

획기간의 제2차 이행연도인 2019년까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2차 계획

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는 기업들이 다른 감축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

기 때문에 제2차 이행연도까지 감축효과를 제2차 계획기간 전체의 결과

로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 제2차 계획기간의 전체자료 확보 후 계획

기간별 감축효과 차이에 대한 면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하

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부에서 발표한 배출권 할당계획을 연계하

여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감축효과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

다.

23) 산업부문 동태적 패널모형에서는 종속변수 1기 전 차수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오차항

의 시계열 상관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명변수로 종속변수의 2기 전 차수까지 

사용하였다. 모형(3)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기 전 시차가 음의 계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전기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잉반응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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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에서는 정부가 제1차, 제2차 계획기간 총 4차례에 걸쳐 발표한

배출권 할당계획을 나타냈다. 2014년 9월에는 「202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상 국가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대한 최초의 할당계획을 발표하였고, 2017년 1월에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제시한 2030년 목표와 감축수단

을 고려하여 2017년의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여 사전할당량 기준으로

17백만KAU가 증가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이 확정되

지 않았기 때문에 할당대상기업의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

과 할당대상기업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여 2018년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기업>

[단위 : 백만 KAU]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차 2차

2014.9 543 533 522 - - - 1,598 -

2017.1 - - 539 - - - 1,615 -

2017.12 - - - 538 - - - -

2018.7 - - - 548 548 548 - 1,643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차 2차

2014.9 286* 281* 275 - - - 841 -

2017.1 - - 288 - - - 855 -

2017.12 - - - 266 - - - -

2018.7 - - - 297 297 297 - 891 

* 2014.9 할당계획에는 산업단지 업종이 발전 부문에, 통신 업종이 건물 부문에 포

함되어 있어, 동일기준 비교를 위해 산업단지, 통신 업종 배출허용량을 추정하여 

산업 부문에 합산

※ 자료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4.9, 2017.1, 2017.12, 2019.6) 재정리

표 23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사전할당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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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할당(제2차 계획기간 1단계 할당계획)하였다. 2018년 7월에는 확정

된 환경·에너지 계획을 고려하여, 제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제2차 계획기간 2단계 할당계획)하였다. 1단계 할당계획에서는

2018년도 사전할당량이 538백만KAU였으나, 2단계 할당계획에서는 2018

∼2020년도에 548백만KAU씩을 할당하여 배출권 할당량이 증가하였다.

계획기간별로 보면 전체 할당대상업체 배출허용총량 기준으로는 제1차

계획기간 대비 제2차 계획기간의 전체 할당량이 1,615백만KAU에서

1,643백만KAU로 1.7% 증가하였고, 산업부문 할당대상업체는 제1차 855

백만KAU에서 891백만KAU로 약 4.2% 할당량이 증가하였다. 배출권거

래제 제2차 계획기간에 신규로 지정된 업체의 배출량은 전체 할당대상업

체를 기준으로는 약 3.6%이고, 산업부문에서는 약 4.0%에 해당한다.24)

신규 지정업체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체 할당대상기업 기준으로는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이 제1차 계획기간보다 다소 낮으나, 산업부문 배

출허용량은 제2차 계획기간이 제1차 계획기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문의 경우 기업 전체적으로 제1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유지하면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감축경로는 배출허용량 산정의 기준이 되

기 때문에 로드맵을 검토하여 계획기간별 배출권 할당수준의 근거를 살

펴보고자 한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2009년 국제사회에

발표한 국가 감축목표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2020년 BAU 대비 30% 감

축목표를 설정하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2015년에 국

제사회에 제출한 INDC의 세부 이행계획으로, INDC 감축목표 후퇴방지

원칙25)에 따라 기존 목표대비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2030년 BAU 대

24) 명세서를 활용하여 2014∼2016년(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기준연도) 전체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대비 제2차 계획기간 신규 지정업체의 배출 비중을 산정하였다. 

25)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COP 결정문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하고 후퇴방지원칙(No backsliding)에 따라 INDC 제출 시 각국이 현재의 감

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 of the Parties)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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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37%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비판이 있었던 것처

럼 2030년 감축목표는 해외 감축분, 산림부문 흡수량 등의 감축분을 포

함하였고, 감축경로를 역으로 추정해 보면 사실상 기존 국가 목표대비

후퇴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26)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

맵은 최신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을 반영하여 초기 감축경로의 조정이 있

었고,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2030년 로드맵의 초기 감축경

로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표 24는 제1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근거가 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연도별 감축률이다. 2015년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감축률은 BAU 대비 10.0%, 산업부문 감축률은 7.9%이고, 전년도 대비

감축률이 급격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제1차 계획기간 최

초 할당 시에는 엄격한 수준의 배출권이 할당되었고, 배출권거래제 초기

에 기업들은 감축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17년에 배출

권 추가할당이 있었으나, 기업들이 추가할당을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제1

차 계획기간 배출권 차입한도가 10%로 제한되어 차입을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2015년과 2016년은 기업들의 강화된 감축노력이

26) 2030년 감축목표와 현재 온실가스 실적을 연결하여 단순하게 선형감축경로를 그려보면 

INDC 감축경로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The Climate Action 

Tracker(CAT)에서는 한국의 INDC에 대해 가장 낮은 ‘불충분(Inadquate)’ 등급을 매기고 국

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4 2015 2016 2017

국가

전부문

감축률
(BAU 대비)

5.1% 10.0% 13.8% 16.2%

추가 감축률
(전년 대비)

- 4.9%p 3.8%p 2.8%p

산업

부문

감축률
(BAU 대비)

1.7% 7.9% 9.7% 11.6%

추가 감축률
(전년 대비)

- 6.2%p 1.8%p 1.9%p

표 24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감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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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20년 로드맵

보다 완화된 2030년 로드맵 초기 감축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할당대상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초기의 감축노력 이후, 추가적인 한계감축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실적도 배출권 추가

할당이 있었던 2017년과 제2차 계획기간의 시작연도인 2018년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27)

표 25는 발전부문28)과 건물부문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발전부문과 건물부문은 분석대상 기업 수가 적어

GMM모형을 사용하면 패널 그룹 수에 비해 도구변수의 개수가 많아, 고

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였다. 발전부문은 석

유류 소비비중이 낮고, 건물부문 중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상업부문

은 석탄 소비가 없어 해당 에너지원 가격을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모형(1) 발전부문은 배출권거래제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가 양

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

전부문은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감축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유사한 결과

가 도출되었는데 유종민 외(2017)는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제도 도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발전부문은 한국전력에서 전액 발전비용을

보전 받기 때문에 비용에 민감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보다는 주

로 매매를 통한 규제순응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손인성 외

(2019)도 발전부문 모형에서 단위 에너지 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의 상호작용항을 변수로 선정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

후 단위 에너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전력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원자력

발전량이 감소하여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발전 투입량

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할당대상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

다고 분석하였다.

27)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까지 0%대 증가율을 보이다, 2017년에 전년 대비 2.2%, 

2018년 2.6% 증가하였다. 

28) 발전부문 분석에서는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업종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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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 모형에서 매출액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관계로 분석되어 매출액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원단위 계수는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에너지 효

(1) FE 발전 (2) FE 건물

목표관리제 -0.000 -0.032***

(2012∼2014년) (-0.02) (-5.93)

ETS 1기 0.042 -0.048

(2015∼2017년) (0.67) (-1.67)

ETS 2기 0.047 -0.057*

(2018∼2019년) (0.75) (-1.71)

매출액 1.027*** 0.875***

(23.89) (10.05)

에너지 원단위 0.957*** 0.878***

(30.24) (9.82)

GDP -0.472 0.223

(-0.84) (1.54)

석탄가격 0.059

(1.50)

석유가격 -0.186 -0.011

(-1.53) (-0.27)

가스가격 -0.275 -0.005

(-1.20) (-0.12)

전력가격 0.087

(1.01)

배출권 가격 -0.005 0.001

(-0.99) (0.78)

상수항 7.673 -1.698

(0.99) (-1.01)

N 483 276

adj. R2 0.871 0.940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25 발전부문, 건물부문 할당대상기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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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악화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GDP와 에너지원별 가격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 가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계수가 음의 부

호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2차 계획기간에 들어

통계적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었으며 배출권거

래제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기 이전 시기 대비 5.7% 수준의 감축효과가

나타났다. 표 26에서 제1차 계획기간의 거래실적을 보면 건물부문은

KAU 매도량이 0.6백만톤이고, 매수량은 0.1백만톤으로 매도량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나 건물부문 자체 감축으로 배출허용량을 달성할 수 있었

다. 하지만 분석결과에서는 매출액 등이 고정된 상황에서 제1차 계획기

간에 건물부문의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물부문은 배출권 할당

의 기준이 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이 높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물부문은 간접배출 비중이 약 82%(2015∼2017년 평균)이고, 제1

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할당 시 간접배출에 대한 감축률이 완화되어 건

물부문은 할당대상기업의 감축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

만 간접배출 감축률 완화가 없었던 제2차 계획기간에는 건물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액과 에너지원단위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양의 관계로 도출되었다.

건물부문은 최종소비단계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

준으로 에너지원별 가격을 사용하였으며, 간접배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력가격을 분석모형에 추가하였다. 에너지원별 가격과 배출권 가격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분석결과와 표 26 배출권 거래실적을 비교해 보면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감축효과가 나타났고,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의 매수 대비 매도량이 많아 분석결과와 방향이 일치

한다. 발전부문은 제1차, 제2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의 매도 대비 매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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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분석결과와 방향이 일치한

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건물부문은 제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매도량이 매수량보다 많았으나,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실질적 감축부담이 적었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배출권 제출량 KAU, KCU 매도량 KAU, KCU 매수량

산업
제1차 881.9 -36.3 22.1

제2차 310.4 -13.7 10.1

발전
제1차 738.2 -14.2 37.1

제2차 266.3 -14.1 17.4

건물
제1차 12 -0.6 0.10

제2차 4.3 -0.1 0.2

표 26 제1차 계획기간, 제2차 계획기간(2018년) 배출권 거래실적

[단위 : 백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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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

1. 산업부문 전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특수한 설계방식인 간접배출

에 대한 배출권 할당이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설계의 목적에 부합했는지 평가하고자 한

다. 종속변수로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의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을 사용하였고,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29)

표 27 모형(1) 직접배출 분석모형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효과를 나

타내는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계획

기간별로는 제1차 계획기간에 11.9% 감축효과가 나타났고, 제2차 계획기

간에 10.8%로 제1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계획기간별

순 감축효과는 제1차 계획기간에 3.4%p이고,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제1차

계획기간 대비 오히려 배출량이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과 에너지원단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국가 GDP

는 유의하지 않았다. 에너지원별 가격은 석유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 석유가격이 상승하면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출권 가격은 직접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2) 간접배출 분석모형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배

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간접배출의 감축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매출액, 에너지 원단위, 국가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간접배출의 경우 에너지원별 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29) 제1절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에서 사용한 동태적 패널모형도 적용해 보았으나, 직접배출 

분석모형에서 오차항의 내생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배출구성 분석에서는 고정

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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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배출 (2) 간접배출
(3)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

목표관리제 -0.085*** -0.024 0.063**

(2012∼2014년) (-3.39) (-1.32) (2.05)

ETS 1기 -0.119*** 0.002 0.123***

(2015∼2017년) (-3.40) (0.13) (3.20)

ETS 2기 -0.108*** -0.020 0.089**

(2018∼2019년) (-3.15) (-1.13) (2.40)

매출액 0.970*** 0.823*** -0.145

(10.93) (16.94) (-1.40)

에너지 원단위 0.813*** 0.702*** -0.109

(9.93) (10.04) (-1.45)

GDP -0.288 0.731*** 1.011***

(-1.21) (5.77) (3.78)

석탄가격 -0.032 0.023 0.054

(-1.07) (1.58) (1.64)

석유가격 -0.075* -0.021 0.053

(-1.66) (-0.88) (1.07)

가스가격 0.003 -0.037 -0.040

(0.06) (-1.26) (-0.63)

배출권 가격 0.001 -0.004*** -0.004***

(0.48) (-4.29) (-2.65)

상수항 3.958 -9.360*** -13.229***

(1.22) (-5.29) (-3.63)

N 4720 4725 4720

adj. R2 0.351 0.607 0.061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27 산업부문 직접배출, 간접배출,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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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에너지가격이 간접배출 감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배출의 경우 직접배출과 달리 배출권 가격의 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배출권 가격이 한 단위

상승하면 간접배출 배출량이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배출

은 배출권 가격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배출권 가격에 따라 감축수단 선택의 의사결정이 발생하고 감축

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1)과 모형(2)의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감축효과의 차이로 모형(3)

직접배출 대비 간접배출 비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유의하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제1차 계

획기간에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의 증가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은 매출액과 에너지원단위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 GDP는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GDP가 높아

지면 직접 대비 간접배출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가격은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모형(2)의 분석결과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간접배출의 상대적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과 배출권 가격 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고정

한 조건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의 직접배

출과 간접배출 감축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모형(1), 모형(2)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7에서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x축은 배출권 가격, y축은

온실가스 감축효과이다. scope1 점선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직접배

출 감축효과를 나타냈다. 모형(1) 분석결과에서 직접배출은 배출권거래

제 시행 이후 감축효과가 나타나나, 배출권 가격에 따른 감축효과는 유

의하지 않아 y절편이 Rsc1이고 기울기가 0인 선으로 표현하였다. 즉, 배

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Rsc1만큼 발생하고 scope1

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scope2 점선은 모형(2)의 간접배출 감축효과를

표현하였다. 모형(2)에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간접배출의 감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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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나,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에 대한 감축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 따라서 scope2 점선의 기울기는 모형(2)에서 추정된 배출권 가격 계

수의 크기를, y절편은 0으로 표현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에 대해서

는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림에서 배출권 가격이 P로

주어지면 간접배출 감축효과는 Rsc2만큼 나타나 점 A에 위치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직접배출과 간접

배출 감축으로 Rsc1+Rsc2 만큼의 총 감축효과가 발생하고, 직접배출 감축

효과와 간접배출 감축효과가 모두 포함된 감축효과는 점 B에 위치한다.

이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직접배출은 배

출권거래제 적용기간에 대한 유의한 감축효과가 나타나고, 간접배출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에 대한 효과보다는 배출권 가격에 반응한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배

출권을 할당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

라 직접배출 감축수단 또는 간접배출 감축수단을 선택하거나, 모든 감축

수단을 적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작동원리가 기

업 내에서도 발생하여 기업은 다양한 감축옵션 중에서 기업의 상황에 따

그림 17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부문 직접배출, 간접배출 감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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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축수단과 감축량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표 27 분석결과에

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기업은 직접배출 감축수단을 우선적

으로 선택하고, 간접배출 감축수단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감축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감축수단 선택 의사결정의 근거를 파악하고자,

표 28에서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절감 요인별

로 투자비와 회수기간을 살펴보았다.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는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이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의 내역

을 작성·보고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절감 요인 중

전기부문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비전력 부문은 운전합리화, 폐열

회수, 설비대체 및 보완, 연료대체, 조업공정개선 수단이 있다. 표 28에서

전기부문은 단위투자비가 1,045천원/TOE로 설비대체를 제외한 비전력

수단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한 회수기간도 1.04로 설비대체를 제외한 비

전력 수단보다 길다.

단위투자비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축수단 도입의 우선순위로 해석하

면 기업은 배출권거래제하 감축수단 의사결정에서 상대적으로 단위투자

　
운전

합리화

폐열

회수

설비

대체

설비

보완

연료

대체

조업

공정개선

전기

부문

절감량
(천TOE)

257 328 188 56 155 81 368

절감액
(백만원)

118,832 137,332 123,350 66,758 52,565 31,947 370,533

투자비
(백만원)

14,236 116,963 267,331 22,382 39,280 22,833 384,709

단위투자비
(천원/TOE)

55 357 1,422 400 253 282 1,045

회수기간* 0.12 0.85 2.17 0.34 0.75 0.71 1.04

* 회수기간은 투자비를 절감액으로 나눈 값

※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2020) 재구성

표 28 에너지절감 요인별 단위투자비와 투자비 회수기간(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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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낮고 회수기간이 짧은 비전력 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을 것이

다. 단위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부문의 감축수단 적용은 감축비

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을 배출권할당에 포함한 근거는

국내 전력가격체계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정부가 전력가격을 통제하는 가

격 경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간접배출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전력화

(electrification)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배출권거래

제 도입과정에서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간접배출 할당이 이중부담이라

는 주장이 제기되어 제1차 계획기간에는 간접배출 감축률을 80% 완화하

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간접배출 비율은 증가

하였고, 특히 제1차 계획기간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간접배출 비율 증가에 대한 배출구성 변화 경로를 파악

하고자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감축효

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기업은 배출권할당량 달성을 위해 다양한 감축수

단 중 우선순위를 두고 직접배출 또는 간접배출, 혹은 모두를 대상을 감

축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은 직접배출을 우선

순위로 감축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간접배출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감축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별 에

너지절감수단 조사에서는 비전력 분야가 전력분야 대비 투자비나 회수기

간 측면에서 감축수단 선택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배출권거

래제의 작동원리가 기업 내 감축수단 선택에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 할당이 간접배출 비율의 상승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당초 정책설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

렵다. 간접배출 비율상승은 직접배출 감축효과로 인한 상대적인 영향으

로 나타났고, 간접배출량은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므로 배출권 가격에 반응하기 때문에 향후 배출권 할당이 엄격해지

고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가격신호로 작용한다면 간접배출의



- 128 -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1차 계획기간에 있었던 간접배출 감축률 완화가 간접배출 비율

을 더 증가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기업의 감축 의사결정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심층 추가연구가 필요하나, 기업 내 감축수

단 선택에서 기술적용의 용이성이나 감축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배출 감축

률 완화라는 제도적 요인이 감축수단 선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영덕 외(2020)에서는 정부의 정책변경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영향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기업의 감축 의사결정은 기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다. 예를 들어 에너지 비용이 높고 투자여력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투

자비나 회수기간이 길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 Lee et al.(2019)에서는 국내 기업의

규모에 따라 환경규제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

히기도 하였다. 향후 기업별 특성자료와 감축설비 도입 자료를 확보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른 배출권거래제의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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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부문 업종그룹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에 대한 할당이 산업부문 배출구성에 미친 영향

과 그 경로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그림 18과 같이 산업부문 내 업

종을 에너지 소비특성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업, 전력 다소비업, 일반 제

조업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구분실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의 석유

화학, 철강, 정유, 시멘트 업종을 에너지 다소비업으로, 왼쪽 상단 반도

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통신 업종을 전력 다소비

업으로 그 외 업종은 일반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30) 앞서 산업부문 할

30) 에너지 다소비업은 산업부문 중 에너지 소비순위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업종으

로 삼았다. 국가 에너지 통계상 정유 업종은 에너지 소비량이 별도 보고되지 않으나, 전력과 

가스, 일부 석유류 소비량이 석유화학 업종 통계에 포함되고 명세서 기준 에너지 소비량은 석

유화학과 철강업종 다음이다. 전력 다소비업은 최근 2년간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전력 소비 비

중이 50% 이상인 업종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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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산업부문 업종별 연간 에너지소비량과 전력소비 비중(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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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상기업 분석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이후 직접배출 대비 간접배출 비율

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산업부문 할당대상업체 전체적으로는 배출

권거래제 시행 이후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배출 감축활동이

우선적으로 발생하여 간접배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는 업종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나타날

수 있다.

산업부문 전체로는 제1차 계획기간 기준 배출권 매수량이 22백만톤으

로 매도량 36백만톤 대비 약 14백만톤 많아31),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은

주로 자체 감축노력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종 단위에서는 시멘트, 비철금속, 요업 세 업종의 경우 배출권의

매도 대비 매수량이 많았다. 이 주제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배

출구성에 미친 영향이 분석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감축노력이 있

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배출권의 매도량이 매

수량보다 많은 시멘트, 비철금속, 요업 업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림 19의 왼쪽으로부터 세 박스 업종구분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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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에너지소비 특성별 산업부문 업종그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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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그룹별 분석에서 모형(1)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모형(2)와 모형(3)

은 각각 직접배출, 간접배출, 모형(4)는 직접배출 대비 간접배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에너지원별 가격은 온실가스 배출총량

모형에서는 제1절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에서 사용한 전체 에너지 대비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을 사용하였고, 직접배출, 간접배출, 직접 대비 간접

배출 비율 모형에서는 전력 대비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을 사용하였다.

표 29는 에너지 다소비업의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시멘트 업종을 제외

한 에너지 다소비업은 모형(1)에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5.2%의 감축효과가 나타났고, 제2차 계획기간에

는 배출권거래제 변수의 계수가 음의 부호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1)에서 매출액과 에너지 원단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석유와 가스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다소비

업의 배출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 직접배출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효과가 있었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이전 시기 대비 제1차 계획기간에는 14.6%, 제

2차 계획기간에는 12.7% 감축효과가 나타나, 순 감축효과 기준으로는 제

2차 계획기간의 경우 제1차 계획기간 대비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에너지원단위는 배출총량 모형과 같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에너지원별 가격은 석탄가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석탄가격이 상승하면 직접배출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을 제외한 에너지원별 가격과 배출권

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3) 간접배출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 간

접배출의 감축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매출액과 에너지원단

위,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에너지원별 가

격은 가스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예상과는 상

이한 결과가 나타나, 업종별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다.32) 배출권 가격은

31) KAU, KCU 배출권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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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산업부문 전체 모형과 같이 배

32) 철강, 석유화학 업종은 가스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고, 정유 

업종은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해당 업종들의 자료가 모두 포함된 에너지다소비업 분석모형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가 추정되었는데,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전력가

격 대비 도시가스 상대가격이 낮아진 흐름과 에너지다소비업 간접배출량의 증가추세가 상반

된 경향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1) 배출총량 (2) 직접배출 (3) 간접배출
(4) 직접 대비

간접배출

목표관리제 0.020 -0.093* -0.004 0.093

(2012∼2014년) (0.81) (-1.78) (-0.10) (1.42)

ETS 1기 -0.052** -0.146** 0.006 0.154**

(2015∼2017년) (-2.26) (-2.19) (0.25) (2.17)

ETS 2기 -0.046 -0.127** -0.016 0.115*

(2018∼2019년) (-1.63) (-2.02) (-0.56) (1.72)

매출액 0.872*** 0.886*** 0.809*** -0.071

(9.14) (7.20) (7.64) (-0.72)

에너지 원단위 0.744*** 0.828*** 0.700*** -0.122

(5.50) (5.28) (4.97) (-1.33)

GDP 0.261 -0.026 0.568** 0.573

(1.42) (-0.07) (2.52) (1.41)

석탄가격 0.004 -0.108* 0.021 0.128*

(0.21) (-1.79) (0.69) (1.87)

석유가격 -0.279*** -0.106 0.030 0.133

(-3.95) (-1.39) (0.69) (1.51)

가스가격 -0.207*** -0.019 -0.090** -0.070

(-3.05) (-0.18) (-1.98) (-0.62)

배출권 가격 -0.001 -0.002 -0.004*** -0.002

(-0.54) (-0.76) (-2.83) (-1.03)

상수항 -1.173 0.669 -6.867** -7.251

(-0.49) (0.13) (-2.24) (-1.24)

N 1546 1545 1546 1545

adj. R2 0.721 0.321 0.498 0.036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29 에너지다소비업의 배출총량, 배출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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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권 가격이 간접배출의 감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4)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은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모형(2)에서 배출권거래제 시

행 이후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있었고, 모형(3)에서 간접배출 감

축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부문 전체 할당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와 방향성이 일치했다. 직접 대비 간접배출의 상대적 비율은 제1차 계획

기간이 제2차 계획기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0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분석결과를 나타냈다. 모형(1)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획기간별로

는 제1차 계획기간 4.8%, 제2차 계획기간 5.0%로 순 감축효과는 제1차

계획기간 0.4%p로 제2차 계획기간 0.2%p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매

출액과 에너지원단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

다.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에너지원별가격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배출권 가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

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모형(2)에서 직접배출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

감축효과가 나타났다. 계획기간별로는 제1차 계획기간 14.6%, 제2차 계

획기간 13.4%로 순 감축효과를 기준으로 보면 에너지다소비업과 같이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도

모형(1)과 같이 매출액, 에너지원단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고, 에너지원별 가격과 배출권 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모형(3) 간접배출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

축효과가 있었다. 계획기간별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대비 제1차 계획기간 3.7%, 제2차 계획기간 4.2% 감축효과가 있었다. 하

지만 제1차 계획기간에 순 감축효과는 나타지 않았고, 제2차 계획기간에

순 감축효과는 0.05%p인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에너지 원단

위, GDP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고, 에너지원

별 가격과 배출권 가격은 유의하지 않았다. 에너지다소비업과 달리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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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업은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 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다. 전력 다소비업의 경우 간접배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배출권 매수가 없다면 할당량 달성을 위해 기업 내부에서 간접배출에 대

한 실질적 감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전력다소비업의 경우 간접

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의 효과가 작지만 유의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모형(4)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은 배출권거래제 제1

(1) 배출총량 (2) 직접배출 (3) 간접배출
(4) 직접 대비

간접배출

목표관리제 -0.044*** -0.114*** -0.037*** 0.078*

(2012∼2014년) (-9.24) (-2.77) (-4.70) (1.73)

ETS 1기 -0.048*** -0.146*** -0.037** 0.110*

(2015∼2017년) (-4.93) (-3.03) (-2.11) (1.94)

ETS 2기 -0.050*** -0.134** -0.042** 0.093

(2018∼2019년) (-5.94) (-2.46) (-2.40) (1.49)

매출액 0.994*** 0.925*** 0.984*** 0.060

(58.63) (7.27) (41.76) (0.45)

에너지 원단위 1.014*** 0.902*** 1.035*** 0.132

(51.12) (8.53) (39.72) (1.23)

GDP 0.094 -0.471 0.331*** 0.802**

(1.65) (-1.35) (3.24) (2.14)

석유가격 0.009 -0.024 -0.012 0.012

(0.27) (-0.28) (-0.52) (0.13)

가스가격 0.037 0.046 0.038 -0.009

(1.42) (0.44) (1.62) (-0.08)

배출권 가격 -0.000 0.004 -0.000 -0.004

(-0.18) (1.26) (-0.13) (-1.17)

상수항 0.244 6.460 -3.257** -9.712*

(0.30) (1.37) (-2.36) (-1.92)

N 1234 1231 1234 1231

adj. R2 0.964 0.391 0.923 0.057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30 전력다소비업의 배출총량, 배출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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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획기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해당기간에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간접배출 감축효과 대비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접배출 비

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GDP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력다소비업은 전력소비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

라 비에너지 배출인 F-gas 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 내에서

배출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부록 A에 F-gas 배출량을 제외한 결

과를 나타냈다. 분석결과는 표 30과 감축효과의 방향성이 유사하였으나,

감축잠재량이 크고 저비용수단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F-gas 감축효과가

제외되어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다소 낮게 분석되었다.33)

표 31은 에너지 다소비업과 전력 다소비업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의 분

석결과이다. 배출권 매수 대비 매도가 더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했

음에도 불구하고, 모형(1)에서 일반제조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 온실

가스 배출총량의 감소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매

출액, 에너지원단위, GDP는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에너지 가

격은 석유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에너지다소비

업과 같이 석유가격이 상승하면 배출총량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배출권 가격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배출권 가격이 한

단위 상승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제

조업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의사결정이 발생하고

감축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2) 직접배출은 배출권거래

제 시행기간을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출액, 에너지원단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에너지원별가격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배출

권 가격이 한 단위 증가하면 직접배출량이 0.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33) F-gas 배출량을 제외한 전력다소비업 분석결과는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표 30대비 다소 낮게 

나타났다. F-gas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300∼23,900으로 매우 높으나, 공정배출 저감

설비(scrubber)를 사용하여 공정에서 사용한 폐가스를 모아 파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감

축잠재량이 높다. 따라서 F-gas 감축효과를 제외한 직접배출 감축효과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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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반제조업 직접배출 감축의 의사결정에서 배출권 가격이 유의미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 간접배출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

간의 계수가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배출

권거래제 시행 기간에 대한 유의한 감축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매출액,

(1) 배출총량
(2) 직접배출

집약도
(3) 간접배출

집약도
(4) 직접 대비

간접배출

목표관리제 -0.036* -0.059* -0.025 0.034

(2012∼2014년) (-1.82) (-1.77) (-1.24) (0.93)

ETS 1기 -0.046 -0.087 0.035 0.121*

(2015∼2017년) (-1.08) (-1.47) (0.69) (1.83)

ETS 2기 -0.043 -0.056 0.014 0.069

(2018∼2019년) (-1.08) (-0.95) (0.27) (1.00)

매출액 0.766*** 0.870*** 0.520*** -0.350***

(9.41) (7.65) (7.10) (-4.53)

에너지 원단위 0.486*** 0.541*** 0.330*** -0.211***

(4.54) (4.07) (4.23) (-2.63)

GDP 0.608*** -0.245 0.708** 0.955**

(2.84) (-0.62) (2.55) (2.12)

석탄가격 0.015 0.021 0.030 0.009

(0.69) (0.51) (1.05) (0.20)

석유가격 -0.206** -0.068 -0.028 0.040

(-2.45) (-1.07) (-0.41) (0.46)

가스가격 -0.137 -0.105 -0.087 0.018

(-1.44) (-1.06) (-1.17) (0.16)

배출권 가격 -0.006*** -0.004* -0.005* -0.000

(-3.18) (-1.77) (-1.75) (-0.03)

상수항 -6.204** 4.107 -9.037** -13.170**

(-2.15) (0.75) (-2.36) (-2.08)

N 2431 2431 2427 2427

adj. R2 0.631 0.315 0.302 0.107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31 일반제조업의 배출총량, 배출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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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단위,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에너

지원별 가격은 유의하지 않았다. 배출권 가격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간접

배출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일반제조업은 직접배출과 간접

배출 모두 감축의 의사결정에 배출권 가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형(4)에서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에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모

형(2) 직접배출의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모형(3) 간접배출은 양의 값으로 추정된

결과의 상대적인 영향으로 제1차 계획기간에 직접 대비 간접배출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계수로 추정되었는데 모형(2)에서 직접배출에 대한 매출액 효과가 모

형(3) 간접배출에 대한 매출액의 효과보다 크게 추정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에너지원단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비전력기기 효율보다 전력기기의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에

너지원단위와 간접배출 비율은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

다.34)

업종그룹별 분석에서는 업종의 특성별로 감축의 행태가 상이하게 나타

났다. 에너지다소비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간접배출은 배출권 가격에 반응했다. 전력다소비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 직접배출, 간접배출 모두 배출권거래제 기간에

대한 유의한 감축효과가 나타났고 배출권 가격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전

력다소비업은 전력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배출권을 매수하지

않고 자체 감축을 결정한다면 간접배출에 대해서 실질적 감축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반제조업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모두 배출

권거래제 기간에 대한 유의한 감축효과가 없었으나, 배출권 가격에 반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전체 에너지가 소비가

34) 보일러의 경우 전기 보일러의 효율이 95%, 도시가스 보일러 80%, 경유 보일러 80%, 석탄 

보일러 60% 수준이다.(자료 : 국내 보일러 D사, 중국 W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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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전력 소비량도 낮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즉각적인 감축수단 적용보다는 배출권 가격과 기업의 감축비용

을 비교하여 감축수단 선택과 감축량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구성 분석결과, 산업부문 전체할당대상기업 모형을 포함

한 모든 업종그룹 모형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 직접 대비 간접배출

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다소비업은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 모두 간접배출 비율이 상승하였고, 제1차 계

획기간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전력다소비업과 일반제조업은 제1

차 계획기간에만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업부문 전체 할당대상기업 분석결과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간접배출

비율증가가 당초 제도설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하다. 간접배출 비율 상승은 기업 내 다양한 감축옵션 중 상대적으로 감

축비용이 저렴한 직접배출 감축수단이 우선순위로 채택되어 나타난 상대

적인 영향이고, 간접배출 감축효과는 배출권 가격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하였다. 향후 배출권 할당이 엄격해지고 배출권 가격이 적절한 가격

신호로 작용하면 간접배출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강화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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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업 경쟁력

그동안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측면과 긍

정적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다. 제2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기

업의 경쟁력 약화 측면에서 산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검토하였고, 환경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포터가설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대상으로 기업

단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환경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상반된 주

장 중에서 어느 가설을 지지하는지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산업계는 주로 “기업 비용부담”, “생산, 투자, 고용 악화” 측면에서 부정

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할당대상기업 설문조사에서는 “매출

액”, “이윤” 감소를 우려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대표하는 매

출액, 비용의 대리변수인 매출원가율,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를 분석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종업원 수를, 기업의 혁신에 대한 대리변수로 연구개발비를 선정하였다.

분석모형은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경쟁력 분석을 위해 Chan et al.(2013),

Lofgren et al.(2014), Lutz et al.(2016) 등에서 사용한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중차분모형 분석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책효과 분석에

서의 실험설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시행으로 인한 인과효과 분석에서 정책의 적용집단(실험집단)과

미적용집단(비교집단)이 무작위로 결정된다면 간단한 추정방법을 활용하

더라도 매우 정확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적

용을 받는 실험집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성과를 올바로 추

정하기 어렵다(Wooldridge,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설계의 적

절성을 살펴보면,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야 한다는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정책

은 기업이 감축정책 적용대상에서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을 취하기

가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규모와 에너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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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모에 따라 정책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데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소

비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결되므로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정책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정식(2014), 김영덕(2015)에서도 온

실가스 감축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외생적 변수로 정의하였다.

이중차분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책 시행 이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 간 시간에 따른 추세가 동일한 경향을 보여야 한다는 평행추세가설

(parallel-trend)을 만족해야 한다. 이중차분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

는(time varying) 요인들이 두 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그 영향

력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정책효과가

의미가 없거나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이라

는 유사성을 가지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시

간추세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평행추세가설을 검정하여 모형 설정의

적절성을 확보하였다.35) 분석자료는 산업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기

업 214개와 미할당기업 1,151개이다.

표 32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율, ROA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3),(5)와 모형(2),(4),(6)의 차이는

모형(1),(3),(5)는 배출권거래제 적용시기를 2015년으로 계획기간 구분 없

이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할당대상기업 또한 계획기간별 적용기업의 구

분 없이 전체 할당대상기업을 단일한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모형

(2),(4),(6)은 그림 20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적용시기를 2015년 이후와

35) 평행추세가설 검정 결과를 부록 B에 기재하였다. 

기업구분
적용시기

제1차, 제2차
할당대상기업

제2차
할당대상기업

미할당기업

2007∼2014년 0 0 0

2015∼2017년 1 0 0

2018∼2019년 1 1 0

그림 20 이중차분모형(확장모형) 상호작용항 구성



- 141 -

2018년 이후로 구분하였고, 할당대상기업은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

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기업과 제2차 계획기간에만 포함되는 기업으로

구분한 이중차분모형의 확장모형을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모형

(1),(3),(5)의 상호작용항은 2015년 이후 배출권거래제 적용기업에 대한

더미변수이고, 모형(2),(4),(6)의 상호작용항은 그림 20과 같이 제1차 계

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2015∼2017년과

2018년 이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계획기간별 영향을 구분하였고, 제2차

계획기간에만 적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배출권거래제 더미

변수를 설정하여 계획기간별, 할당대상기업 그룹별 구분된 순 효과를 보

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에서 비율로 표시되는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

연로그를 취하였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에서는 음영으

로 표시된 부분에서 양의 부호이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

형(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2018년 이후에 제1차,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기업은 9.0%의 순 증가효과가, 제2차 계획기

간에만 포함되는 기업은 27%의 순 증가효과가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산의 계수는 양의 부호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매

출액이 증가함을 나타냈고, 부채비율 계수도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기업

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자본적흐름(Capital expenditures,

CAPEX)의 계수는 음의 부호로 도출되어 기업의 자본투자와 매출은 음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매출원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작용항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배출권거

래제 이후 기업의 원가효율성이 1.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형(4)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포

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원가효율성이 2015∼2017년에는 2.1%, 2018년

이후에는 1.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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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출액 (2)매출액 (3)매출
원가율

(4)매출
원가율

(5)ROA (6)ROA

2015년 이후 -0.280*** -0.170*** 0.037*** 0.027*** -0.071*** -0.048***

(-10.59) (-6.43) (5.40) (4.02) (-11.83) (-7.81)

전체할당기업 0.148*** 0.060*** -0.019***

(7.09) (11.13) (-3.83)

2018년 이후 -0.117*** 0.009 -0.025***

(-4.44) (1.33) (-4.21)

1, 2차 할당기업 0.174*** 0.061*** -0.021***

(8.15) (11.08) (-4.15)

2차 할당기업 -0.099* 0.030* 0.000

(-1.68) (1.90) (0.02)

2015년 이후× 0.043 -0.019*** 0.015**

전체할당기업 (1.54) (-2.71) (2.41)

2015∼17년× -0.013 -0.021** 0.009

1, 2차 할당기업 (-0.38) (-2.42) (1.14)

2018년 이후× 0.090** -0.017* 0.026***

1, 2차 할당기업 (2.28) (-1.66) (2.90)

2018년 이후× 0.270* -0.000 0.014

2차 할당기업 (1.84) (-0.01) (0.54)

자산 0.954*** 0.951*** -0.001 -0.001 0.020*** 0.020***

(205.21) (203.04) (-0.95) (-1.11) (17.83) (17.85)

부채비율 0.596*** 0.597*** 0.151*** 0.152*** -0.231*** -0.231***

(24.60) (24.68) (24.40) (24.48) (-36.45) (-36.51)

자본적흐름 -0.008*** -0.008*** -0.000** -0.000** 0.006*** 0.006***

(-19.62) (-19.64) (-2.43) (-2.43) (4.04) (4.01)

매출증가율 -0.000 -0.000 0.003*** 0.003***

(-0.75) (-0.75) (4.98) (4.97)

연구개발비 -0.002*** -0.002***

(-3.29) (-3.26)

광고선전비 -0.033*** -0.033***

(-9.29) (-9.29)

상수항 -0.118 -0.097 0.802*** 0.804*** 0.009 0.007

(-1.23) (-1.01) (32.92) (32.93) (0.45) (0.34)

N 14315 14315 14039 14039 9693 9693

adj. R2 0.845 0.845 0.204 0.203 0.163 0.164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32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매출액, 매출원가율, ROA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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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원가효율성이 더욱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은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부채비율이 높으면 매출원가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적흐름은 작지만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기업의

투자와 원가효율간의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기업의 ROA에 통계적 유의한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의 2018년 이후 ROA가 2.6%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자산은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ROA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King and Lenox(2002), Iwata and

Okada(2011)의 결과와 유사한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악

화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기업들은

매출원가 효율이 높아지고,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였다.

표 33에서 종업원수는 모형(1)에서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고, 모형(2)에서 2015∼2017년 제1차 계획기

간에 적용되는 기업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2018∼2019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기업의 혁신을 유발했는지 분석하

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포터가

설에서 제안한 유연성이 있는 환경규제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개발비는 모

형(3)에서 배출권거래제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순 효과는 16.4%로 상당히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제2차

계획기간에 모두 적용되는 기업,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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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업원수 (2)종업원수 (3)연구개발비 (4)연구개발비

2015년 이후 -0.325*** -0.177*** -0.150** -0.157**

(-10.79) (-5.84) (-2.44) (-2.49)

전체할당기업 0.063*** -0.487***

(2.71) (-9.70)

2018년 이후 -0.150*** -0.007

(-4.96) (-0.12)

1, 2차 할당기업 0.055** -0.496***

(2.29) (-9.65)

2차 할당기업 0.118* -0.390***

(1.77) (-2.67)

2015년 이후× 0.064** 0.164**

전체할당기업 (2.09) (2.56)

2015∼17년× 0.065* 0.169**

1, 2차 할당기업 (1.77) (2.18)

2018년 이후× 0.068 0.254***

1, 2차 할당기업 (1.57) (2.86)

2018년 이후× 0.127 0.136

2차 할당기업 (0.76) (0.51)

자산 0.747*** 0.747*** 0.897*** 0.897***

(141.13) (139.75) (78.01) (77.14)

부채비율 0.516*** 0.517*** -0.289*** -0.294***

(18.65) (18.69) (-4.80) (-4.87)

자본적흐름 -0.120*** -0.120*** 0.002 0.002

(-21.23) (-21.23) (0.90) (0.91)

매출증가율 -0.023*** -0.023*** -0.001 -0.001

(-4.10) (-4.13) (-0.85) (-0.85)

상수항 1.525*** 1.518*** -3.882*** -3.878***

(13.63) (13.55) (-17.16) (-17.10)

N 11407 11407 11927 11927

adj. R2 0.761 0.761 0.478 0.477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표 33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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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16.9%보다 제2차 계획기간이 25.4%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산과 자본적흐름 계수는 양의 부호로 추정되어 자산이

크거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음의 부호로 추정되어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연구개발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이 늘어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연구개발비

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포터가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특히 포터가설에서는

단기효과보다는 동태적인 효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정

착된 제2차 계획기간에 연구개발비가 크게 상승한 것은 포터가설을 지지

한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항목이 자료가 온실가

스 감축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결과해석에 한계

가 존재하나, 배출권거래제 이후 기업의 혁신이 유발되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순 효과는

당초 기업들이 우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대

부분의 지표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EU ETS 선행연

구에서는 ETS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

ETS 1기의 과잉할당, 무상할당으로 인한 횡재이윤 발생, 다른 국가 대

비 낮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 기업의 혁신 유발이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앞 소절의 분석결과에서 기업의 매출액, 에너지 가격 등을 통제

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전체 할당대상기업은 유의한 감축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과잉할당이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1차 계획기간은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

당하였고, 제2차 계획기간에서는 전체 배출권의 3%에 대해서만 유상할

당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일 수 있

다.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의 10%까지 유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상할당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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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결과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연구

개발비의 순 증가효과가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이 유발되었다는 명

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포터가설에서 주장한

기업의 경쟁력은 투입요소의 비용절감 등 일정한 시점의 정태적 경쟁력

이 아닌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기반한 동태적 경쟁력임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배출권거래제 자료가 누적되면 포터가설에 대한 검증과 심

층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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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한국은 2015

년 1월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

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종료되고, 제2차 계획기간

(2018∼2020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배출구성 변화,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까지 전체 할당대상기업과 산업부문 할당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었다. 배출권 거래실적에서 산업부문

은 제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의 매수량 대비 매도량이 많아 자체 감축노

력 중심으로 배출허용량을 준수하였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을 통제한 조건에서 감축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분석결과와

방향성이 일치하였다.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순 감축효과는 전체 할

당대상기업의 경우 제1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가 제2차 계획기간의 감축

효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은 제1차 계획

기간의 감축효과가 제2차 계획기간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제2차 계획기간의 제2차 이행연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

지막 이행연도에 기업의 감축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전체

자료 확보 이후 제2차 계획기간에 대한 결론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제2차 계획기간을 모두 포함하지 못해서 자료 부족으로 인한 해석의 한

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그동안의 배출권 할당계획

을 연계하여 계획기간별 감축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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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이 시행되는 동안 총

네 차례의 할당계획이 발표되었고,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국가 온

실가스 감축로드맵의 변경으로 제1차 계획기간보다 제2차 계획기간의 배

출허용총량이 증가하였다. 배출허용총량 증가에는 할당대상기업의 추가

진입으로 인한 효과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산업부문의 경우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량이 유사한 수준이다. 산업부문

의 경우 제1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유지하면 제2차 계획기

간의 배출허용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부문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건

물부문은 제2차 계획기간에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

실적을 살펴보면 발전부문은 배출권의 매도 대비 매수량이 많아 주로 외

부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하였고, 감축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은 분석결과와 방향성이 일치한다. 건물부문은 배출권의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 자체감축으로 배출허용량을 준수하였으나, 분석결

과에서는 제1차 계획기간의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건물부문 배출량 전망이 높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건물부문은 간

접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데 제1차 계획기간에 간접배출에 대한 감축률

완화(80%)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감축부담이 적었을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 분석에서 산업부문 전체 할당대상기업은 배출

권거래제 시행 이후 직접배출 감축효과가 나타났다. 직접배출의 순 감축

효과는 제1차 계획기간이 제2차 계획기간보다 크게 나타났다. 제2차 계

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수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

할 수 있다. 간접배출은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배출권 할당량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 직접배

출 또는 간접배출, 혹은 모두를 대상으로 감축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산업부문 할당대상기업은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배출 감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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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기업별 에너지절감수단

조사통계에서는 비전력 분야가 전력분야 대비 투자비나 회수기간 측면에

서 감축수단 선택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간접배출 비율의 상승효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당

초 정책설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간접배출 비

율상승은 직접배출 감축효과로 인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나타났고, 간접

배출 감축효과는 배출권 가격에 반응하기 때문에 향후 배출권 할당이 엄

격해지고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적절한 가격신호로 작용한다면 간접

배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다만 제1차 계획기간에 있었던 간접배출에 대한 감축률 완화라는

제도적 요인이 간접배출 비율 상승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는 제1차 계획기간이 제2차 계획기간보다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간접배출 비율의 상승효과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산업부문을 에너지 소

비에 따른 업종특성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업, 전력다소비업, 일반제조업으

로 구분하여 배출권거래제 이후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감축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직접 대비 간접배출 비율을 분석하였다. 모든 업종그룹 모형에

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직접 대비 간접배출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다소비업은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

기간 모두 간접배출 비율이 상승하였고, 제1차 계획기간이 더 크게 나타

났다. 전력다소비업과 일반제조업은 제1차 계획기간에만 직접 대비 간접

배출 비율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업종그룹별 분석에서는 업종특성별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의 감축효과

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에너지다소비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간접배출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다소비업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직접배출, 간접배출 모두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유의한 감축효과가 나

타났다. 전력다소비업의 경우 외부에서 배출권을 매수하지 않고 자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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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노력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는 선택을 한다면 간접배출에 대해서

도 실질적 감축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제조

업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 모두 배출권거래제 기간에 대한 유의한 감축

효과가 없었으나, 배출권 가격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조업

은 상대적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전력 소비량이 낮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즉각적인 감축수단 적용보다는

배출권 가격과 기업의 감축비용을 비교하여 감축수단을 선택하고 감축량

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매출액,

매출원가율, ROA와 같은 재무지표와 기업의 종업원 수, 혁신의 대리변

수인 연구개발비를 분석항목으로 설정하고, 할당대상기업과 미할당기업

을 구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순 효과를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기업의 매출액은 제2차 계획기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에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동일한 규모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투입량이 감

소하였고,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우려와는 달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매출 대비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거

래제 시행 이후 ROA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이 우려하였던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종업원 수 감소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제1차 계획기간에는 유의한 순 증가효과가 나

타났다. 기업의 혁신을 나타내는 연구개발비는 배출권거래제 이후 증가

하였고, 특히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제1차 계획기간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

타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기간이 늘어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연구

개발비 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포터가설에서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단기효과보다는 동태적인 효과를 강조했다는 점과 연결해

서 볼 때 의미 있는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에서 사용한 연구개발

비 항목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된 비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한계

가 존재하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포터가설을 지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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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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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기업들의 실증자

료를 활용하여 아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기업 단위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

었으나 계획기간별 감축효과는 당초 제도설계 당시 계획했던 운영목표와

달리 제1차 계획기간 대비 제2차 계획기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변경과 수정과정에서 최신 배출실적을

반영하여 초기 감축경로가 완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2차 계획기간에

배출허용총량이 엄격하지 않은 수준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

행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경로를 준수하면 2030년 국가 감

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 정책변경 요인을 줄이고 온실

가스 감축 로드맵에 연동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히 할당해야 한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에

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경로를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을 산정하였고, 배출허용총량의 증가가 있었으나 커버리지 확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밝혔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구성 변화 분석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

업부문 할당대상기업들의 간접배출 비율 증가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기

업들의 감축수단 의사결정에 있어 직접배출을 우선순위로 채택되어 나타

난 현상이므로 정책설계의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간접배출이

배출권 가격에 반응한다는 점은 향후 간접배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차 계획기간에 있었던

간접배출 감축률 완화와 같은 조치는 간접배출로의 전환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는 일시적 제도변경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 영향 분석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규제준수 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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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매출

액, ROA와 같은 재무지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매출원가 비율

은 낮아져 기업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이 5년으로 길지는 않지만 배출권거래제 이후 기업의 혁

신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제2차 계획기간의 제2차 이행연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제2차 계획기간의 전체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

한 한계가 있다. 2020년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제2차 계획기간

전체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

행 이후 부문별, 업종특성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기

업의 감축 의사결정은 기업의 투자 여력, 에너지비용 등 기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설비투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한다면 기업 특성별로 감축수단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영향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면

서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EU 실증연구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EU ETS가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

은 이유로 배출권의 과다할당과 무상할당, 기술혁신의 영향 등이 도출되

었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제3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변화에 대한 지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의 혁신은 장기간의 동태적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

에 자료가 누적되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포터가설의 실현에 대한 검증

이 가능할 것이다.



- 154 -

부 록

A. 전력다소비업 온실가스 배출총량, 배출구성 분석결과(F-gas 제외)

(1) 배출총량 (2) 직접배출
집약도

(3) 간접배출
집약도

(4) 직접 대비
간접배출

목표관리제 -0.040*** -0.105** -0.037*** 0.068

(2012∼2014년) (-7.64) (-2.37) (-4.72) (1.43)

ETS 1기 -0.036*** -0.125** -0.037** 0.089

(2015∼2017년) (-4.02) (-2.12) (-2.11) (1.34)

ETS 2기 -0.036*** -0.121* -0.041** 0.080

(2018∼2019년) (-4.46) (-1.75) (-2.40) (1.06)

매출액 1.003*** 0.930*** 0.984*** 0.055

(73.00) (7.13) (41.77) (0.40)

에너지 원단위 1.017*** 0.875*** 1.035*** 0.160

(55.87) (7.65) (39.76) (1.40)

GDP 0.053 -0.466 0.331*** 0.796**

(1.22) (-1.33) (3.24) (2.12)

석유가격 0.013 0.001 -0.012 -0.013

(0.56) (0.01) (-0.51) (-0.14)

가스가격 0.050*** 0.048 0.038 -0.012

(2.68) (0.41) (1.62) (-0.09)

배출권 가격 0.000 0.004 -0.000 -0.005

(0.76) (1.41) (-0.13) (-1.32)

상수항 0.684 6.012 -3.253** -9.260*

(1.13) (1.27) (-2.36) (-1.82)

N 1235 1232 1235 1232

adj. R2 0.985 0.384 0.930 0.052

t statistic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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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평행추세가설 검정결과

평행추세가설 검정을 위한 모형 설정(Autor, 2003)

1) ln 매출액

2) 매출원가율

3) ROA

4) ln 종업원수

5) ln 연구개발비

       F(  7, 13524) =    1.21

            Prob > F =    0.2915

       F(  7, 10572) =    0.88

            Prob > F =    0.5228

       F(  7, 10668) =    1.14

            Prob > F =    0.3316

       F(  7, 14991) =    0.32

            Prob > F =    0.9444

t=2007∼2014년 : before treatment, t=2015∼2019년 : after treatment

   ×  × × ×

 ×  ×  ×  ×

 ×  ×  ×  ×

  

                

       F(  7, 10740) =    1.52

            Prob > F =    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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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K-ETS :

Focusing on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Share of Scope 2 Emissions, 

and Competitiveness at the Firm Level

Lee, Youngj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launch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K-ETS) in January 

2015 as a key means of policy to achieve national targe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his study,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first phase (2015-2017) and the 

second phase (2018-2020) of the K-ETS are completed, aims to 

contribute to effectively operate the future K-ETS, analyzing 

effects of GHG emissions reduction, changes in share of scope 2 

emissions, and impacts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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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first phase and the second compliance year (2019) in 

the second phase, a total of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K-ETS 

and liable entities eligible for allocation to the industrial sector 

significantly reduced GHG. However, the net mitigation effect in 

the second phase was not greater than that in the first phase. In 

the National Emission Allowance Allocation plan, the allocation in 

the second phase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first due to the 

change in the Roadmap to Achieve the National GHG emissions 

Reduction Target, which is the basis for allocation of emission 

permit. This increase includes the effect of additional entry by 

the liable entities, so except for this, the cap for the industrial 

sector during the first and second phase are similar.

  The emissions reduction in the power sector after the K-E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mainly because companies 

in this sector have purchased emission permits through the 

trading market to accomplish the emission permit target. The 

building sector had a GHG emissions reduction effect only during 

the second phase. It can be inferred that this sector,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scope 2 emissions, was able to accomplish 

targets without any actual effort, because there were measures to 

mitigate the reduction rate (80%) for scope 2 emissions during 

the first phas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ETS, mitigation effects of 

scope 1 and scope 2 emissions of liable entities in the industrial 

sector have been different, which has changed the emission 

composition in a way that increases the share of scope 2.  Scope 

1 emissions were significantly reduced during both the first and 

second phase. Scope 2 emissions declined when the average price 

of the permits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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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K-ETS, liable entities are also allocated scope 2 

emission permits, they can choose scope 1 or scope 2, or both, 

as a means of reduction to accomplish the emission target. It can 

be inferred that the entities allocated to the industrial sector 

choose the scope 1 emission mitigation option first, and then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 scope 2 emission mitigation option 

is applied according to the carbon price.

  In the analysis by type of industry, as with the results of the 

overall analysis, scope 1 emissions from the energy-intensive 

industry decreased during the K-ETS phase. Scope 2 emissions 

responded to the carbon price. In the electricity-intensive 

industry, both scope 1 and scope 2 emissions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but did not react to the carbon price. Both scope 1 and 

scope 2 emissions from the res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except for the energy and electricity-intensive industries, did not 

significantly reduced, but responded to the carbon price.

  This study analyzed sales, sales cost rates, return on assets 

(ROA), number of employe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costs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K-ETS on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Since the launch of the K-ETS, the 

sales of the liable entities have been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cond phase. The sales cost rates has 

been improved overall throughout the phase,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amount of input needed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output. Contrary to pre-implementation concerns, the 

K-ETS did not increase the production cost to the company's 

sales. It also shows that the significant increase in ROA has led 

to an improvement in the profitability of the entity. No effect was 

found on reducing the number of employees due to the 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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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costs, a proxy variable for the innovation of the companies, 

have increased, especially during the second phase. This can be 

understood as a meaningful change in the dynamic aspects of the 

entity's competitiveness,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K-ETS.

keywords :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 (K-ETS), 

            GHG emissions reduction, Scope 1 emissions, Scope 2 

emissions, Firm competitiveness, Polic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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