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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를 물질형태로 활용하는 사례로 경제 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다량

의 온실가스와 폐기물을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재생가능 자원인 바이

오매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적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국 축차

동태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간접세 부과 및 효율성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플라스틱산업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규제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감축

과 폐기물 감소효과가 확인되었으나 GDP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동시에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육성할 경우 플라스틱산업 규제 시

나리오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만,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확대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상쇄되어 GDP

감소폭이 줄어 들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바이오플라스

틱산업의 후방산업인 바이오매스공급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경우 추가적

인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GDP는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 플라스틱산

업을 대체해 나갈 경우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으로 플라스틱산업에서

바이오매스로 원료대체를 추진하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중요한 감

축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정책 추진 시 플라스틱 산업의 규제를 통해 폐기물의 원천

발생을 줄이고 기존 플라스틱 소비의 일부를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플라스틱산

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플라스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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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경제, 축차 동태 일반균형모형, 원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플라스틱 폐기물

학 번 : 2014-3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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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환경위기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는 각종 환경문제로 다양한 도

전에 직면해 있다.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대표적 위협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의 편의성과 낮은 생산비용, 광범위한 용도로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생산과

정과 최종 폐기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 위협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석유소비의 14%가 소비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의 18%가 배출되고 있다(IEA,2018).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

년에는 전세계 석유소비의 20%,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가 플라스

틱 생산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EC, 2017). 또한 버려진 플라

스틱으로 인해 2050년경에는 물고기 수보다 많은 양의 플라스틱으로 바

다가 채워져 해양생태계는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6).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플라스틱 소비는 미국,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이며(Euromap,

2016), 인천과 낙동강 하류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 2위와 3위로 조사되었다(Hurley et al., 2018).1) 또한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포장용기와 마스크 사용 등으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동기 대비 15.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0).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1) Hurley et al.,(2018)은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보고한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전세계
유역별 미세플라스틱 오염지도를 작성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영국 머지강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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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바이오플

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5년이내 전지

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잠재력이 큰 10대 혁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생

분해성 플라스틱을 선정하였다(WEF, 2019).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매

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적(carbon neutral)이며 분해가 가능하

다(biodegradable). 바이오매스는 대표적으로 식물자원이 이에 해당하며

식물자원은 성장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분해과정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만큼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추가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탄소중립성과 생분해성은 바이오플라스틱이 환경

적 영향 측면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은 기존 탄소 의존적 경제체제에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시스템

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정부는 ‘탄소의

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환경분야 대규모 투자계획

인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녹색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에 42

조를 투자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a). 뒤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국내 탄소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로 함으로써 저탄소사회를 넘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

가기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였다. 산업부문에서는 미래 신기술 적용, 에

너지 효율 개선, 순환경제 강화, 저탄소 연료사용 확대 등을 관련 비전으

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b). 탈 플라스틱 대책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여 2050년까지 기존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

라스틱으로 대체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환경부, 2020), 화이트 바이오산

업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을 확대하고 순환경제를 실현하

겠다는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c).

본 연구에서는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 시 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그간 저탄소 친환경 산업으로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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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잠재력과 중요성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있어 왔으나(심우석·남장근,

2013; 남장근 외, 2014; 유거송 외, 2017), 정량적 연구를 통해 바이오플라

스틱산업의 확대가 가져올 구체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육성은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한 전후방산

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 의미

가 크다. 석유화학산업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생산규모는 제조

업 4위이며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에 이은 4대 수출산업 중 하나이다.

에너지소비 측면에서는 2015년 기준 전체 국내 석유소비의 48%를 차지하

고 있으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여 시멘트, 철강업과

더불어 대표적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으로 꼽힌다(한국에너지공단, 2016; 에

너지경제연구원, 2016).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으로

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용 석유소비로 인한 이산화

탄소 배출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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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일국 축차 동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

다. 2015년을 기준연도로 2021~2030년을 분석기간으로 시나리오별 정책효

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변화와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바이오화학산

업2)이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구현에서 지니는 의미를 조명하여 석유화

학산업에서의 원료대체가 화석원료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는데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바이오경제는 재생가능 자원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하

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 비전으로 바이오경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U, 미국, OECD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바이오경

제로의 이행에서 순환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기반 물질 사용에서 바이오매스 기반 물질 사

용으로의 전환이 지속가능성 제고에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바이오화학산업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와 같은 화
학제품을 만드는 산업으로 기존 석유화학산업에 대비된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추어 바이오화학산업을 살펴보았다. 바이오화학산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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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흐름도

이 논문의 내용은 1장 서론, 2장 이론적 배경, 3장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와 바이오화학산업, 4장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5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바이오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고 바이오경제의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로 이행에 있어 순

환경제 실현이 지니는 의미를 EU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순

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에서 바이오화학 산업이 지니는 중요성

바이오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일국 축차 동태

일반균형모형 구축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을 재분류 한 뒤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고 정책시나리오 구성하여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5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에 할애한다(그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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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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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3)

제 1 절 바이오경제 개념

바이오경제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등장한 역

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10년을 전후해서 바이오경제에 관한 국가전략과

비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G7을 포함하여 50여 개 국가에서 바이

오경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OECD, 2018).

<그림 2-1> 국가별 바이오경제 정책 현황

자료 : OECD(2018)

3) 이 장은 손원익·홍종호(2018)를 토대로 내용과 형식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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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를 정의하는 방식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초기 바이오경제

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기술의 활용에 주목하는 그룹과 바이오매스

의 활용을 강조하는 그룹으로 나뉘었다(Hausknost et al., 2017; Meyer,

2017; 정인석, 2018). OECD(2009)는 바이오경제를 “바이오기술의 활용에

따른 경제적 산출물 비중이 큰 경제”로 정의하였고 전자의 시각을 대표

한다. 한편 EC(2012)는 바이오경제를 “재생가능한 생물자원을 생산하고

생물자원과 폐기물을 활용함으로써 식품, 사료, 바이오에너지와 제품생산

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로 규정하여 후자의 시각을 나타낸

다4). 이러한 시각차는 바이오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수립의 과정에서

차이를 만들어냈다. 바이오기술이 중시되는 그룹에서는 혁신을 통한 경

4) 정인석(2018)은 바이오기술을 강조하는 그룹과 바이오매스로의 대체를 강조하는
그룹을 각각 기술 중심적 관점과 자원중심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전자의 시각을
협의의 바이오 경제 개념으로, 후자를 광의의 바이오경제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표 2-1> 바이오경제 전략 및 비전

분류 연도 명칭 비전 핵심요소

OECD 2009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경제성장을 위한 바이오기술의
응용

바이오기술

EU 2012
Innovating for Sustainable
Growth: A Bioeconomy for

Europe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저감
대응을 위한
스마트 녹색성장

바이오매스

미국 2012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생명과학 연구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바이오기술

독일 2011

National Research
Strategy: Our

Route Towards a Biobased
Economy

식량안보 및 기후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바이오매스

자료 :  Hausknost et al(2017); Meyer(2017)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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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이, 바이오매스의 활용이 중시되는 그룹에서는 화석원료 대체와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이 바이오경제의 비전으로

제시되었다((Hausknost et al., 2017; Meyer, 2017).(표 1 참조).

초기 바이오경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바이오기술과 바이오매스의 역할

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내려진 것과 달리 최근에는 바이오매스의 지

속가능한 이용이 바이오경제의 중심요소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OECD (2018)는 “바이오기술이 바이오매스 생산과 일차산업에 기여하는

경제”로 바이오경제를 이해함으로써 이전과 달리 바이오매스를 바이오경

제 개념규정의 중심으로 위치시켰다. 미국 또한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바이오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Dietz et al., 2018)(표 참조).

<표 2-2> 주요국가 및 기관 바이오경제 개념변화

구분 전 (2015년 이전) 최근 (2015년 이후)

OECD
바이오기술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산출물의 비중이 큰 경제(OECD, 2009)

바이오 기술이 바이오매스 생산과 일차산
업에 기여하는 경제(OECD, 2018)

EU

재생가능한 생물자원을 생산하고 생산된
생물자원과 폐기물을 이용하여 식품, 바
이오기반 제품,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부
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제(EC,
2012)

바이오매스을 이용하여 식품, 사료, 바이
오기반 물질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제
(EC, 2017)

미국
생명과학에서의 연구와 혁신이 경제활동
과 공공이익을 창출하는 경제(The White
House, 2012)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생가능한 해양, 육
상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환
경적,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 내는 전 지구
적 산업의 전환(Federal Agency Activities,
2016)

한국
바이오기술이 활용되는 바이오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회경제적 편익과 효용
을 총칭(산업연구원, 2013)

바이오기술이 질병극복 등 인류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등 경
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기부, 2017)



- 10 -

이러한 인식 변화의 배경에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추구

하는 것이 자원이용에서 세대간 형평성 강조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내용

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부합한다는 이해가 전제 되어 있다. 지

속가능한 발전 원리는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 2009). 바이오경제는 생물자원의 이용을

전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시킬 우려

가 있다(EEA, 2018). 지속가능한 발전이 바이오경제의 비전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유이다.

최근 OECD(2018)는 “Meeting Policy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Bioeconomy”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보고서에

서는 “바이오경제 개념은 화석기반 원료에서 바이오기반 원료로 점진적

인 대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체제”를 의

미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의 바이오매스 이용”을 전

제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지구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

로써 바이오경제의 비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안에서 마련되어야 함

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사회는 바이오경제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이 중심이 되

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과 비전을 추

진하는 데 이르고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비전에 주목하여

기후변화, 순환경제, 식량안보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및 정

책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OECD, 2018; Wydra, 2019;

Biber-Freudenberger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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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경제시스템은 물질균형(material balance) 측면에서 보았을때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공급되는 자원과 잔여물(residuals)들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Kneese et al., 1970). 이는 경제와 자연간 긴밀한 연관관계를 보

여준다. 순환경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화,

물질, 자원의 가치가 경제 시스템에서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EC, 2015). 또한 자원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산업시스템 복구

가능성의 증대를 추구한다. <그림 2-2>은 이러한 순환경제의 메커니즘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 순환경제 모형

자료 : 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2).

순환경제는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연결되는 선형 경제구조와 다르게

소비된 제품을 분해, 재활용, 재이용 등을 통하여 시스템에 재투입하는

순환형 경제구조를 의미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Nguye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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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물질의 순환은 생물유래 물질(Biological nutrients)과

기술적 물질(Technical nutrients)이5) 두 측면의 커다란 순환 루프를 거

쳐 제품생산에 투입됨으로써 이루어진다(그림 3 참조). 이 물질들은 사

용된 후 회수과정을 통해 재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누출 최소화를 목표

로 한다. 이때 누출이란 퇴비 혹은 부품소재로의 활용과 같은 재활용 기

회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Nguyen et al., 2014).

순환경제에서 바이오경제는 그림의 왼쪽 루프와 관련돼있다. 바이오매

스의 활용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생물유래 물질의

순환경제 내 투입이 확대되고 재활용 사이클이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캐스케이딩 원리(cascading principle)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6) 케스케이

딩 원리에 의해 에너지 회수 이전에 생물유래 물질을 새로운 생산단계별

로 재투입 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2-3> EU 바이오경제 관련 순환경제 정책

Cross-cutting policies relevant to the bioeconomy

Circular
economy —
waste

ㆍCommission communication Towards a circular economy: a zero waste
programme for Europe (2014)
ㆍCommission communication Closing the loop —An EU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2015)
ㆍCommission communication The role of waste-to-energy in the circular
economy (2017)
ㆍCommission communication Future strategy on plastics use, reuse and
recycling (2016)
ㆍDirective (EU) 2015/72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amending Directive 94/62/EC as regards reducing the consumption
of lightweight plastic carrier bags

자료 : EEA (2018).

5) 생물유래물질은 유기물질을 의미하며, 기술적 물질은 금속, 광물, 석유 등으로 부
터 추출된 물질을 의미한다(Ellen Macarthur Fondation, 2012).

6) 캐스케이딩 사례로 면직 의류 재활용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면직 의류는 사용
후 솜, 건축용 단열재 등으로 재사용될 수 있다(E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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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환경청은 “The circular economy and the bioeconomy : Partners

in sustainability”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순환경제 정책과 바이오경

제 정책 간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EEA, 2018)(표 참조). 보고서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정책과 바이오경제 정책 간에는 공통된 정책목

표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두 정책 모두 바이오매스, 바이오기반 제품,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

성, 자원효율성, 가치사슬, 바이오정제(refining) 등을 공히 지향한다.

두 전략 간 연계를 통해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이오경제에서 캐스케이딩 원리에 따라

바이오매스의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으로 이용으로 바이오매스 자

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최적화를 추구하

는 순환경제원리가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를 구현하는 촉매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순환경제 측면에서는 기술적 물질순환이 큰 부분을 차지

하던 데서 생물유래 물질인 바이오매스 투입물 증가로 인해 순환경제의

전반적인 복구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Michael Carus, 2016; EEA,

2018).

EEA(2018)는 이러한 순환형 바이오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로

를 제시하고 있다. 화석기반 제품 대체, 바이오매스 생산강화, 소비자 행

동 변화, 생물학적 물질순환과 기계적 물질순환 사이클의 분리 등을 예

로 들고 있다(그림 참조).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데 있어 순환

경제와 바이오경제 간 정책적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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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순환형 바이오경제로의 이행경로

자료 : EE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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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바이오산업 범위 및 현황

1. 해외 바이오산업 범위 및 현황

바이오산업의 범위설정은 바이오경제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인석, 2018). EU는 제품 생산과정 시 바이오매스의 투입 여부

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10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산업 가운데

바이오매스 외 기타 원료가 투입되는 산업은 하이브리드 부문으로 분류

하고 있다7). 일차산업인 농업, 임업, 어업과 식품, 음료, 목재, 담배, 제지

산업등 일부 제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참조). 하이브

리드 부문의 경우 바이오 섬유, 바이오화학, 가구, 제약, 플라스틱 제조

및 바이오에너지로 정의한다. 하이브리드 부문은 제품생산에 사용된 바

이오매스의 비중을 산정하여 해당산업에서 동 제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

액 및 부가가치액를 추정할 때 활용하고 있다(Ronzon et al., 2018).

7) https://datam.jrc.ec.europa.eu/datam/mashup/BIOECONOMICS/index.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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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EU 바이오산업 분류

바이오산업 부문 NACE Code** 

농업 A01

임업 A02

어업 A03

식품, 음료, 담배 C10; C11; C12

바이오 섬유제품* C13*; C14*; C15

목재 및 가구* C16; C31*

종이 및 종이제품 C17

바이오 화학, 제약 및 플라스틱(바이오연료 제외)* C20*; C21*; C22*

액체 바이오연료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C2014*; C2059*

바이오 전기* C3511*

 * 하이브리드 부문 : 바이오매스와 다른 종류의 원료가 함께 투입되어 제품이 생산된 부문

** NACE(Nomenclature of Economic Activities) : 유럽 표준산업분류 

자료 : Ronzon et al., (2018).

EU 지역 바이오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2,259십억 유로의 매출을 나

타냈으며, 총 1,800만개의 일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onzon

et al., 2018). EU 바이오산업에서 농업, 식품, 음료, 담배 등의 산업은 매

출액과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이오화학, 종이 및 종이제품 산업은 일자

리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매출액 기

준으로 식품ㆍ음료ㆍ담배가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농

업 16.8%, 종이 및 종이제품 7.8% 순이었다. 한편 부가가치 기준으로 식

품ㆍ음료ㆍ담배가 37.6%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농업 28%, 바이

오화학, 제약 및 플라스틱 9.1% 순이었다. 일자리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ㆍ음료ㆍ담배가 25.1%, 목재 및 가구가 7.8%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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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EU 바이오산업 부문별 일자리, 매출, 부가가치 비중

(단위: %)

바이오산업 부문 일자리 매출 부가가치

농업 51.0 16.8 28.0

임업 3.0 2.2 3.8

어업 1.2 0.5 1.1

식품, 음료, 담배 25.1 51.0 37.6

바이오 섬유제품 5.6 4.6 4.6

목재 및 가구 7.8 7.7 7.6

종이 및 종이제품 3.6 8.3 7.3

바이오 화학, 제약 및 플라스틱(바이오연료 제외) 2.5 7.8 9.1

액체 바이오연료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0.1 0.5 0.4

바이오 전기 0.1 0.5 0.5

자료 : Ronzon et al. (2018).

미국은 농림, 바이오정제, 바이오화학, 효소, 바이오플라스틱, 목재, 섬

유의 7개 산업을 바이오기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바이오기

반 산업은 생물자원, 재생가능자원, 농림자원으로부터 재화를 생산하여

가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USDA, 2015). 미 정부는 바이오기반 제품

을 인증하는 BioPreferre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함

량 측정을 위한 인증기준이8)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는 미국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바이오경제의 구성요소로 다루고 있으나, 별도 산업으로 분류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바이오산업을 파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013년 기준 미국의 산업별 바이오 기반 제품 비중은 플라스틱 제조업

이 0.28%로 가장 낮았으며, 농림업(목화재배, 임제품 생산, 벌목)이

10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표 참조).

8) 미 농무성은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기법인 ASTM D6866으로 제품에 포함된 바이오
매스 함량을 측정한다. https:// www.astm.org/Standards/D6866.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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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3년 기준 미국 산업별 바이오기반 제품 비중

산업 대분류 산업 세분류 바이오기반 제품 비중(%)

농림업

 목화재배 100

 육림업 100

 벌목 100

 옥수수 2

 사탕수수 1.7

바이오정제
 대두 0.6

 설탕제조 1.7

섬유 40.87

목재 100

바이오화학 4

효소 3.93

바이오플라스틱 0.28

자료 : USDA (2015).

미국 바이오경제의 규모를 바이오기반 제품 산업을 중심으로 보면

2016년 124십억 달러의 부가가치와 1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USDA, 2016)(표 참조). 부가가치는 목재가 933억 달러로 가장

컸으며 농림업 158억 달러, 바이오화학 50억 달러 순이었다. 일자리의 경

우 목재가 1,059,660명으로 가장 컸으며 농림업 263,500명, 섬유 164.370

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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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미국 바이오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및 일자리

산업부문 부가가치(억달러) 일자리(명)

농림업 158 263,500

바이오리파이너리 1.5 570

섬유 96 164,370

목재 933 1,059,660

바이오화학 50 17,690

효소 8.7 3,000

바이오플라스틱 0.1 1,200

자료 : USDA (2016). 

2. 국내 바이오산업 범위 및 현황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을 바이오기술이 연구개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 이용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b). 2008

년 기술표준원에서는 바이오산업을 8개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코드

화하여 국가표준(KJ) J 1009(바이오산업 분류코드)를 제정한 바 있다(산

업통상자원부, 2017b). 2016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존의 산업분

류체계를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바이오화학산업과 바

이오에너지를 통합하여 바이오화학ㆍ에너지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바이오전자산업의 경우 바이오의료기기산업으로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은 바이오서비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표 참조). 이에

따라 바이오 산업분류는 총 8개 대분류 산업 내에 중분류를 포함한 5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분류 항목은 바이오기술이 이용되어 생산

되는 재화와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9)

9) 바이오산업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바이오경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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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는 총 8조 8,775억 원이었으

며 총 생산에서 국내 판매는 4조 4,319억 원, 수출은 4조 4,455억 원을

차지하였다(표 참조). 바이오의약산업이 3조 3,507억 원으로 전체 산업의

37.7%를, 바이오 식품산업이 2조 9,182억 원으로 32.9%를 차지하였

다. 이들 두 산업의 비중은 70.6%로 바이오산업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2016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 및 내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생산

국내 판매 수출 계 비중

전 체 4,431,942 4,445,578 8,877,520 100.0

바이오의약산업 1,658,254 1,692,414 3,350,668 37.7

바이오화학ㆍ에너지산업 975,821 136,713 1,112,534 12.5

바이오식품산업 1,191,934 1,726,230 2,918,164 32.9

바이오환경산업 29,047 432 29,479 0.3

바이오의료기기산업 117,660 469,985 587,645 6.6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66,229 58,353 124,582 1.4

바이오자원산업 148,600 21,641 170,241 1.9

바이오서비스산업 244,397 339,810 584,207 6.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b).

바이오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총 4만 1,89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바이

오의약산업 19,518명, 바이오식품산업 6,286명, 바이오화학ㆍ에너지산업

5,080명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한 정의와 이에 따른 바이오산업의 정의를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을 분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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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2016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종사자 인력 분포
(단위 : 개, 명, %)

구 분 업체수 연구인력 생산인력 영업/관리 계
산업별
구성비

전 체
인력 980 13,181 14,716 14,002 41,899

100.0
비율 100.0 31.5 35.1 33.4 100.0

바이오의약산업 315 5,902 6,495 7,121 19,518 46.6

바이오화학ㆍ에너지산업 210 2,283 1,400 1,397 5,080 12.1

바이오식품산업 194 1,622 2,814 1,850 6,286 15.0

바이오환경산업 70 356 350 488 1,194 2.8

바이오의료기기산업 56 815 1,368 1,101 3,284 7.8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62 324 439 522 1,285 3.1

바이오자원산업 17 322 333 312 967 2.3

바이오서비스산업 56 1,557 1,517 1,211 4,285 10.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b).

<표 2-9> 바이오산업 분류체계(KSJ 1009) 변경 비교표

분류코드 구 분류체계(2015년기준) 신 분류체계(2016년 기준)

1 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의약산업

2 바이오화학산업 바이오화학ㆍ에너지산업

3 바이오식품산업 바이오식품산업

4 바이오환경산업 바이오환경산업

5 바이오전자산업 바이오의료기기산업

6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7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바이오자원사업

8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업 바이오서비스산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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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국내 바이오산업은 바이오기술을 위주로 정의되고 있으며, EU와 미국

이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산업 범위를 설정하는 상황과 매우 대조적이

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이슈는 미국과 EU에 비해 바이오의

약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6년 바이오산업 투자액 가운데

바이오의약 산업의 비중은 59.0%이며 바이오의료기기 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65.3%까지 비중이 커진다(표 참조). 특정 분야에 편중된 투자가 이

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바이오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내용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바이

오산업에 대한 국가 간, 산업 간 비교 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의료기기 및 장비, 연구개발 분야를 바이오산업에 포함시키

<표 2-11> 바이오산업 부문별 투자액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투자비 구성비 투자비 구성비 투자비 구성비

전 체 1,834,358 100.0 1,718,520 100.0 1,956,816 100.0

바이오의약산업 1,490,557 81.3 1,344,870 78.3 1,153,719 59.0

바이오화학ㆍ에너지산업 111,254 6.1 137,158 8.0 168,654 8.6

바이오식품산업 109,002 5.9 100,891 5.9 113,818 5.8

바이오환경산업 11,254 0.6 10,976 0.6 10,874 0.6

바이오의료기기산업 24,199 1.3 23,851 1.4 122,736 6.3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 21,025 1.1 19,916 1.2 16,555 0.8

바이오자원산업 22,635 1.2 25,120 1.5 25,288 1.3

바이오서비스산업 44,432 2.4 55,738 3.2 345,172 17.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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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바이오산업 분류를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와 같

이 이러한 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분류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EU의

경우 바이오의약 가운데 제약과 일부 의료기기만을 예외적으로 바이오산

업에 포함시킬 뿐 이외의 바이오의료기기 및 장비, 나아가 바이오서비스

업을 각각 제조업10)과 과학분야 연구개발업11)에 포함시킴으로써 바이오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EC, 2008; Ronzon, 2018). 미국의 경우 제

약은 물론 의료기기 모든 부문을 바이오산업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다

(표 참조).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바이오경제를 인식하고 바이오경제

구현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경제에 대해 바이오매스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

을 취함으로써 바이오경제에 관한 국제 논의는 물론, 산업적, 환경적 대

응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0) 유럽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에서 C26은 컴퓨터, 전기, 광학제품 제조업을 정의하
고 있으며 동 분류에서 의료용 진단기기를 비롯한 각종 실험기기를 분류하고 있
다.

11) 유럽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에서 C21은 의약품 및 제약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
약 및 바이오 의약 연구개발업은 의약품 및 제약업에서 제외시키고 과학분야 연
구개발업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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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국가별 주요 바이오산업 분류

구분 EU 미국 한국

화이트

화학
에너지

식품 및 사료
종이 및 펄프

화학
에너지

바이오화학ㆍ에너지
바이오식품
바이오환경

그린 농업, 임업, 어업 농업, 임업 바이오자원

레드
제약포함

의료기기 일부포함
(체내진단기)

의료기기, 
제약 제외

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장비 및 기기
바이오 서비스

바이오산업

기준
바이오매스 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바이오기술 활용

자료 : EC (2012); USDA (2016);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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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와 바이오화학산업12)

제 1 절 바이오화학산업의 중요성

1. 바이오화학산업

바이오화학 산업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제갈종건, 2017; 지식경제부, 2012)으로,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가

주요한 기술로 활용된다. 여기서 바이오매스는 기존의 화석원료를 대체

하는 재생가능 자원으로 옥수수, 사탕수수, 목재와 같은 생물자원을 의미

한다. 바이오매스는 도입시기와 경작지에 따라 세대구분을 할 수 있다.

제1세대 바이오매스에는 옥수수, 사탕수수, 감자 등과 같은 곡물류가 있

으며 제2세대 바이오매스로는 비식용작물인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존재한

다. 현재 비식용작물을 거쳐, 제3세대 바이오매스인 해조류까지 바이오매

스의 활용폭이 확대되고 있다(남장근 외, 2014).

바이오리파이너리는 석유화학산업의 오일리파이너리(Oil refinery) 즉

석유정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바이오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로부터

재생가능한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화합물을 생산하는 기술 내지는 공정을

의미한다(이현숙, 2018)(그림참조). 즉, 기존의 석유로부터 생산하던 에너

지, 연료, 화학제품 등을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바이오리파이너리 시스템에서는 바이오매스가 기존의 석유를 대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남장근 외, 2014).

12) 이 장은 손원익·홍종호(2018)를 토대로 내용과 형식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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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바이오정제 개념

자료 : 이상엽ㆍ유승민 (2017).

바이오화학산업은 바이오경제 내 핵심 기간산업이란 의미를 지닌다.

바이오경제가 생물자원을 가공하여 제품, 에너지, 연료를 생산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때 바이오화학산업은 이러한 생산시스템을 담당하는 핵

심 산업군인 것이다(kamm et al., 2006)

<그림 3-2> 바이오화학 산업과 바이오경제

자료 : Kamm et al. (2006)



- 27 -

바이오화학산업은 순환경제와 바이오경제와의 관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EU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자원생산성을 30%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을 65%를 감소에 있어 바이오

화학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EuropaBio, 2018). 미국

의 경우 바이오경제의 주요요소로 재생가능화학, 바이오제품, 바이오전력

에 주목하고 있다(USDA, 2016). 바이오화학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순환경제와 바이오경제가 필요로 하는 바이오기반 물질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이라는 데 있다. <그림 3-3>는 바이오매스가 순환경제 내

에서 에너지, 소재, 식품 등으로 가공 소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바이오

화학 산업은 바이오매스로의 원료대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화석원

료 의존적인 생산구조와 소비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림 3-3> 순환형 바이오경제 내 바이오매스 가치사슬

자료 : ElFI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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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화학 산업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국내 석유화

학산업은 수입되는 석유의 50%가량을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일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132.7kg)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한국

해양수산개발원, 2018)(그림 참조). 생산과 소비에서 화석원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바이오화학 산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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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플라스틱 정의 및 종류

<그림 3-5> 바이오 플라스틱 분류

자료 :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 홈페이지 참조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s)은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단량체를 이용

하여 만든 고분자 소재를 의미한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생산 시 투입되는

바이오매스의 비율 및 생분해성에 따라 크게 생분해성13) 플라스틱

(Biodegradable plastics)과 바이오 베이스(Bio-based plastics)으로 구분

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바이오매스 함량이 50~70% 이상인 경

우에 해당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생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

으나 유통 중 분해 가능성 등이 문제로 내구성 보완이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은 바

13) 미국 환경청(EPA)에 의하면 생분해성은 “미생물이 환경에 유입된 화학물질의 구
조를 대사작용이나 효소작용을 통해 변형하거나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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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매스 함량이 20~25% 이상인 경우이며 생분해성 플라스틱과는 달리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성을 지닌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표 참조).

<표 3-1> 바이오플라스틱 유형별 특성

자료 : 이상호 외(2019) 재정리 

구분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베이스플라스틱

천연물계 중합형 결합형

바이오매스함량 50~70% 이상 20~25%이상

사용원료 천연물, 미생물계 천연물-단량체중합 천연물-고분자중합

종류 PLA, PHA, TPS,  등  Bio-PE, Bio-PP, Bio-PET 등 

특징 빠른 생분해, 제한적 물성 이산화탄소 저감 우수,  생산성 우수, 난분해

분해기작 미생물 분해 -

생분해 기간 3~6개월 이내 (6개월이내 90%) 자료없음



- 31 -

제 2 절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현황 및 전망

1.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현황 및 전망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량

은 2012년 100만 톤 규모에서 2016년에는 330여만 톤 규모로 증가하였다

(그림 참조). 시장전문조사 기관인 지온마켓리서치(2018)에 의하면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매출규모가 2016년 기준 약 175억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2년에는 약 354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6> 2008~2016년간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추이

자료 : USDA (2018) 재인용.

세계 플라스틱 물질 생산량은 2015년 기준 3억 2천2백만 톤으로 바이

오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물질 생산량의 1%를 차지한다(USDA,

2018)(그림 참조). 2017년을 기준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의 용도별 사용 비

중은 포장재 생산이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섬

유 11%, 소비재 7% 순 이었다(그림 참조).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이 은

포장재 용으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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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발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바이오플라스틱은 기

존 석유기반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내열성, 내충격성 등 물성이 떨어져

일부 제품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해 점차 물성이

개선되어 최근에는 건축내장재, 식품용기, 자동차, 식품용기,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을 원료나 소

재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표 참조).

<그림 3-7> 바이오플라스틱 용도별 사용비중

자료 : European Bioplastics(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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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바이오플라스틱 적용분야

지료: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 협회 홈페이지 참조 

<그림 3-8> 2005년 ~ 2015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 추이
(단위: 백만 톤)

자료 : PlasticsEurope (2016).

분야 용도

포장 및 용기 필름, 시트, 봉토, 완충재, 트레이, 고기상자, 용기

일회용품 식기, 쓰레기봉토, 문구, 완구, 일회용 기저귀

토목, 건축자재 식목매트, 흙부대, 시멘트 증의 양생시트

농림어업자재 멀칭필름, 육모용 포트, 낚시줄, 어망

생활용품 주방용품, 문구 파일류, 유아용품

산업용품 화장품, 선물세트 등 완충 트레이, 식품포장용기

섬유제품 의복, 카펫

의료 골접 접합횽 스크류/핀, 봉합사, 의약품 및 옹약용 피복재

자동차, 차량 자동차 내장재(매트, 시트, 타이어 커버 등)

전기, 전체자품 PC 부품, 헤드폰 부품, 휴대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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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 생산량은 2012년~2016년 동안 3배가 넘게 성장하였으

며, 이는 각종 성장전망을 상회하는 결과로 이러한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도 인텔리전스(2018)의 전망에 의하면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은 2018년~2023년간 연평균 26%씩 증가하여 이 기간동안 3배 이상

의 생산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플라스틱 물질사용에 대한

각종 규제확대와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증가14)는 바이오플

라스틱의 수요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바이오화학 산업 현황15)

우리나라 바이오화학 산업 생산규모는 바이오에너지를 제외하고 5천7

백억 원 규모(2015년 기준)로 전체 바이오산업 가운데 6.8%를 차지한다.

바이오화학 산업 분야 생산규모는 2013~2015년간 연평균 0.8% 증가하여

이 기간 생산은 정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14) 2019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플라스틱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
안으로 플라스틱 대체물질의 개발(56%)이 가장 많았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
라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기존제품 대비
10~20%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20~40%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4%가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 2019).

15) 2015년 이후로 바이오화학산업과 바이오에너지산업이 함께 분류되어 관련 통계
가 제공되고 있다. 여기서는 바이오화학산업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는 2013~2015
년간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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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바이오산업 부문별 연도별 생산

구 분

생산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전 체 75,108 76,070 84,607 11.2 6.1

바이오의약산업 27,635 28,709 34,251 19.3 11.3

바이오화학산업 5,622 5,484 5,714 4.2 0.8

바이오식품산업 30,211 30,392 32,174 5.9 3.2

바이오환경산업 301 306 306 0.0 0.9

바이오전자산업 1,517 1,543 1,602 3.8 2.8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1,216 1,255 1,626 29.5 15.6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6,659 6,217 6,468 4.0 -1.4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1,947 2,161 2,466 14.1 1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a).

바이오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2013년~2015년간 연평균 11.2%

수준으로 확대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바이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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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바이오산업 부문별 연도별 투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투자비 구성비 투자비 구성비 투자비 구성비

전 체 1,376,336 100.0 1,834,358 100.0 1,724,522 100.0 -6.0 11.9

바이오의약산업 1,020,871 74.2 1,490,557 81.3 1,349,880 78.3 -9.4 15.0

바이오화학산업 110,416 8.0 111,254 6.1 136,647 7.9 22.8 11.2

바이오식품산업 123,621 9.0 109,002 5.9 99,719 5.8 -8.5 -10.2

바이오환경산업 12,596 0.9 11,254 0.6 10,976 0.6 -2.5 -6.7

바이오전자산업 22,579 1.6 24,199 1.3 23,851 1.4 -1.4 2.8

바이오공정 및 
기기산업

20,038 1.5 21,025 1.1 22,591 1.3 7.4 6.2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산업

22,938 1.7 22,635 1.2 25,120 1.5 11.0 4.6

바이오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산업

43,277 3.1 44,432 2.4 55,738 3.2 25.4 13.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a).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5위권의 바이오화학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화학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지식경제부, 2012). 하지만 이러

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될 수 있

는 것은 바이오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차원의 미흡한 정책지원과 민간부문의 소극적 투자의 결과이다(유거송

외(2017). 바이오화학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술력

확보와 정부의 지원확대가 바이오화학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지원과 세제지원 등 공급측면

의 지원대책 마련과 우선구매제 시행 등 수요촉진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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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 : 유거송 외(2017)

3.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기술 잠재력

앞서 보았듯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유망한 산업분야로 부상하고 있

다. 산업적 측면에서 향후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관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바이오경제 비전에서 지니는 잠재력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일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임헌(2019)은 국내미디어 및 학술논

문 데이터, 소재분야 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 등을 활용

하여 정량 정성적 기법을 통해 소재분야 혁신 제품서비스 후보군 33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실현가능성, 시장파급효과, 기술

적 혁신성을 평가기준으로 전문가 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생분해

성 플라스틱 및 바이오매스 기반 코팅 기술은 제조업 소재분야 혁신기술

평가에서 33개 기술 가운데 실현가능성(10년 이내), 시장파급효과에서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그림 참조).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중견기업

투트랙
·제조 인프라(생산시설) 지원
·전문인력 지원

·관련 법률·제도강화
·바이오매스 확보·다양화 지원

공통
·세제 지원 및 연구개발비 지원
·화이트바이오 제품 의무구매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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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 평가

자료: 임헌 (2019) 

또한 친환경 바이오소재기술 분야에 대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의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EU가 뒤를 잇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기술수준・격차에서 추격그룹에 속하였으나, 연구단계역량에서는 탁월,

우수, 보통 중에서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선두그룹인 미국

과 비교하여 3.5년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경향이 상

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원천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참조).

<표 3-6> 친환경 바이오소재 기술 정성평가 결과

기술수준・격차 연구단계역량 연구개발
활동경향수준(%) 격차(년) 그룹 기초 응용개발

한국 80.0 3.5 추격 우수 우수 상승
중국 80.0 4.3 추격 우수 보통 급상승
일본 92.0 1.3 선도 탁월 우수 상승
EU 95.5 1.0 선도 탁월 탁월 상승
미국 100.0 0.0 최고 탁월 탁월 상승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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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친환경 바이오소재산업 기술 동향

강점분야 단점 및 개선 분야

·원천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바이
오화학의 강국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이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남

·기술, 인력, 인프라 등 모든 부분에서
일본, EU 추격

·몇몇의 뛰어난 연구자 중심의 기술개발
형태이나 미국, 일본과 차별성 있는 기
술군 형성

·생체재료 분야에서 90년대 초반부터 지
원과연구가 지속됨

·기초 기술 역량 꾸준히 증가

·발효, 고분자 중합 등 바이오화학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기술 우수

·특정분야(합성생물학, 대사공학 등)에
집중
·산업생태계가 성숙하지 않아 소수 대기
업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 추진

·산학연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 방위 연구개발 필요

·기업 측면에서 볼 때 투자가 미흡하며,
특허에 관한 관심 필요

·사회의 수요와 관심은 많으나 연구지원
및 인프라 미흡

·기초 연구 및 이를 기반한 산업화는 아
직 미흡
·바이오기술과 화학기술을 접목하여 생
길 수 있는 바이오화학기술이 취약
·바이오화학 연구 인력 부족 및 확충필요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소재나노_ 수정

4.. 바이오화학 정책동향

EU는 바이오경제 전략과 연계하여 호라이즌 2020을 통해 바이오화학

분야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에 투자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

인 호라이즌 2020은 유럽내 최대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으로 1차 투자

기간 2014~2020을 거쳐 차기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2021~2027)의

실행을 앞두고 있다. 호라이즌 2020에서는 산하에 바이오기반 산업연합

(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16)을 설치하여 총 37억 유로를

바이오매스 확보, 바이오리파이너리, 시장창출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

하고 있다. EU(2018)는 새로이 갱신된 바이오경제 전략에서 바이오기반

16) 민간을 대변하는 단체인 바이오기반 산업 컨소시엄(Bio-Based Industries
Consortium)은 200개 이상의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이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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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강화 및 규모확대를 세가지 주요 행동영역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세부전략으로 6개 조치를 제시하였다(표 참조). 이 가운데 ‘플라스틱 없는

해양’ 부문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3-8> EU 바이오경제 전략

자료 : EC(2018)

  최근 발표된 EU 그린 딜에서는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기후중립 순환

경제를 목표로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화학분야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독성없는 환경을 향한 화학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Towards a Toxic-Free Environment)을 발표하였다(EC,

2020). 여기서 “화학산업은 모든 활동영역에서 생활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

며, 녹색경제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화학산업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EC, 2020) EU 경제 비전에서

핵심 기간산업임을 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최소화되며 대체되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을 모토로 지속가능한 제품 및 생산방법

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에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

학을 위한 혁신, 환경 및 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률 강화, 법률 단순

화, 화학에 대한 포괄적 지식기반 구축, 화학물질의 건전한 방식의 전지구

적 관리를 위한 사례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을 위한 혁신 전략의 첫 번째 과제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구분 2012 2018

바이오기반 부문 
세부전략

1. 표준화 및 인증 라벨링 (바이

오기반 제품 상용화 촉진) 

2. 소비자 선택 및 정부 친환경

구매 기준 사업지원

1. 공공민간 협력

2. 순환바이오경제 주제 투자 플랫폼 

3. 바이오기반 혁신 확산을 위한 가이드 제공

4. 표준화 및 인증

5. 바이오리파이너리 육성

6. 플라스틱 프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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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기반 화학물질과 같은 대

체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에 혁신 인센티브를 주고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갱신된 EU 바이오경제 전략의 연장선 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2000년 ‘바이오매스 연구개발 육성법’(Biomass R&D Act)을 제

정하고 자금지원, 세제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프로그램 운영, 화이트바

이오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

다. 2005년에는 "Billion-ton Report"를 작성한 이래 2030년까지 10억톤의

바이오매스를 지속가능하게 생산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자금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무부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품의 사용을 독

려하기 위해 ‘바이오 우선 사용(BioPreferred)’이라는 바이오 제품 공공조

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창출에 힘쓰고 있다.

한편 각국은 기존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플라스틱 관련 정책은 감량(reduce),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 대

체(replacement)를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유영성, 2019)(표참조).



- 42 -

<표 3-9> 국가별 플라스틱 규제

유럽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 2021년부터 발효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금지 * 플라스틱 식기류(cutlery), 접시(plate), 빨대(straw), 발포폴리

스티렌 음식물 용기(food container), 음료 용기(food container), 음료용 컵 (cup), 플라스틱으로 제조

된 면봉용 막대, 산화생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

- 2025년 부 터 는 PET 음 료 병 의 25%는 재 활 용 된 플 라 스 틱 으 로 제 조 해 야 하 고 ,

2030년부터는 모든 플라스틱 병의 30%는 재활용플라스틱으로 제조

- 2029년까지 플라스틱 병의 90%를 의무적으로 수거

- 플라스틱이 함유된 담배 필터의 제조업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가 대상

이탈리아 - 비분해성 봉투 사용 규제 시행(‘14,10):90%이상 쇼핑백에 사용 중

프랑스 

- 비분해성 일회용 쇼핑 봉투 사용 규제‘16.7, 바이오매스함량 30% 봉투만 사용 (’17.1)

-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과 접시 사용 금지

- 순차적 플라스틱 사용제한 및 감소 목표로 2016년 7월부터 비닐봉지, 플라스틱 봉투 부상제공 금지

-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물품 사용 제한

영국
- 2019년 5월 일회용품 빨대, 면봉 사용금지 규제안 입법예고, 이후 2020년 3월 해당 규제안 의회 상정

- 전체 혹은 일부라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빨대 및 교반기의 경우를 대상

독일 - 생분해성 봉투인 경우 Bio contents 비율 50% 고시 예정

미국 

- 캘리포니아주, 식품판매점에서 비닐봉지 제공 금지(‘16),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18)

- 하와이주,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15.7)

- 시애틀, 식당에서 빨대, 포트. 접시 등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18) 위반 시 벌금부과(250$)

- 텍사스, 플라스틱 봉투 사용 시 벌금부과(5c/장)

캐나다
- 몬트리올 지역 플라스틱 봉투 규제예정(‘18)

- 주 전역의 플라스틱 봉투 규제 검토중

호주

- 퀸즈랜드 주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 남호주(애들레이드, 시드니, 멜버른 등) 지역 프라스틱 봉투규제 실시(‘09.4)

- 북호주 지역 플라스틱 봉투 금지(11.9)(다중용도 플라스틱 봉투, 롤백, 종이봉투, 생분해성 봉투 허용)

뉴질랜드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금지(‘19)

중국 - 길림성, 비분해성 봉투 사용 금지(‘15.1):PLA 35%(15년) 30%(16년)이상 사용

일본

- 2019년 5월 31일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로 ‘비닐봉지 유료화 의무화

(무상배포 금지 등) 책정. 이로인해 2020년 7월1일부터 국내 모든 상점에서 비닐봉지 무상배포 금지

.

자료 : 황성연 외(2019); 이상호(2020)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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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바이오플라스틱산업 파급효과 분석

제 1 절 선행연구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로는 Lee(2016),

USDA(2016), Haddad et al.,(2018)이 있다. Lee(2016)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

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바이오산업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다국가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진보를 통한 효율개선에 따라

연간 20%의 바이오산업 비용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08년도 대비

2050년 우리나라의 바이오플라스틱 산출액은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었다. USDA(2016)은 환경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전과정평가와 결합하여

바이오화학 산업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및 석유소비 감축 잠재량을 추정

하였다. 추정결과 100% 석유화학을 대체하는 경우 기존 석유소비는 8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ddad et al.,(2018)은 미국, 브라질, 중국, EU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소비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를 다국가 정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바이오플라스틱 소비비중 5% 달성

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바이오플라스

틱 산출액은 전세계적으로 1,250~1,30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Lee(2016)의 연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

업의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 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에 초점을 맞추어 온실가스 감축, 플라

스틱 폐기물 감소효과 등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USDA(2016)은 산업연관 분석을 활용한 부분균형 모형으로 경제 일반의

파급효과를 전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유화학산

업의 특성 및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바이오화학산업 비중확대에 따른 파

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균형 분석을 통해 바이오화학 산업

의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환경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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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이하 CGE 모형)에 속한다. 여기서 일반균형이란 경

제 내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모든 재화와 요소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김의준, 2008). CGE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행태와 관계를 연립방정

식으로 표현하고 일반균형 상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가격 수준과 같은

내생변수의 값을 모형의 해로 계산해 낸다(김홍배, 2009). 이때 정책 혹

은 제도 변화와 같은 외생적 충격을 모형에 반영하게 되면 변화된 균형

상태 하에서의 새로운 모형의 해가 도출된다. 이렇듯 CGE 모형에서는

정책도입 전후의 각각의 균형상태에서 도출된 해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정책실험에 따른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다(김홍배, 2009)

CGE 모형은 분석기간을 기준으로 정태(static)모형과 동태(dynamic)모

형으로 나뉜다. 정태모형은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단일시점에

서의 정책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 이에 비해 동태모형은 일정기간

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동

태분석을 통해 분석기간 내 시점 별 파급효과의 변화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동태모형은 다시 경제주체의 미래예측 가능 여부에 따라 축차동태

모형(recursive dynamic model)과 완전동태모형(forward looking model)

으로 나뉜다. 축차 동태모형에서 경제주체의 행위는 미래 시점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현재 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비

해 완전동태 모형에서는 미래 시점의 정보에 근거하여 경제행위가 이루

어지는 것으로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GE 모형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외생적으로 간주하는 일국 축차동태모형(recursive dynamic model)으로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203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한다. 축차 동태모형

의 기본원리는 분석기간 내 시점별 정태균형을 자본축적식17)을 통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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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것으로 전기의 균형값이 다음 기의 선행변수로 도입되어 다음 기의

균형이 결정된다. 즉 초기에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주어지면

자본축적과 인구성장에 의해 매기의 균형값이 결정되며 기간 간 정태균

형 값은 전기의 균형값을 토대로 축차적으로18) 정해진다(강상인·김재준,

2007). 본 연구에서는 일국 축차 동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19)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시점별 파급효과를 기준 시나리오(business as usual :

이하 BAU)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CGE 모형 분석절차는 자료구축, CGE 모형설정, 정책시뮬레이션을 통

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먼저 산업연관표 상 산업분류를 분석목적에 부합

하게 재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한다. 또한 CGE

모형의 방정식 체계를 구성하고, 대체탄력성과 변환탄력성 같은 주요 모

수의 값을 결정한다. 자료의 구축과 CGE 모형이 확정되면 GAMS,

GEMPECK과 같은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위한 코딩작업을 수행한

다. 마지막으로 정책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외생변수나 주요모수를 변화시

키는 방식으로 외생적 충격을 모형에 반영하여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

석한다.

17) 자본축적식이란 자본스톡과 투자를 연결시켜주는 관계식을 의미한다(남상호 외,
2015)

18) 축차적이라함은 이전기의 균형값이 다음기의 균형값 계산을 위한 초기값의 형태
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각기의 균형값이 순차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의미함(강상
인·김재준, 2007)

19) 본 연구의 축차 동태 일반균형모형은 Hosoe et al.,(2015)에서 제시한 모형을 토
대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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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의 기본 구조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상정한 CGE 모형은 생산부문, 정부부

문, 자본부문, 가계부문, 해외부문 등으로 모형을 구성한다. 본 연구의 개

략적인 모형구조는 다음과 같다(그림 참조).

<그림 4-1> 모형구조

2. 생산부문

CGE 모형에서 재화는 국내재, 국내소비재, 수출재, 수입재 등으로 구

분된다. 한편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 토지 등이 존재한다. 생산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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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물은 중간투입재와 노동, 자본의 본원적 생산요소로 이루어진다. 산

업부문 산출은 중간재와 부가가치의 일정비율의 결합을 가정하는 레온티

에프(Leontief)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산업

과 바이오플라스틱산업 간 대체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이들 산업의 생산

함수는 CES 함수 형태를 고려하였다. 생산부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참조).

<그림 4-2> 생산부문 구조

부가가치는 노동과 자본 간 CES 함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정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중간재 수요는 고정적인 투입비율을 가정하는 레

온티에프 생산기술을 가정한다. 레온티에프 형태의 산업별 생산함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1)

      ∀ 식(2)

  min 
 

 

 


  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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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산업 부가가치 산출량

 : j 산업의 산출량

   ; i 산업에서 j 산업으로의 중간투입재 투입량

  : i 산업에서 j 산업으로의 투입산출 계수

 : j 산업의 부가가치 계수

3. 정부부문

정부는 가계로부터 직접세, 산업부문으로부터 간접세, 해외부문으로부

터 관세를 거두어 지출에 소비한다. 정부는 각 재화를 일정비율로 소비

한다.

  



 식(4)


 

 
  ∀ 식(5)


  


 ∀ 식(6)

 
 




 









   ∀ 식(7)

  : 직접세 
 : 간접세 

 :관세  
 :정부지출

4. 자본부문

본 연구모형은 투자는 저축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가계

와 정부 그리고 해외 부문 저축의 일정 부분이 투자재 수요로 바뀌는 것

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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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8)

  : 가계저축   : 정부저축  : 해외저축 : 환율

 
 : 투자재 수요

5. 가계부문

가계는 생산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소득을 대가로 얻으며,

발생한 소득 가운데 조세와 저축을 제외한 부분을 소비에 지출한다. 가

계부문의 소비는 다음과 같다.

 
 









  

  ∀ 식(9)

6. 해외부문

수출재의 국내가격은 수출재의 국제시장가격과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재의 국내가격 또한 국제시장가격과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본 모형

에서는 소규모개방경제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입재화의 가격은 외생

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되며, 국내재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 식(10)


  

 ∀ 식(11)


 : 수출재 국제시장가격 

 : 수출재 국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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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 수입재 국제시장가격 

 : 수입재 국내가격

해외부문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재를 구입하여 외환을 공급하고, 국

내에 수입재를 공급함으로써 외환의 수요처가 된다. 총수출액과 총수입

액의 차이는 경상수지를 의미하며 외환시장에서는 다음의 균형이 성립한

다.





    





 식(12)

 : 수출재 : 수입재  : 경상수지

7. 아밍턴 가정

모형 내에서 생산된 재화는 상대가격 조건에 따라 국내시장 혹은 해외

시장에 공급된다. 국내재는 국내시장에 판매되며, 수출재는 해외시장으로

수출된다. 이때 국내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국내재와 수출재간 불완전 대

체관계를 반영하는 불변전환탄력성함수에 의해 국내와 해외로 공급된다.

국내산출과 국내재, 수출재 간 분배는 다음과 같다.

    
  

 
 



식(13)

  









   

 
 



  



 식(14)

 









  

 
 



  



 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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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재 : 국내재 : 국내산출

: CET 함수 스케일 파라미터   , : CET함수 배분계수

: 전환탄력성 모수

한편,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복합재는 국내재와 수입재로 이

루어진다. 여기서 국재재와 소비재 간 상품차이를 반영하여 이들간 불완

전 대체관계를 가정한다. 즉 불완전 대체관계를 반영하는 아밍턴

(armington)함수를 통해 수입재와 국내재 간 국내 소비량이 정해지는 것

으로 가정한다.

  
  

 
 



식(16)

 



 



 



  



 ∀ 식(17)

 









 

 



  



 ∀ 식(18)

: 아밍턴 복합재 : 수입재 :국내재


 : 관세율 : 아밍턴 함수 스케일 파라미터

, : 아밍턴 함수 배분계수

: 대체탄력성 모수

8. 시장균형조건

복합재 시장의 균형은 중간재, 가계, 정부, 자본 부문에서의 각 수요의

합과 복합재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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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19)

한편 요소시장에서의 균형은 노동시장은 노동공급량과 노동수요가, 자

본시장은 자본공급과 자본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 식(20)

9. 자본축적

본 모형에서 총투자는 총저축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가계, 정부, 그리고

해외부문의 저축은 모두 투자로 이어진다. 시점별 투자는 t-1기 혹은 t

기 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되며, 연간 총 자본축적은 전 기에서 축

적된 자본스톡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양이 전기 신규투자에 합쳐져

정해진다. 전기 자본스톡과 신규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식은 다음과 같다.

           식(21)

 : t기 자본스톡,    : t-1기 자본스톡

 : t기 감가상각율

    : t-1기 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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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료 구축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 자료

이다.20) 산업연관표는 생산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간 거래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부문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파급효과 분석의 기초자료가 된다. 부

문 재분류 등을 통한 산업연관표의 가공 결과와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CGE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사회계정행렬(Socacial Accounting

Matrix : SAM)을 작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회계정행렬을 구성하였다.

1. 산업 재분류

현 산업연관표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플라스틱산업과 바이오플라스

틱산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오플라스틱 부문이 추가된 사회계

정 행렬 구성을 위해서는 기존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산업을 재분류

하고 이를 토대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분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석유

화학산업은 원유와 납사를 원료로 각종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며 이를 통해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등을 생산한다(한국석유화학

협회, 2020).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플라스틱 물질 생산을 담

당하는 산업은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 기준 기초유기화학물질 산업과 합

성수지 산업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이들 두 산업을 통합하여 플라스틱 산

업으로 재분류하였다.21) 또한 후방산업으로써 원유와 납사의 공급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두 산업을 석유공급업으로 재분류하였다(표 참조).

2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자료와 국민계정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홈페
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21) 산업연관표 상 합성수지(플라스틱물질 제조업)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이 별
도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의 가치사슬을 고
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두 산업을 통합하여 플라스틱
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 54 -

<표 4-1> 산업재분류

* 원유제외 ** 납사제외 *** 기초유기화합물 및 합성수지 제외

산업연관표 분류코드 재분류

01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업

바이오매스 공급업

02 광산품* 광업

03 음식료품

제조업

04 섬유 및 가죽제품

05 목재 및 종이제품

06 인쇄 및 복제

07 석유 및 석탄제품**

08 화학제품***

09 비금속 광물제품

10 제1차 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 및 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 및 수도

서비스업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 및 숙박

21 운수 및 보관

22 통신 및 방송

23 금융 및 보험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 및 국방

26 교육 및 보건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28 기타

29 원유 및 납사 석유공급업

30 기초유기화합물 및 합성수지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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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매스 부문 분리

앞서 재분류한 플라스틱 산업을 기준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분리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

고 바이오플라스틱의 가치사슬 특성을 감안하였다. 먼저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산업 총 산출액에서의 분리비중

을 산출하였다.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해마다 바이오산업의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데,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2015년 기준 매출

액 정보를 이용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플라

스틱산업 총 산출액의 0.13%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7a). 이를 토대로

2015년 플라스틱산업 총산출액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총산출액을 배분

하였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은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

고는 플라스틱산업과 유사한 가치사슬을 갖는다(심우석·남장근, 2013).

이를 감안하여 후방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이 바이오매스를 공급한다고

가정하였다(표 참조). 이를 위해 기존에 별도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매스

공급업을 바이오플라스틱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농림수산업에서 별도

분류하였다. 분류시 분리비중은 2015년 기준 국내 에너지 자급률을 기준

으로 하였다. 국내 에너지 자급률은 2015년 기준 5.2%이다(에너지 경제

연구원, 2015). 플라스틱산업에서 납사 및 원유 투입에 해당하는 부분 가

운데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비중만큼 바이오플라스틱산업에 바이오매스

로 투입되며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납사 및 원유 투입은 ‘0’인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투입구조는 플라스틱 산업과 동일한 것으

로 가정하여 산출액 비중에 따라 비례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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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플라스틱산업과 바이오플라스틱산업 가치사슬

자료 : 심우석·남장근(2013)을 참조하여 재구성

3. 사회계정행렬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경제시스템의 일정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통합계정이다. 사회계정행렬은

산업간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으로 구성되는

며,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다. 사회계정행렬은 생산

활동에서 비롯되어 생산요소계정, 각 경제주체를 거쳐 다시 생산활동으

로 귀속되는 순환적 흐름을 보여준다. 사회계정행렬에서 행(row)은 소득

의 원천을 열(column)은 지출을 나타낸다. 즉 행에서는 경제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이, 열에서는 경제주체가 각 부문에 경제활

동 과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표시된다.

각 부문별 입력자료의 경우 생산부문은 본 연구에서 구축한 바이오플

라스틱산업을 포함한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표 참조).

구분 원료공급 원료가공 및 변환 제품제조

석유

화학

산출

물
원유, 납사

기초유기화학물질, 합

성수지
플라스틱 소비재

산업 석유공급업 플라스틱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바이

오

화학

산출

물
바이오매스

PLA, PHA, Starch

Blends etc
바이오플라스틱 소비재

산업 농림수산업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업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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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사회계정행렬 경제 부문 분류표

생산요소, 조세, 최종수요의 입력자료 또한 산업연관표상의 자료를 활

용하였다. 이 외에 필요한 거시경제 자료는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사회계정행렬의 행합과 열합의 불균형을

일치시키고자 RAS 방법을 활용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모형의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다. 사회계정행렬의 구조는 <표 25>과 같다.

부문 코드 산업분류

생산부문

A1 농림수산업

A2 광업

A3 제조업

A4 서비스업

A5 석유공급업

A6 바이오매스 공급업

A7 플라스틱

A8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요소
K 자본

L 노동

조세 
IDT 간접세

TRF 관세

최종수요

HOH 가계

GOV 정부

INV 투자

EXT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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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사회계정행렬

자료 : Hoseo(2010) 참조

4.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의 산업별 배출원단위 자료를 활용하였다.22) 본 연구의 산업분류에 따른

부문별 배출원단위를 구하기 위해 산업별 산출액 비중을 가중평균하여

배출원단위를 재산정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플

라스틱산업의 분류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배출원단위를 재산정하였다.

22)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만을 고려하였다.

구분 생산

요소 간접세 최종수요

해외
노동 자본

간접

세
관세 가계 정부 투자

생산

노동

자본

간접세

관세

가계

정부

투자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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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 시 한국에너지공단(2016)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에서는

에너지 유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사소비로

인한 배출량은 2015년 기준 산업 전체 배출량의 10.7%로 나타났다. 바이

오플라스틱산업의 배출원단위는 플라스틱산업 배출원단위의 27%로 추정

하였다. 이는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인 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적인 특성

을 감안한 것으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에서는 납사소비로 인한 배출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플라스

틱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외에 바이오매스 공급업은 농림

수산업의 배출원단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5> 부문별 배출원단위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한국에너지공단(2016) 재가공

23) 가정부문 배출의 경우 산업연관표상 민간소비지출과 연결하여 산정함

산업 배출원단위(톤/백만원)

농림수산업 0.184

광업 0.242

제조업 0.173

서비스업 0.083

석유공급업 0.151

바이오매스공급업 0.184

플라스틱 0.475

바이오플라스틱 0.128

가정부문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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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라미터

CGE 모형을 구성하는 연립방정식들에서 일부 모수들은 사회계정행렬

값들을 이용해 결정할 수 있으나 적지않은 모수들이 모형 외부에서 주어

져야 한다. 국내재와 수입재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는 아밍턴 탄력성, 국

내재와 수출재의 대체탄력성인 불변전환탄력성, 생산요소 간 대체 정도

를 나타내는 생산 대체탄력성이 이에 해당한다.

아밍턴 탄력성과 전환탄력성에 대한 해외 모수 자료가 있으나 국내 상

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추정치를 활용하였다. 아밍턴탄력성과 전환

탄력성은 Shin(1995)의 변환탄력성을 적용하였으며, 산업별 생산 대체탄

력성은 김성태 외(2011)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본 연구와

의 산업분류가 다르므로 새로이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8개 산업별 탄력성 모수 및 아밍턴 탄력성 모수, 생산 대체탄력

성 모수를 도출하기 위해 해당 연구의 산업별 모수에 2015년 기준 각 산

업별 산출액 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새로이 탄력성을 구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간 대체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 대체탄력성이 필요하다. 두 제품 간 대체 탄력성은

Norwicki et al.,(2010)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3을 적용하였다.

<표 4-6> 모형내 모수값

자료 : Shin(1995); 김성태 외(2011) 재가공

구분 산업 아밍턴 탄력성
자본-노동간 
대체탄력성

내수재-수출재
전환탄력성

1 농림어업 1.139 0.554 3.900 

2 광업 2.191 0.416 2.900 

3 제조업 2.436 0.397 2.900 

4 서비스업 2.000 0.506 0.820 

5 석유공급 2.359 0.324 2.900 

6 바이오매스 1.139 0.554 3.900 

7 플라스틱 2.612 0.413 2.900 

8 바이오플라스틱 2.612 0.413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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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나리오 구성

1. 기준 시나리오 전망

본 모형에서 전망기간 동안 인구증가율은 통계청(2019)의 생산연령 인

구추계자료 중위값을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여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준 시나리오의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2018)과 산업연구원(2020)의 결과를 참조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18) 전망에 따르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1.6%로 전망되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단기쇼크의

경제충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연구원(2020)의 2021년 경제전망치를 참

조하였다. 동 전망에 의하면 2020년 -0.9%의 역성장을 거쳐 2021년

3.2%의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4)

본 연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전망하지만, 2019년까지의

성장률은 실측값이 나와 있으므로, 모형 성장률이 2019년까지의 실제 성

장률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2015~2019년간 국내 실질 GDP 성장률은 연

평균 2.75%였다.

24)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전망을 참조하여 2020년 –1.3%의 역성장을 거쳐 2021년
3.2%의 성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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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경제선장 전망 BAU
(단위 : 억원)

<그림 4-4> 이산화탄소배출 전망 BAU25)
(단위 : 백톤)

25) 본 연구의 BAU 배출전망 시 정부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
지 않았으며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석유화학산업과 바이오화학산업의 생산수준
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배출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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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확대와 플라스틱산업 산

출 변화로 인한 이산화탄소와 폐기물 감소효과, 국내총생산 변화 등 환

경 파급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26) 시나리오는 국

내외 관련 정책을 반영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플라스틱산업 규

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과감한 투자를 전제로 세금인상,

효율성 개선을 시나리오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플라

스틱산업의 후방산업인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는 플라스틱산업에 일정 수준의 간접세 인상이

매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동 시나리오는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전제한다. 간접세 인상수준은 해외의 사례를

고려하였다. EU는 2021년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kg당 0.8유로(약

1,000원)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생

산 시 kg당 0.45유로(약 600원)의 세금을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표 참조).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산업의 현 간접세율 수준을 고려하여

간접세가 연간 20%, 30%씩 인상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표 4-7> 이탈리아와 한국 플라스틱산업 간접세

1) 국내 플라스틱산업에 대한 간접세는 종가세이므로 비교를 위해 2015년 기준 산업연
관표상 국내 합성수지 간접세 부과액과 한국석유화학협회 합성수지 생산량 자료를

이용하여 종량세 형태로 환산함

26) 본 연구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이 생산하는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로의
완전한 원료 대체를 전제로 전량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분 EU 이탈리아 한국1)

부과내용 1,000원/kg 600원/kg 55원/kg



- 64 -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플라스틱산업 규제정책 시행과 동시에 적극적인 바

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이 성장하는 경

우이다. 정부는 ‘화이트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탈 플라스틱 대책의 비전으로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

다(관계부처 합동, 2020c; 환경부, 2020). 또한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

성분야에 2020~2025년간 6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 함

동, 2020a). 동 시나리오에서는 정부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계획을 바

탕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기술혁신이 발생하여 동 산업의

산출량 증대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의 효율성 개선이 연간 10%, 20%씩 일어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시나리오의 경우 바이오플라스틱산

업의 효율개선과 동시에 바이오매스 공급업에서도 동일한 효율개선을 통

해 생산성이 증대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27).

<표 4-8> 시나리오 구성

27) 바이오매스 공급업의 효율개선은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의 발달로 단위면적당 바
이오매스의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특히 해양바이오매스의 경우 육상 바이
오매스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신엽외,
2011). 삼면이 바다인 국내 지리여건을 감안할 때 바이오매스 공급업이 갖는 잠
재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내용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1 tax_20 매년 플라스틱산업 간접세율 20% 인상
2 tax_30 매년 플라스틱산업 간접세율 30% 인상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3 tax20_eff10 1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플라스틱 효율성 개선 10% 발생
4 tax20_eff20 1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플라스틱 효율성 개선 20% 발생
5 tax30_eff20 2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플라스틱 효율성 개선 20% 발생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

6 tax20_eff20_biomass20 4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매스 효율성 개선 20% 

7 tax30_eff20_biomass20 5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매스 효율성 개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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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분석결과

1.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그림 4-5>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BAU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

간접세 20% 인상 시 플라스틱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30년

5.39% 감소하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0.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간접세 30% 인상 시 플라스틱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2030년

12.3% 감소하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1.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플라스틱산업에 대한 간접세 부과에 따른 생산감소에 따른 것

이다. 간접세 부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플라스틱산업의 수요감소

가 초래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플라스틱산업의 후방산업인 석유공급업의 경우 20% 인상 시 이

산화탄소 배출 1.13, 30% 인상 시 2.5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공급업 생산감소로 인해 석유수입은 각각 2.4%, 5.5%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배출증가가 나

타났다(표 참조). 이는 플라스틱산업의 생산감소에 따른 요소가격 하락

이 타 산업의 생산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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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1 배출변화
(BAU 대비 %)

<표 4-10>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2 배출변화
(BAU 대비 %)

tax_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어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광업 0.00 0.00 0.01 0.01 0.03 0.04 0.07 0.10 0.15 0.23

제조업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0.13 0.19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2 0.02

석유공급업 0.00 -0.01 -0.02 -0.05 -0.09 -0.17 -0.29 -0.47 -0.74 -1.13

바이오매스 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4

플라스틱 -0.05 -0.14 -0.30 -0.53 -0.86 -1.32 -1.95 -2.80 -3.92 -5.39

바이오플라스틱 0.00 0.00 0.06 0.06 0.06 0.11 0.15 0.24 0.31 0.50

가정부문 0.00 -0.01 -0.02 -0.03 -0.04 -0.05 -0.07 -0.09 -0.12 -0.16

총합계 0.00 -0.01 -0.02 -0.04 -0.07 -0.11 -0.16 -0.25 -0.36 -0.52

tax_3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어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4 0.06 0.10 0.17

광업 0.00 0.01 0.01 0.02 0.04 0.08 0.13 0.20 0.33 0.51

제조업 0.00 0.00 0.01 0.02 0.03 0.06 0.10 0.17 0.27 0.43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2 0.03 0.04 0.04

석유공급업 0.00 -0.01 -0.04 -0.08 -0.16 -0.30 -0.54 -0.92 -1.54 -2.52

바이오매스 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4

플라스틱 -0.07 -0.22 -0.49 -0.90 -1.51 -2.43 -3.77 -5.69 -8.43 -12.0

바이오플라스틱 0.00 0.00 0.06 0.06 0.12 0.16 0.26 0.43 0.67 1.09

가정부문 -0.01 -0.02 -0.03 -0.04 -0.06 -0.09 -0.13 -0.19 -0.26 -0.36

총합계 -0.01 -0.02 -0.04 -0.07 -0.12 -0.20 -0.32 -0.50 -0.7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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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BAU 대비 GDP 변화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간접세를 각각 20%, 30% 인상

시 2030년 국내 총생산은 0.012%, 0.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세부과로 인한 플라스틱산업 비용 상승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정부지출을 제외하고 투자,

수출, 민간소비가 감소하였으며, 효용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플라스틱 규제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BAU 대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　
tax_20 0.00 -0.01 -0.02 -0.03 -0.04 -0.05 -0.07 -0.09 -0.12 -0.16
tax_30 -0.01 -0.02 -0.03 -0.04 -0.06 -0.09 -0.13 -0.19 -0.26 -0.36

투자
tax_2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3 -0.005 -0.008 -0.012 -0.019
tax_30 0.000 0.000 0.000 -0.001 -0.002 -0.005 -0.009 -0.017 -0.030 -0.052

정부지출
tax_20 0.01 0.03 0.05 0.08 0.12 0.16 0.22 0.29 0.38 0.49
tax_30 0.02 0.05 0.09 0.14 0.21 0.30 0.43 0.60 0.82 1.10

수출　
tax_20 0.00 -0.01 -0.02 -0.03 -0.05 -0.08 -0.13 -0.20 -0.29 -0.42
tax_30 0.00 -0.01 -0.03 -0.05 -0.09 -0.16 -0.25 -0.40 -0.63 -0.97

수입
tax_20 0.00 -0.01 -0.02 -0.04 -0.06 -0.10 -0.15 -0.22 -0.33 -0.48
tax_30 0.00 -0.02 -0.03 -0.06 -0.11 -0.18 -0.29 -0.46 -0.71 -1.09

GDP
tax_2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2 -0.003 -0.005 -0.008 -0.012
tax_30 0.000 0.000 0.000 -0.001 -0.002 -0.003 -0.006 -0.011 -0.020 -0.034

효용수준　
tax_20 0.00 -0.01 -0.02 -0.02 -0.04 -0.05 -0.07 -0.09 -0.12 -0.15
tax_30 -0.01 -0.02 -0.03 -0.04 -0.06 -0.09 -0.13 -0.19 -0.26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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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플라스틱 육성 시나리오

<그림 4-7>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BAU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은 플라스틱 규

제시나리오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인상 20%

수준에서 연간 효율성 개선수준이 각각 10%, 20%인 경우 전체 이산화

탄소 배출은 0.51%, 0.47%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인상

30% 수준의 경우 효율성 개선수준이 20%인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은

1.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이산화탄소 배

출은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생산증대로 BAU 대비 급격히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후방산업인 바이오매스 공급업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배출 원단위가 작고

바이오매스공급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이유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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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3 배출변화 (BAU 대비 %)

<표 4-13>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4 배출변화 (BAU 대비 %)

tax20_eff1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어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7

광업 0.00 0.00 0.01 0.01 0.02 0.04 0.06 0.10 0.15 0.21

제조업 0.00 0.00 0.00 0.01 0.02 0.03 0.05 0.08 0.12 0.18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2 0.02 0.02

석유공급업 0.00 -0.01 -0.02 -0.05 -0.10 -0.17 -0.29 -0.47 -0.75 -1.14

바이오매스 공급업 3.85 3.57 10.34 16.13 24.24 40.00 57.89 76.19 111.1 155.1

플라스틱 -0.05 -0.14 -0.30 -0.54 -0.87 -1.33 -1.96 -2.81 -3.94 -5.42

바이오플라스틱 10.88 23.92 39.53 58.51 81.81 111.2 149.6 200.1 268.9 365.7

가정부문 0.00 -0.01 -0.02 -0.02 -0.03 -0.05 -0.07 -0.09 -0.12 -0.15

총합계 0.00 -0.01 -0.02 -0.04 -0.07 -0.11 -0.16 -0.24 -0.35 -0.51

tax20_eff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어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2 0.04 0.05

광업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0.11 0.15

제조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4 0.06 0.08 0.10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1 0.02 0.02 0.03 0.04

석유공급업 0.00 -0.01 -0.02 -0.05 -0.10 -0.18 -0.30 -0.49 -0.78 -1.20

바이오매스 공급업 3.85 10.71 20.69 35.48 57.58 97.14 150.0 233.3 388.8 657.1

플라스틱 -0.05 -0.15 -0.31 -0.54 -0.87 -1.34 -1.98 -2.83 -3.98 -5.48

바이오플라스틱 21.89 50.57 89.21 142.40 218.19 331.61 510.24 809.29 1347.6 2400.5

가장부문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3

총합계 -0.003 -0.010 -0.022 -0.039 -0.064 -0.101 -0.155 -0.229 -0.331 -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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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5 배출변화 (BAU 대비 %)

<그림 4-8>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BAU 대비 GDP 변화

tax30_eff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어업 0.00 0.00 0.00 0.00 0.01 0.02 0.03 0.05 0.09 0.14

광업 0.00 0.00 0.01 0.02 0.04 0.07 0.11 0.18 0.28 0.43

제조업 0.00 0.00 0.01 0.02 0.03 0.05 0.09 0.14 0.22 0.34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4 0.05 0.07

석유공급업 0.00 -0.01 -0.04 -0.08 -0.16 -0.31 -0.55 -0.94 -1.58 -2.59

바이오매스 공급업 3.85 10.71 20.69 35.48 57.58 97.14 152.63 235.71 391.11 663.27

플라스틱 -0.07 -0.23 -0.49 -0.91 -1.52 -2.44 -3.79 -5.73 -8.49 -12.39

바이오플라스틱 21.89 50.57 89.21 142.46 218.30 331.89 510.85 811.07 1352.88 2416.65

가정부문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3

총합계 -0.01 -0.017 -0.036 -0.068 -0.116 -0.192 -0.309 -0.485 -0.74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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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간접세

인상만을 전제하는 이전 시나리오에 비해 국내총생산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세 20% 인상, 효율개선 20%의 시나리오에서

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시나리오에서 2030년

국내총생산은 0.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생산은 2,400% 증가하고 플라스틱산업의 생산은 5.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생산비중은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플라스틱산

업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상쇄하고 국내 총생산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환경정책의 도입이 경제적 비용만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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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바이오플라스틱 육성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BAU 대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
　

tax20_
eff10 0.00 -0.01 -0.02 -0.02 -0.03 -0.05 -0.07 -0.09 -0.12 -0.15

tax20_
eff20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3

tax30_
eff20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3

투자

tax20_
eff10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0.002 -0.004 -0.008 -0.013

tax20_
eff20 0.001 0.001 0.002 0.002 0.003 0.003 0.004 0.005 0.010 0.020

tax30_
eff20 0.001 0.001 0.002 0.002 0.002 0.001 -0.001 -0.004 -0.008 -0.013

정부
지출

tax20_
eff10 0.01 0.03 0.05 0.08 0.12 0.16 0.22 0.29 0.38 0.49

tax20_
eff20 0.01 0.03 0.05 0.08 0.12 0.16 0.22 0.29 0.38 0.49

tax30_
eff20 0.02 0.05 0.09 0.14 0.21 0.30 0.43 0.60 0.82 1.10

수출
　

tax20_
eff10 0.00 -0.01 -0.01 -0.03 -0.05 -0.07 -0.12 -0.18 -0.26 -0.38

tax20_
eff20 0.00 0.00 -0.01 -0.02 -0.03 -0.05 -0.08 -0.12 -0.15 -0.16

tax30_
eff20 0.00 -0.01 -0.02 -0.04 -0.07 -0.13 -0.20 -0.32 -0.49 -0.70

수입
　

tax20_
eff10 0.00 -0.01 -0.02 -0.03 -0.05 -0.09 -0.13 -0.20 -0.30 -0.43

tax20_
eff20 0.00 0.00 -0.01 -0.02 -0.04 -0.06 -0.09 -0.13 -0.17 -0.18

tax30_
eff20 0.00 -0.01 -0.02 -0.05 -0.08 -0.14 -0.23 -0.36 -0.55 -0.79

GDP 
　

tax20_
eff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3 -0.005 -0.008

tax20_
eff20 0.000 0.001 0.001 0.001 0.002 0.002 0.003 0.004 0.007 0.015

tax30_
eff20 0.000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2 -0.005 -0.006

효용
수준　

tax20_
eff10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9 -0.11 -0.15

tax20_
eff20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3

tax30_
eff20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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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 시나리오

<그림 4-9>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시나리오 BAU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 시나리오는 효율개선과 세율인상에 더해 바이

오매스 공급업의 생산성 증가가 바이오플라스틱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한다. 동 시나리오에서 바이오매스 공급업과 바이

오플라스틱산업 효율개선 향상 20% 수준에서 간접세 인상 20%, 30% 수

준 시나리오와 결합될 경우 각각 0.45%, 1.12%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공급업 효율개선이 없을 경우

의 동일한 시나리오와 배출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시나리오 6 배출변화 (BAU 대비 %)
tax20_eff20_bio

mass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어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4 0.05

광업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0.10 0.12

제조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4 0.05 0.07 0.07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1 0.02 0.02 0.03 0.05

석유공급업 0.00 -0.01 -0.02 -0.05 -0.10 -0.18 -0.30 -0.49 -0.78 -1.22

바이오매스 공급업 23.08 53.57 100.00 161.29 248.48 400.0 636.84 1035.7 1844.4 3495.9

플라스틱 -0.05 -0.15 -0.31 -0.54 -0.87 -1.34 -1.98 -2.84 -3.98 -5.50

바이오플라스틱 22.11 51.37 91.32 147.28 228.83 354.39 559.47 919.1 1604.7 3043.4

가정부문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1

총합계 0.00 -0.01 -0.02 -0.04 -0.06 -0.10 -0.15 -0.23 -0.33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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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시나리오 7 배출변화 (BAU 대비 %)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 시나리오에서 추가적인 국내 총생산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20% 인상 수준에서 국내 총생산은

0.0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시나리오에서 모두 국내총

생산 감소결과를 가져온 간접세 인상 30% 시나리오에서도 바이오매스공

급업의 효율개선이 일어나는 경우 국내총생산이 성장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동 시나리오에서 국내 총생산은 0.006% 증가하며 바이오플라스

틱산업의 비중은 4.7%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x30_eff20_bio
mass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어업 0.00 0.00 0.00 0.00 0.01 0.02 0.03 0.05 0.09 0.14

광업 0.00 0.00 0.01 0.02 0.04 0.07 0.11 0.18 0.27 0.41

제조업 0.00 0.00 0.01 0.02 0.03 0.05 0.09 0.14 0.21 0.31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4 0.05 0.08

석유공급업 0.00 -0.01 -0.04 -0.08 -0.16 -0.31 -0.55 -0.95 -1.59 -2.62

바이오매스 
공급업

23.08 53.57 100.00 161.29 248.48 400.00 636.84 1038.1 1851.1 3518.4

플라스틱 -0.07 -0.23 -0.49 -0.91 -1.52 -2.44 -3.79 -5.73 -8.50 -12.42

바이오플라스틱 22.11 51.37 91.32 147.35 228.95 354.61 560.19 921.22 1611.1 3064.4

가정부문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1

총합계 -0.01 -0.02 -0.04 -0.07 -0.12 -0.19 -0.31 -0.48 -0.7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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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시나리오 BAU 대비 GDP 변화

<표 4-18> 바이오매스 공급업 육성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BAU 대비 %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
　

tax20_eff20
_biomass20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1

tax30_eff20
_biomass20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1

투자

tax20_eff20
_biomass20 0.001 0.001 0.002 0.002 0.003 0.004 0.005 0.009 0.017 0.037

tax30_eff20
_biomass20 0.001 0.001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4

정부
지출

tax20_eff20
_biomass20 0.01 0.03 0.05 0.08 0.12 0.16 0.22 0.29 0.38 0.49

tax30_eff20
_biomass20 0.02 0.05 0.09 0.14 0.21 0.30 0.43 0.60 0.82 1.10

수출
　

tax20_eff20
_biomass20 0.00 0.00 -0.01 -0.02 -0.03 -0.05 -0.08 -0.11 -0.13 -0.10

tax30_eff20
_biomass20 0.00 -0.01 -0.02 -0.04 -0.07 -0.12 -0.20 -0.31 -0.46 -0.64

수입
　

tax20_eff20
_biomass20 0.00 0.00 -0.01 -0.02 -0.04 -0.06 -0.09 -0.12 -0.14 -0.11

tax30_eff20
_biomass20 0.00 -0.01 -0.02 -0.05 -0.08 -0.14 -0.23 -0.35 -0.53 -0.72

GDP 
　

tax20_eff20
_biomass20 0.000 0.001 0.001 0.001 0.002 0.003 0.004 0.006 0.012 0.027

tax30_eff20
_biomass20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6

효용
수준　

tax20_eff20
_biomass20 0.00 -0.01 -0.02 -0.02 -0.03 -0.04 -0.06 -0.08 -0.10 -0.11

tax30_eff20
_biomass20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7 -0.24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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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효과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산업 산출 변화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량 변화를 추정하였다.28) 이를 위해 앞서 모형에서 추정된 플라스틱산업

과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국내소비재 공급의 증감값을 활용하여 2021년

부터 2030년 까지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플라스틱 소비의 변화를 추

정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플라스틱 수입제품 비중29)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수입제품을 제외하고 플라스틱산업의 국내소비재 공급의 감소분만

큼 국내산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발생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에서 생산하는 바이오플라스틱은 모두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증가에 따라 폐기물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전체 플

라스틱 제품 소비량 변화는 플라스틱산업 국내소비재 공급에 바이오플라

스틱산업 국내소비재 공급을 더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간접세인상 30%,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및 바이오매스공급업

효율개선 20% 시나리오에서 2030년 최대 5.19%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경우 전체 플라스틱제품 소비는 3.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플라스틱제품 소비 감소분 가운데 일정부분을

바이오플라스틱제품이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간접세

20% 인상만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21%의 가장 작은 폭의 감소가 발

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경우 바이오플라스틱제품의 공급은 미미하여

전체 플라스틱 제품 소비 역시 2.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플라스틱제품 폐기물의 발생은 중간재를 공급하는 플라스틱산업의 생산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플라스틱산업의 국내소비재 공급변화에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29)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2015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비중은 1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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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시나리오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감률(BAU 대비, %)

<표 4-20> 시나리오별 플라스틱 소비 증감률(BAU 대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tax20 -0.02 -0.05 -0.10 -0.19 -0.31 -0.48 -0.73 -1.08 -1.56 -2.21

tax30 -0.02 -0.08 -0.17 -0.31 -0.54 -0.89 -1.41 -2.19 -3.35 -5.04

tax20_eff10 -0.02 -0.05 -0.11 -0.20 -0.32 -0.50 -0.76 -1.11 -1.59 -2.25

tax20_eff20 -0.02 -0.06 -0.12 -0.21 -0.34 -0.52 -0.78 -1.14 -1.64 -2.33

tax30_eff20 -0.03 -0.09 -0.19 -0.34 -0.57 -0.93 -1.47 -2.26 -3.44 -5.17

tax20_eff20_
biomass20

-0.02 -0.06 -0.12 -0.21 -0.34 -0.53 -0.79 -1.15 -1.65 -2.35

tax30_eff20_
biomass20

-0.03 -0.09 -0.19 -0.34 -0.57 -0.93 -1.47 -2.27 -3.45 -5.19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tax20 -0.02 -0.05 -0.10 -0.19 -0.31 -0.48 -0.73 -1.08 -1.55 -2.21

tax30 -0.02 -0.08 -0.17 -0.31 -0.54 -0.88 -1.41 -2.19 -3.35 -5.03

tax20_eff10 -0.01 -0.04 -0.09 -0.16 -0.27 -0.43 -0.66 -0.98 -1.42 -2.02

tax20_eff20 -0.01 -0.03 -0.06 -0.12 -0.21 -0.33 -0.49 -0.68 -0.88 -0.96

tax30_eff20 -0.01 -0.05 -0.13 -0.25 -0.44 -0.73 -1.17 -1.79 -2.67 -3.78

tax20_eff20_
biomass20

-0.01 -0.03 -0.06 -0.12 -0.20 -0.32 -0.46 -0.63 -0.75 -0.63

tax30_eff20_
biomass20

-0.01 -0.05 -0.13 -0.25 -0.43 -0.72 -1.14 -1.74 -2.54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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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 모형 내 캘리브레이션 통해 결정되지 않고, 선행연구의 결

과를 활용하여 적용한 플라스틱산업과 바이오플라스틱산업 간 대체탄력성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모형의 안정

성과 도출된 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모든 간접세 30% 인상시나

리오를 기준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탄력성이 ±50% 변

화할 때, 플라스틱산업 산출량은 –0.0007%p ~ 0.0005%p로 안정적으로 반

응하고,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산출량 또한 –0.2829%p~0.4389%p 변화는 것

으로 나타나 모형의 해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대체탄력성 민감도 분석결과 ( 단위 : %p)

간접세 30% 인상 시나리오 석유화학 바이오화학 대체탄력성

모형 파라미터값 3

민감도 분석 파라미터값 1.5 4.5

플라스틱 생산변화 88.3087% 0.0005 -0.0007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변화 113.7411% -0.2829 0.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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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탄소집약적 산업인 플라스틱산업의 대안으로 바이오플라스

틱산업이 지니는 잠재력에 주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을 통한 저

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은 신산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원료 대체에 따른 환경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이에

일국 축차 동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간접세부과와 효율성개선을 내

용으로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분석 기간으

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물질 생산규제와 바이오

플라스틱산업 육성정책 추진 시 이산화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폐기물 발

생,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에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대

1.18%, 플라스틱산업 이산화탄소 배출은 12.30%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경우 국내 총생산은 0.0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규제에 따른 플라스틱산업의 생산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

소효과가 발생하지만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에서는 플라스틱 규제 시나리오와

유사한 배출수준을 보이는 반면 국내 총생산 감소폭은 줄어들거나 오히

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에서 전체 이

산화탄소배출이 최대 1.13%, 플라스틱 산업은 12.39%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국내총생산 감소는 0.006%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플라스틱산업 규제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바이오플라

스틱산업의 생산확대에 따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과 플라스틱산업 배출

은 각각 0.46%, 5.48% 감소하는 반면 국내 총생산은 0.015% 증가하는 것

으로 전망되었다.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높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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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도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감축과 국내 총생산 증가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효과를 추정한 결과 바

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에서 최대 5.19%의 폐기물 감소가 전망되었

으며 바이오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소비는 3.49%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의 경우 이와 유사한 5.04%의 폐기물

감소가 전망되었으나, 대체재인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이 적은 이유로 플라

스틱 소비는 5.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플라스틱산업 축소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확대

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환경문제가 개선됨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가능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뉴딜 등 환경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

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육성은 저탄소 경제로의 산업구

조 전환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은 산업부

문에서 친환경 제조공정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적

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은 이러한 내용에 부합한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바이오플라스틱 생산확대를

통해 석유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감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

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시 화

학산업의 원료대체를 감축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국내

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는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개선이 주

를 이루었다.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석유화학산업의

감축수단으로 고효율기기 도입과 천연가스로의 연료 대체만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 기존 석유기반 플라스틱 생산비중을

줄이고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 생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플라스틱산업

의 화석연료 의존적인 구조를 개편해나갈 경우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특성과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가치사

슬을 반영하여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고 CGE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실질적 투입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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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효과 추정시 플라스틱제품 생산과 소

비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관련 데이터 보완을 통해 보

다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

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산업재편은 관련 일자리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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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Bioplastics Industry

: A Recursive Dynamic National

CGE Model Analysis

Son Woni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economic system which depends on fossil fuel

causes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climate change.

Plastic is a materialized form of fossil fuel. It has been widely

used in many areas. However, vast amount of greenhouse

gases is emitted during its production and disposal, arousing

social concern. Bioplastic is regarded as a prominent

replacement for plastic for its carbon neutrality and natural

degradability. This paper estimates the econom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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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acts of policies regulating plastic industry and

promoting bioplastic industry. Several policy scenarios, which

consist of imposing indirect tax and adopting measures to

enhance industry’s efficiency, are established and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CGE) is used to estimate the

impact.

According to the analysis, a scenario to impose indirect tax

effectively minimizes greenhouse gases and plastic waste but it

also generates negative side effect to economy as the GDP

decreases at the same time. In scenarios which regulate plastic

industry and subsidize bioplastic industry at the same time, the

loss of GDP is partially compensated, or the GDP even

increases because of the expansion in bioplastic industry. If a

promotion in biomass industry, a downstream sector of

bioplastic, is accompani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will be

additional mitiga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 and plastic

waste, and additional increase in GDP.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possible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 and achieve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if bioplastic industry is

subsidized to replace conventional plastic industry. Hence, the

policy implication could be drawn that it is important to

subsidize bioplastic industry since it enables Korea’s industry to

shift from using fossil fuel to using biomass and it should be

placed on the center of Korea’s mitigation policy. In addition, it

also indicates that measures are required to minimize the

generation of plastic waste and divert the conventional plastic

consumption to bioplastic while regulating the plastic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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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analyz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the regulations on the

plastic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the bioplastic industry

quantitatively.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to policy makers when devising policies to solve

plastic problems and construct low-carbon industrial structure.

Keywords : Bioplastics, Bioeconomy, Recursive Dynamic CGE,

Plastics Waste, GHG Reduction, Raw Material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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