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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녹색성장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진국들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함께 최근의 경기
침체 상황과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배출권할당방식의 탄력적
운용 등 에너지집약산업들에 대한 제도적인 완충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국내 산업별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면, 전 산업의 가격상승률은
1.38%를 나타낸 가운데 특히 금속제품(제1차금속제품 포함), 전기·가스·수
도업, 비금속광물제품의 가격상승률은 2.4% 내외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특히 강제적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중국 등의 개도국에 비
해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방식의 탄력적 운용 등 제반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부터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
탄소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녹색화 전략 등 대중국
대응전략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산업구조 고도화와 녹색성장정책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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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industrial upgrading) 전략의
지속적 추진은 필수적인 과제인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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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녹색정책
녹색뉴딜정책

녹색성장정책

미국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2009.2)
-총지원금액 7,870억 달러 중 817.2억 달러
(10.4%)를 그린에너지 부문에 배정

American Clean Energy & Security Act 하
원통과(2009.6)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Cap &
Trade Scheme) 도입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에너지 소비를 위한 인
센티브 및 제도 도입

EU

2008년 11월 EU차원의 2,590억 달러 경기부
양책 발표
-2009~2010년 중 에너지 인프라와 통신망에
대한 63억 달러(기합의) 투자
-유럽 그린카 정책(European green car initiative)에 64억 달러 지원

교토의정서에 따라 2단계(2008~2012) 탄소배
출권거래제(EU-ETS) 시행 중이며 3차 EUETS 계획 중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2008.1):
Triple Twenty target 발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1990년 대비),
총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비중 20%로 확대,
에너지효율 20% 개선

일본

2008년 10월과 12월, 2009년 4월 세 차례 걸
친 경기부양책 발표(사업비 120.7조엔, 재정
투입 24.4조엔)
-성장력강화를 위한 저탄소정책 추진(사업비
2.3조엔, 재정투입 1.7조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2008.5):21개
탄소저감기술개발 및 신성장산업 육성
후쿠다비전(2008.6):온실가스 2020년까지 14%,
2050년까지 60~80% 감축 설정(2005년 대비)
중기목표 발표(2009.6):온실가스 2020년 15%
감축(2005년 대비)

한국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회 계류 중
50조원 규모(2009~2012년)의 녹색뉴딜정책
-녹색산업 지원근거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2009.1) 추진
제도도입 근거 마련
-녹색SOC, 저탄소·고효율산업기술, 친환경·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2009.5), 녹색기술개
녹색생활 등의 분야(9개 핵심, 27개 연계사
발전략(2009.5) 등 마련
업)에 초점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
-총 96만개의 일자리창출 예상
(2009.7)

주 : UNEP(2009),1) US-EPA(2009),2) 이형근(2009),3) 정성춘(2009),4) KOTRA(2009),5) 녹색성장
관련 정부부처 보도자료(2009)6) 등을 참조하여 정리.

1)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2009), A Global Green New Deal, February.
2)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2009), EPA Analysis of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H.R.2454 in the 111th Congress, 23 June.
3) 이형근(2009),“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대책과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6.16.
4) 정성춘(2009),“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KIEP 오늘의 세계경제, 7.13.
5) KOTRA(2009),“미경기부양법안 분석 및 활용전략,”2.19.
6) 기획재정부 외(2009),“일자리 창출을 위한‘녹색 New Deal 사업’추진방안,”1.16., 녹색성장
위원회(2009),“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화 및 녹색기술을 활용한 저탄소화 실천전략,”5.13., 지
식경제부(2009),“62개 스타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본격 추진,”5.26., 녹색성장위원회
(2009),“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추진,”7.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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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전
략의 개념과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녹색성장전략을 산업구조 고도화 차
원에서 해석하면, 산업간 구조고도화
(inter-industrial upgrading)는 산업
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탄소·녹색
산업(low carbon & green industry)
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
내 구조고도화(intra-industrial upgrading)는 산업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녹색제품의 개발 등 기존산업 자
체의 녹색화를 위한 산업내 녹색혁신
(green innovation)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서
녹색성장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기인한다. 첫째, 세계 각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원 확보를 위해 녹색성장전
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
양정책으로서 녹색정책을 가미한 녹
색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녹색성장전략의 구상을 발표한
이후 녹색기술개발 강화, 녹색뉴딜정
책 등 다양한 녹색정책을 추진하고 있
고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저
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마련 중이며
금년 7월에는‘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을 발표하였다.
셋째, 금년 12월 예정인 기후변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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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회의에서 포스트 교토체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
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
또는 그에 못지않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환경규제 및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강화에 따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치열한 국제경쟁에
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녹색경쟁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감축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회피할 수 없
는 핵심과제인데, 이를 위해 최근 시
장기능에 입각한 제도, 즉 탄소세
(carbon tax) 또는 배출권거래제
(Cap & Trade Scheme)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면, 직접적인 온실가
스 총배출량 감축 가능성, 제도도입의
용이성 차원에서 탄소세보다는 배출
권거래제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근거를 마련
하였고 금년 7월에 발표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에 따르면,
2011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적으로 도입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
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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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주요 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대표적인 것으
로는 EU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ETS)가 있다. 시
범적으로 2005~2007년의 기간 동안
1단계 EU-ETS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2008~2012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2단
계 EU-ETS가 시행 중이다. 또한
2013~202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
는 3단계 EU-ETS 추진을 계획 중이
다. 2008년 현재 EU-ETS의 탄소거
래량은 3,903MtCO2e, 거래가치는 919
억 1,000만 달러로서 전 세계 탄소할
당량시장(carbon allowance market)
거래량(거래가치)의 94.4%(99.0%)를
차지하고 있고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한 전체
탄소시장 거래량(거래가치)의 64.3%
(72.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
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2008년 6월 기
후변화 관련 법안인 LiebermanWarner Act가 제출되었으나 미 상원
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금년 6월
에는 2012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일명 Waxman-Markey
Act)가 다시 제출되어 현재 미 하원
에서 가결된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현재 RGGI(Regional Green
House Gas Initiative),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 등 지방정부 차원
의 지역별 배출권거래제가 추진 중이
다.7) 또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하
에 서 탄 소 시 장 인 CCX(Chicago
Climate Exchange)가 운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10월 자발적인
참여의 기반 위에서 시범적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VAP(Keidanren Voluntary Action
Plan), 국내 오프셋(offset) 제도, JVETS(Japan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등 기존의 정책들
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
하에서는 잠재적 참여자가 자발적으
로 참여를 신청하고 배출량 감축목표
를 제시하며, 참여자는 내부적인 감축
노력, 국내배출권, 국내 및 교토의정
서상의 오프셋 사용 등을 통하여 감축
의무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의 시점에서 참여기업 수는 기대와는
달리 매우 저조한 실정(2008년 12월
현재 참여기업 수 500개 미만)이다.
호주의 경우 금년에 배출권거래제
인 CPRS(Australian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를 마련 중에 있

7) RGGI는 북동부 및 대서양인접 중부 지역에 소재한 10개의 주를 대상으로 2009년 추진 예정이
고 WCI는 캘리포니아 등 7개 미국 지역과 4개의 캐나다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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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U-ETS
(현재 2단계 시행 중)

중장기
목표

2008~2012년: 1990년 수준의 2012년: 2005년 수준의 3%
6% 감축
감축
2020년: 1990년 수준의 20% 감축 2020년: 2005년 수준의 17%
포스트 교토체제 관련 국제협 감축
2030년: 2005년 수준의 42%
정 체결시: 1990년 수준의
감축
30% 감축
2050년: 1990년 수준의
2050년: 2005년 수준의 83%
60~80% 감축
감축

국가 상한선: 2008~2012년
중 연평균 2,080MtCO2e
배출량 2013년 이후 EU차원 상한선
상한선 설정
(cap) -2020년 20%(30%) 감축목표
를 위해 1,720(1,505)MtCO2e
설정

대상
범위

미국

처음에는 CO2대상
-N2O와 PFCs: 2008~2012년
(쌍무적 기반위에서 포함),
2013~2020년(포함)
전력, 정유, coke ovens, 금속
광석 및 철강, cement kilns,
유리, 세라믹, 종이 및 펄프 등
-2012년 이후 항공산업 포함
-2013~2020년:대상산업 확대
현재 EU CO2배출량의 절반정
도, 총온실가스배출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의 1만여개 시설 대상

2012년: 7,042 MtCO2e
2020년: 5,808 MtCO2e
2030년: 3,049 MtCO2e
2050년: 1,234 MtCO2e

호주

2011년 7월 시행 예정
2020년: 2000년 수준의
5~15% 감축(25% 감축 가
능성 상존)
2050년: 2000년 수준의 60%
감축

2010년에 결정 예정

교토협정에 포함된 모든 온실
가스
교토협정에 포함된 모든 온실
산업공정, stationary energy,
가스와 EPA(미 환경청)에
수송, 폐기물 등으로부터의
의해 지정된 가스
온실가스 배출
미국의 총온실가스 배출량의
-농업부문은 2015년에 포함
85%와 화석연료 연소로 인
예정
한 모든 배출량을 포함하는
호주 배출량의 75%를 대상으
배출 상한선 설정
로 하고 있고 약 1,000개 업
체에 대한 강제의무 포함

2005~2007년: 배출권의 최대
5% 경매, 대부분 무상배분
2012년 기준 47.7억 배출권
2008~2012년: 최대 10% 경
설정
매 허용
세부시행계획 및 할당방식은
2013~2020년:
아직 미정
매출권
-전력부문 100% 경매(예외규정
할당
-2011년 4월 첫 번째 분기의
존재)
방식
경매 예정
-여타부문 2013년 20% 경매,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경쟁
2020년 70% 경매, 2027년
력 약화 방지를 위한 out100% 경매
put-based rebate 제도 도입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기업에 대해서는 무상배분

석탄화력발전, 에너지집약산
업, 무역에 있어 민감한 변화
를 나타내는 산업 등에 대해
서는 이행상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배출권
할당

자료 : World Bank(2009),“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9,”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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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금년 5월에는 정치적인 이견대
립으로 시행시기를 2011년 7월로 1년
연기한 상황이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지난
9년간의 기후변화정책 관련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던 배
출권거래제(New Zealand ETS)
가 2008년 11월에 연기되었고, 완
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의 배출권거래제 추
진과 관련하여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
면,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더
불어 미국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적극
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둘째, 최
근의 세계경기 침체 및 이로 인한 온
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반영하여 주요
국들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연기
하거나 완화하고 있다.8) 셋째, 주요국
들도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들에 대한 충
격완화장치를 강구 중이다.9)10)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효과
분석 결과
미국의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최근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Waxman-Markey Act)
의 경제적 효과를 배출권거래제의 도
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11)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첫째, 동 법안은 미국
경제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동 정
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2015년에
도달할 높은 에너지 소비수준이 동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2050년까지
도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향후 20년 동안
150%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
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분석에는 포
함되지 않은 RES(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를 고려할 경우 재
생에너지 보급은 분석결과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을
위한 CCS(carbon capture & stor-

8)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EU의 경우에도
배출량 감축 수준이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된 수준(선진국의
경우 2020년에 1990년 수준의 25~40% 감축)보다 낮은 수준이다.
9)EU는 3단계 ETS에서 세계적 경쟁에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무상배분을 추진할 예정
인데, 무상배출권 총량도 1단계 ETS 기간 중의 배출비중에 비례하여 설정하고 3단계 배출권 상
한선에 비례하여 연차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10)미국의 최근 법안(Waxman-Markey Act)에서는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
제경쟁에 취약한 기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집약 제조업 시설에 산출량기준 리베이트 제
도(output-based rebate system)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는 이들 산업이 탄소배출감축의무
가 없는 개도국으로 해외이전할 유인을 축소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고용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1)US-EPA(2009),“EP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Waxman-Markey Discussion Draft: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in the 111th Congress,”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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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배출권거래제의 GDP에 미치는 효과 관련 연구결과
단위 : 기준전망치 대비 증가율 기준, %
2020
(2015)

2030

2040

2050

EPA-IGEM

-0.75
(-0.60)

-1.18

-1.64

-2.23

EPA-ADAGE

-0.26
(-0.27)

-0.50

-0.94

-1.60

EPA-IGEM

-2.6

-3.8

-5.2

-6.9

EPA-ADAGE

-0.7

-0.9

-1.4

-2.4

관련법안/분석기관(모형)

WaxmanMarkey Act

LiebermanWarner Act

EIA

-0.3

-0.3

-

-

CRA

-1.1

-1.0

-1.6

-3.5

Heritage

-1.4

-2.2

-

-

자료 : US-EPA(2009).

age) 기술은 2015년경 상용화되어 신
규 및 기존의 석탄발전에 활용될 것
으로 예상되고, 전력부문이 전력사용
자의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저탄소배
출기술의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에너지가격은 배출권 가
격의 증가를 반영하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3~17달러, 2020년 17~22달러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 3>에 따르면 배출거래제
도입의 효과가 과거의 분석결과들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번 분석 시 최근의 경기침체 및 기
존 에너지 관련 정책(‘2007년 Energy
Independence & Security Act’와
주단위의 RES 등)의 효과가 기준전
망치에 반영되어 기준전망치 자체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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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데 기인한다. 예를 들어, 이번
배출권거래제가 GDP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는 과거에 분석한 효과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여타 다른 에너지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배출권거래
제의 도입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분석 시 미국의 녹색뉴딜
정책인 ARRA(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의 효과를 고
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녹색뉴딜정책은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출량 감축노
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외 오프
셋의 활용은 배출량 감축비용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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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배출권거래제에서 국제 오프
셋의 활용을 배제할 경우 배출권가격
은 96%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출권 경매에 따른 수익을
모두 가계부문에 지급할 경우 배출권
거래제가 가계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완화되며, 특히 중하위 소득계
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소비는 기준전
망치에 비해 2015년 0.02~0.11%,
2020년 0.17~0.19%, 2030년 0.37~
0.3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는 또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가계부문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
우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중하위층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해 에너지집약 제조업의 생산은 기
준전망치 대비로 2015년에 0.4%,
2020년에 0.9% 정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
출량기준 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할 경
우 에너지집약 제조업의 생산은 기준
전망치 대비로 2015년에 0.1% 증가
하고 2020년에는 0.3% 정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출량기
준 리베이트 제도의 도입은 에너지집

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
여 동 산업의 생산 및 고용 감소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는 알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2021~2030년의 기
간에는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030년 이후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
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급속히 감소되
는 모습을 보인다.

4.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산업별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 산업별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
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
면, 한국은행(2008)12)에 따르면, 2004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 산업 온
실가스 배출량은 5.1억tCO2인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업이 21개 산업 중
가장 높은 33.2%의 배출비중을 나타
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금속제품(제1
차 금속제품 포함)이 13.4%를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석유·석탄·화학제품
(9.9%), 비금속광물제품(8.7%), 운
수·창고·통신업(8.0%)도 비교적 높
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계수
(온실가스 배출량/불변기준 산출량)
를 살펴보면, 전 산업의 온실가스 배

12) 한국은행(2008),“최근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 및 시사점”
, 보도참고자료,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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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산업별 가격에 미치는 효과13)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tCO2)

농림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온실가스
배출계수
(tCO2/백만원)

가격상승
효과
(%)

25.50

4.79

0.642

0.87

광업

1.11

0.22

0.373

1.04

음식료·담배제품

3.19

0.62

0.052

1.56

섬유·가죽제품

5.55

1.09

0.130

1.69

목재·종이 제품/출판·인쇄

4.11

0.80

0.139

1.68

석유·석탄·화학제품

50.39

9.86

0.315

1.42

비금속광물제품

44.50

8.70

2.020

2.36

금속제품

68.63

13.42

0.727

2.52

기계·전기·전자제품

22.10

4.32

0.072

1.64

8.44

1.65

0.080

1.75

가구·기타 제조업

12.77

2.50

1.083

1.93

전기·가스 수도업

169.91

33.24

4.217

2.47

2.49

0.49

0.021

1.58

도소매 음식숙박업

13.39

2.62

0.111

1.01

운수·창고·통신업

40.99

8.02

0.365

1.09

금융·보험업

1.86

0.36

0.024

0.46

부동산·사업서비스업

5.78

1.13

0.036

0.66

공공행정·국방

2.49

0.49

0.050

0.73

교육서비스업

5.02

0.98

0.095

0.61

보건·사회복지사업

3.31

0.65

0.079

0.96

20.73

4.06

0.528

1.35

511.24

100.00

0.303

1.38

운수장비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산업 계

주 :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계수(2000년 불변 총산출기준)는 2004년 기준이고 가격상승 효과는 2007년
산업연관표 기준이다.

13)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가격상승효과 : PI2=(I-B、
)-1*V, 여기에서 PI2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생산가격벡터, B는 (1+tij)*aij의 원소로 구성된 행렬, aij는 투입산출계수, tij는 j산
업의 i산업 중간투입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관련 단위당 비용증가, V는 부가가치비율이
다. tij=α
i*R/(Σj=1,nxij), 여기에서 α
i는 i산업에 대한 배출권경매로 인한 재정수입(revenue)
비율, R은 전체산업에 대한 배출권경매로 인한 총재정수입, xij는 j산업의 i산업 중간투입이고
가격상승 효과(%)는 (PI2-1)*100으로 계산된다. 가격상승 효과분석 시 실제로는 tij를 계산하
기 위해 EU-ETS의 2007년 배출권거래가격(톤당 24.3달러; 원화기준 22,588원)에 산업별 배
출량을 곱한 후 산업별 중간수요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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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와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출계수는 0.30tCO2/백만원을 나타내
는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장
높은 4.22tCO2/백만원을, 비금속광물
제품이 2.02tCO2/백만원, 가구·기타
제조업이 1.08tCO2/백만원의 높은 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 산업의
배출계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으로는 금속제품, 농림어업, 기타
서비스업, 광업, 운수·창고·통신업,
석유·석탄·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Hassett, Mathur and Metcalf
(2008)14)의 방법에 기초하되 2007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산업별 가
격상승 효과15)를 살펴보면, 전 산업의
가격상승 효과는 1.38%인 가운데 금
속제품, 전기·가스·수도업, 비금속광
물제품 등은 2.4% 내외의 높은 가격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
구·기 타 제 조 업 (1.93), 운 수 장 비
(1.75), 섬유·가죽제품(1.69), 목재·
종이제품 및 출판·인쇄업(1.68), 기
계·전 기·전 자 제 품 (1.64), 건 설 업
(1.58), 음식료품·담배제품(1.56), 석
유·석탄·화학제품(1.42) 산업들의 가
격상승 효과가 전 산업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의 도입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가
격상승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하지 않는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산업의 어려움
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5. 정책시사점
향후 녹색성장의 본격적 추진을 위
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본
격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
지 자발적 기반 위에서 배출권거래제
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아직
까지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
단되고 점차 강제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효율
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차원에서는 배
출권거래제의 본격적인 도입이 요구
되나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기존 산업
의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14) Hassett, Kevin A., Aparna Mathur and Gilbert E. Metcalf(2008),“The Consumer Burden
of a Cap-and-Trade System with Freely Allocated Permit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44, December 23.
15) 동 방법은 가격상승에 따른 제품수요의 감소, 온실가스 다배출 중간투입재의 축소,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는 동태적·일반균형적 접근방법은 아니지만 중간투입재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비용 부담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을 나타내는 정태적·부분균형적
접근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단기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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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 특히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EU, 미
국, 호주와 같이 배출권 할당방식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본의 대
응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산업에 미치
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부터 기
존 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저탄
소기술개발 투자확대 등에 정부의 지
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와 같은 경기위기의 상황하에서는 기

26

KIET 산업경제

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
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가 쉽지 않으므로 실물부문의 투자보
다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 투자 및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들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 중국
등 개도국에 비해 기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별화를 위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와 녹색화 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금년 12월 기후변화 관련 국제
회의에서의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과정
에서 대선진국 전략뿐만 아니라 대중
국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
내외 시장에서의 대중국 경쟁우위 확
보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