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분 석

산업경제분석

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1)

요

약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기초소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 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유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라는 도전적인 목표에 직면해 있다. 이에 2012년 시행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소재산업
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중차분법 추
정결과, 환경규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기배출량 대비 약 3% 정도로 나타났으며 정책효과의 방향
은 긍정적으로 도출되었지만 정책효과의 정도는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 온실가스배출 목표 달
성을 위하여 소재산업 같은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산업군에 대하여 소재산업에 특정한 온실가스 감
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1) 정은미 외(2016), 「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산업연구원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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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재산업은 금속, 화학, 섬유, 고무플라스틱, 제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

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으로 크게 구분되

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의 소재산업에 대한 정책

며, 제조업 생산의 약 30%를 점하는 산업군으로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온실가스배출

서 제조업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기초소재 공급

량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에는 저탄소녹생성

을 담당한다. 제4차 소재산업 부품발전 기본계획

장기본법2)에 근거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2016) 등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소재산업 중시로

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있다.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소재산업에 대해서는 대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가장 효과적인 온실

업형 산업으로 이해되면서 기술개발 등 주요 정책

가스 배출·감축의 관리정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 지원 및 고려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

반면 소재산업은 한국 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

경규제 수단이라 할 수 있지만 배출권거래제의 정

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 시행 후 충분한 시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기준이 적

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기업 혹은 산업 단위에서의

용되고 있어 소재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기

변화가 포착될 수 있는 기초데이터가 활용 가능해

반의 약화가 우려된다.

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한편, 2015년 12월 파리의 UN기후변화 당사국

제의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데이

회의에 제출한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목표(POST-2020)’ 달성을 위해 산업계에 대한 환

2012년에 시행된 직접규제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경 및 에너지 정책의 선진화가 급속하게 추진되

정책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정책효과

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하여 소재산업의 환경규제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부

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 본다.

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본 분석의 대상은 주요 소재산업으로 국한되어

인해 제조업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배출하는 국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내 소재산업계는 급격한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성과를 파악한 최

적응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과제

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를 지닌다. 또

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중심의 파리기

한, 배출권거래제도의 시범사업 성격을 지닌 온

후협약 탈퇴 기조가 국제 환경규제 방향에 변화를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성과 파악은 배출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권거래제도 2기(2018~2020)의 제도개선 방향에

서 환경규제에 따른 소재산업의 영향정도를 파악
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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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전략 마련에

소재산업은 온실가스배출이 주로 상공정에서

중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본 분석을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통하여 환경규제에 따른 소재산업 전반의 산업

감축여력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경쟁력 저하에 대한 문제 역시 고찰해 볼 수 있

소재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 여

을 것이다.

2. 소재산업의 온실가스 발생구조와 현황
(1) 소재산업의 위상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은 낮지만 산업연관효과 특히 전방효과가 높은 특
성을 가진다. 이는 국내 산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소재산업은 철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

강, 비철금속, 시멘트, 제지, 석유화학 등 5개 산업

산제품의 혁신에서 소재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으로 제조업 부가가치 및 산출에서 약 15% 내외

는 것을 의미한다.

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3) 제조업 내에서 소재산업

4)

소재산업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발생은 각

<표 1> 소재산업의 주요 지표
산출액
(십억원)

부가가치액
(십억원)

에너지소비
(천TOE)

온실가스 발생
(천tCO2)

상공정 에너지
소비 비중(%)

상공정 온실가스
발생 비중(%)

철강

117,515

27,038

29,855

113,140

96.9

97.0

비철금속

42,255

5,712

1,735

6,959

69.8

72.4

석유화학

62,043

10,376

32,037

59,932

91.0

80.4

시멘트

18,719

4,380

4,640

18,030

94.6

94.6

제지

24,193

5,699

2,126

8,386

83.0

84.0

소계(A)

264,725

53,205

70,393

206,447

1,799,799

412,627

134,014

359,585

14.7

12.9

52.5

57.4

제조업 전체(B)
A/B(%)

자료 : 한국은행, 에너지공단 DB4) 이용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주 : 2014년 실적이며, 산출액과 부가가치액은 실질가격 기준.
3) 소

4) 에

3) 소재산업은 1차금속(철강, 비철금속, 주조), 화학(석유화학, 정밀화학,
고무, 플라스틱). 석유정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세라믹, 시멘트, 유
리 등), 제지·목재, 섬유산업을 포함하며, 제조업 부가가치의 32.9%,
에너지 소비의 89.9%, 온실가스 배출의 83.9%를 점한다. 본 연구에

서는 소재산업 중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산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4) 에너지공단의 협조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의 한
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단위)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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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20,000

(천tCO2)

(%)
CAGR=7.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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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R=10.1%

6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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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제지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각 제조업에서 55% 내외를 점하고 있어 생산에서

나타난다. 석유화학도 기초화합물을 생산하는 공

의 비중에 비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발생 비중

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소재산업에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발생은

(2) 소재산업의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주로 특정 공정, 기초원료를 이용하여 중간재를 생
산하는 상공정에 집중되어 있다. 철강의 경우 에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종별 온실가스배출

지소비 및 온실가스 발생의 97%가 제철·제강·열

량을 비교한 결과,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제조

연공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멘트산업도 소성공정

업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이 95% 정도를 차지한다. 비교적 상공정의 에너지

나타났다. 온실가스배출량 연평균 증가율은 석유

소비 비중이 낮은 비철금속산업도 주로 제련공정의

화학산업이 10.1%로 가장 빠르고 철강(7.9%), 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70% 내외로

철금속(5.4%) 순으로 나타났다.

3. 환경규제의 소재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1) 분석자료의 구성

조사” 통계 DB이다. 이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서 2005년, 2008년도, 2010~2014년도의 산업부문

목표관리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본 분석에

에 해당하는 약 12만여개의 사업체 및 사업장을

서 사용된 주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부

대상으로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

문(광·제조업)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출구조 등을 조사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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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2010년부

2012년부터 매년 변경되어 왔다. 본 분석에서는

터 2014년도까지의 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동일한 기업집단의 전 기간 동안의 추이파악이

에너지공단의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
스배출량 조사 DB는 1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2012년 기준 지정된 관리업체를
분석기간 동안의 관리업체로 정의하였다.

전수조사,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표본조사를

목표관리제 성과의 정량분석에 최종적으로 사

통하여 구축되었다. 본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용된 분석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가

사업체의 각 연도의 연속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공 후 구축되었다.

즉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10인 이상의 사업체 자료만 활용하였다.

우선, 에너지공단의 산업DB로부터 추출된 에
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자료와 KISVALUE로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개하는 명세서

터 추출된 매출액, 영업이익, 대·중소기업 여부

배출량 통계 자료는 온실가스 관리업체의 온실

등의 기업정보 변수의 병합을 시도하였다. 이를

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정보가 공개되어 있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연도별로 사업

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온실가스배출 관리업

체명(또는 기업명)을 이용해 에너지공단 산업DB

체뿐만 아니라 비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

와 KISVALUE 자료를 연계한 후 각 사업체별 온실

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의 산업DB 자

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량, 매출액, 대·중소기업

료를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

여부 등 기업정보가 포함된 1차자료를 구성하였

본 분석에 필요한 기업정보 자료는 NICE평가
5)

다. 구성한 1차자료에 기업명을 이용하여 온실가

정보의 기업데이터 DB 로부터 도출하여 분석에

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량명세서 통계에 수록된

활용하였다. 목표관리제 등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업체 정보를 추가하여 사업체를 목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

표관리제 해당업체와 비해당업체로 구분하였다.

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생산량 변화 등 기업의

에너지공단의 산업DB 자료와 KISVALUE의 연

활동요인에 의하여 크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계 관점에서 연도별로 매칭된 사업체 수는 동일하

온실가스배출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지 않다. 본 분석의 목적은 목표관리제 시행연도인

업체의 활동정보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을 기점으로 관리업체와 비관리업체의 행태

KISVALUE로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유형자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2012년을 기준으

산 변수에 대한 기업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로 연계한 사업체를 본 분석의 주된 분석 대상으로

목표관리제의 직접적인 정책 적용대상인 온실

삼았다. 따라서 각 연도별 4,698개의 사업체로 구

가스 배출 관리업체 정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

성된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터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리업체의 지정기준은

분석을 위한 데이터 간의 병합과정은 기업 또
는 사업장 단위별로 진행하였지만 기업정보 보안

5) KISVALUE.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량분석에 사용할 수 있

2 0 1 7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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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근가능한 최종 데이터는 산업 소분류별·기

(t=0)의 비해당기업(i=0)의 온실가스배출량 평균

업규모별로 집계된 데이터이다.

을 의미하고

은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t=1)의

비해당기업(i=0)의 온실가스배출량의 평균을 의

(2) 분석방법

미한다. 마찬가지로

와

는 목표관리제 해당

기업(i=1)의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온실
목표관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은 대표적인 정
6)

가스배출량의 평균을 나타낸다.

책평가분석 방법론인 이중차분법 을 적용하여

식 (1)의 좌변의 첫째 항은 목표관리제 해당기

살펴보았다.7)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실

업의 시점 간 온실가스배출량의 변화이고 두 번

8)

9)

험집단 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대조집단 간의

째 항은 목표관리제 비해당기업의 변화를 나타낸

비교를 통하여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다. 만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시적 요인에 영향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0~2014년도 자료이

을 받는 정도가 목표관리 해당기업과 비해당기업

고 목표관리제 시행연도인 2012년도를 기점으로

모두에 동일한 정도라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시행연도 당시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군과 비대상

의 차분을 통하여 관심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업군을 선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온실

는 거시적 효과는 제거되고 순수한 목표관리제의

가스 배출 추이 및 기업활동 추이를 목표관리제

효과만을 추정할 수 있다.

적용 및 비적용 집단별로 살펴본다.

하지만, 목표관리제 해당기업의 규모가 평균적

이중차분법을 통한 정책효과 파악의 원리는 다
음과 같다.

으로 비해당기업에 비하여 월등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 변화 및 다른 요인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치
는 영향이 이질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기

정책효과

업단위 데이터가 접근이 가능하다면 성향점수매
……식 (1)

칭10) 방식으로 통제집단 중 처치집단과 유사한 기
업만 선별하여 통제집단을 재구성한 후 처치집단

여기서,

는 온실가스배출량의 평균을 의미

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엄밀한 인과관계의 규명

하고 상첨차 i는 정책수혜 여부, 하첨자 t는 정책

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시점을 나타낸다. 즉,

초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접근

는 목표관리제 시행 이전

가능한 자료의 수준은 기업군이므로 성향점수매
6)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7) 프로그램 평가방법(program evaluation)에는 이중차분법 이외에도, 성
향점수매칭기법, 불연속회귀기법, 도구변수법 등이 존재한다. 본 분석
에서는 이중차분법만 시도하는데 이는 분석데이터의 원자료(기업수준)
의 제한된 접근으로 인하여 본 분석의 샘플단위는 기업군이며 이로 인
해 충분한 표본수의 확도가 용이치 않기 때문이다.
8) treatment group
9)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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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중차분법을 통해 정책성과의 인과관계를 추론

10) propensity score matching

산 업 경 제 분 석

하기 위해서 우선 분석자료를 대기업 자료와 중소

이때,

는 t시점에 관찰된 i그룹의 관심변수

기업자료로 분리하였다. 이후, 기초분석을 통하

값,

는 정책집행 전과 후를 나타내는 더미변

여 정책시행 이전 기간의 관리업체의 에너지사용

수,

는 정책적용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및 온실가스배출량이 비관리업체 집단과 거의 유

변수이며 추정된 식 (2)의

사한 규모를 나타내는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자

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값이 식 (1)의 정책효

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즉, 정책효과의 엄밀한

식 (2) 방식이 추가적인 설명변수의 사용을 통

인과관계 파악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해 보다 강건한(robustness) 정책효과의 추정치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으로 목표관리제의 온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본 분석에

실가스배출 저감효과를 파악하기로 한다.

이용되었다.

본 분석의 기초자료는 패널데이터인데, 패널데

(3) 분석결과

이터를 이용한 분석의 장점은 관측되지 않는 집
단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
고유의 고정효과, 연도별 고정효과, 추가적인 설

중소기업에 대한 식 (2)의 패널고정효과 모형

명변수를 포함한 이중차분모형은 아래의 식 (2)와

추정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정책시행의 효과는 음
(-)으로 도출되었으며(모형 (1)), 추가적인 설명변
수를 도입하였을 경우에도(모형 (2),(3),(4)) 도출
……………………… 식 (2)

된 계수값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

<표 2> 중소기업 추정결과(패널고정효과 모형)
CO2 배출량

(1)

관리업체*정책시행이후
Dummy

-20.6 (8.129)

**

(2)

(3)

(4)

**

-19.33 (7.702)

**

-29.17 (11.90)

**

54.65 (19.82)

***

0.505(46.42)

-4.075(16.07)

-1.887(19.45)

-19.12 (7.573)

log(매출액)

53.69 (19.22)

log(고용자수)

**

log(영업이익)

4.253(7.357)

log(유형자산)

1.489(15.60)

Time FE

Yes

Yes

Yes

Yes

Group FE

Yes

Yes

Yes

Yes

관측치(그룹 수)

60(12)

60(12)

60(12)

56(12)

0.003

0.091

0.092

0.006

2

R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주 : *** 유의수준 1%,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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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경우에서 추정된 계수값은 유의수준 5%하에

온실가스배출량 변화 사이의 정(+)의 관계가 도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파악된 정책효과는

출되었고 추정치는 유의수준 5%와 1% 이내에서

목표관리제를 통한 약 1만 9,330~2만 9,170tCO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매출액 1%의 증가는

온실가스배출량의 감소로 나타났다.

약 5만 4,000tCO2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

모형 (2), (3)의 추정결과로부터 매출액 변화와

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 분석의 시사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소재산업에

책효과의 정도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그

소재산업 같은 감축여력이 높지 않은 산업군에

룹특성 고정효과, 연도별 고정효과, 매출액 등의

대해서는 소재산업에 특정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

경영활동 변화를 통제한 이후에도 중소기업에 대

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예상대

한 목표관리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통계적

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매출액 간의 정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이중차분법 적용에

례 관계가 도출된 점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유

적절한 분석 자료라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데이터

도가 소재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가능

를 이용하여 목표관리제도가 실제로 정책 적용기

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최적의 환경규제 수준을

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소재
산업 영향분석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는 아래의
사항들을 시사한다. 온실가스 배출저감 여력이
높지 않은 소재산업에서 환경규제의 강도가 크다
고 볼 수 없는 목표관리제도의 양(+)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발견을 통해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온
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긍
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추정된 환경규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기배출량 대비 약 3% 정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책효과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도출되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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