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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환경규제의 정책대안별 비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환경규제 준수비용의 추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조업을 중심
으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산업별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함에 있어 먼저 양비례조정법을 적용하지 않
고 매체별 배출량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부 산업별 오염배출량 총량을
기준 총량(control total)으로 양비례조정법을 적용하여 세부 산업별, 오염매체
별 실제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오염저감비용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산식을 유도하였으며, 산업부문의
오염저감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준 배출량의 설정과 관련
된 결정방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국내 대기환경규제는 규제대상의
범위와 규제정책 수단의 종류 측면에
서 매우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 시
행되고 있는 바, 일부 분야-예를 들어
연료사용규제-에서는 비교적 성공적
으로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킨 것으
로 판단되나, 비용효과성도 역시 그러
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방식의 대기 관련
규제정책수단의 규제준수에 따른 정
량적 비용 분석과 규제의 대안별 비
용효과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
로 빈약한 상황이다.
산업환경규제의 정책대안별 비용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오염
물질 배출량 및 환경규제 준수비용의
추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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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을 중심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
의 산업별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2.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 추정
(1)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 추정
(양비례조정법에 의한 조정 前)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원이 작성
한 대기오염 배출량 통계와 오염방지
비용을 오염저감 비용곡선의 추정을
위하여 활용한다. 우선 대기오염 배출
량 통계는 산업자원부의 제조업 부문
별 에너지 소비 통계와 환경부의 배
출 관련 주요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국립환경연구
원의 주관하에 지역별, 오염물질별 대
기오염배출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
고 있다.「대기오염물질배출량」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고 있는 자료에는 각
연도의 지역별ㆍ용도별 연료사용량과
자동차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연
료별 오염물질배출계수와 차종별 배
출계수 및 일일 주행거리를 적용하여
지역별ㆍ오염물질별ㆍ연료별(용도별
포함)로 추정된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는 제조업 9개
산업에 대한 세부 배출량 자료는 공
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에너지 소비자료와 에너지원별 대기

오염물질 배출계수 그리고 황함유기
준제도 등 연료 관련 환경정책을 이
용한 배출계수의 조정을 통하여 산업
별 대기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량을 추
정하였다.
구체적인 배출량 추정방법은 다음
과 같다.
주요 사용 자료는, 환경부(국립환
경연구원)의 난방, 산업, 수송 및 발
전의 4대 부문별 SO2, NOx, TSP,
CO 및 HC의 5개 대기오염배출 자료
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산업별 에너지
소비 자료를 기본자료로 하여, 계수의
1)
조정을 위해 「대기환경연보(2000)」
의 부록 16. 대기오염배출량 현황, 17.
우리나라의 연료규제정책에 나타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업종분류와 관련해서는 조
립금속 운수장비는 분류상 에너지관
리공단의 에너지소비통계에서는 통합
되어 있으므로 1995년 이전은 1995년
에너지 센서스상의 비중으로, 1996년
이후는 1998년 에너지 센서스상의 비
중에 따라 분리하였다.
배출계수 조정을 위해 국립환경연
구원 배출계수를 에너지관리공단 에너
지사용량에 적용함에 있어 업종별로
석유류(경유 및 중유)의 사용비중이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이 1995년 이전
은 1995년 에너지센서스를 기준으로
하되 1986~91년 기간은 업종별로 에

1)「대기환경연보(2000) Annual Report of Air Quality in KOREA, 2000」
,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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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집약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기간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재
조정하고, 1996년 이후는 1998년 에너
지센서스에 기초하여 전환하였다.
eo
eaijk
1995 및 1998 에너지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재조정
단, eo：국립환경연구원 대기오염
배출계수
eaijk ：업종별로 유류사용 비중이 상
이함을 반영하여 1995 및 1998 에너
지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연구
원에서 재조정한 k산업의 i연료별 j대
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이러한 배출계수는 ㎘, m/t 및 ㎥
기준이므로 TOE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역시 아래와 같이
환산하였다.
etijk
eaijk
각 연료별 고유단위(㎘, t 및 ㎥)를
TOE 기준으로 환산
단, etijk ：연료별 자체의 계량기준으
로 환산한 k산업의 i연료별 j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
그런데 연료사용고시에 따라 시간ㆍ
공간적으로 중유의 황함유량이 달라지
므로 동 배출계수를 시간적으로 또 일

부 공간적으로 SOx와 TSP에 한해
조정하여 매년의 당해연도 배출계수를
산출하였다.
eijk
etijk
SOx 및 TSP에 한하여 조정
단, eijk ：SOx 및 TSP에 한하여 조
정한 k산업의 i연료별 j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그리고 배출량 추정은 아래와 같이
위의 배출계수 eijk 를 1986~2001년
기간의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에 곱해
서 동 기간중 업종별 5대 대기오염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eijk × fmk
단, fmk 은 k산업의 i연료별 사용량
이상과 같은 추정방식에 따라 추계
한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추정 결
과와 환경부의 공식자료의 결과는
1990∼99년의 10개년 기간중 연도별로
최저 3.9%에서 최고 8.6%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주요 대기
오염물질인 SO2와 TSP는 3% 내외의
비교적 낮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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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비례접근법을 이용한 산업별
대기오염 배출량 추정
경험적 연구에서 양비례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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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roportional adjustment method
혹은 RAS)은 주로 지역 자료의 제약
하에서 계수의 조정, 자료의 재작성
방법을 위하여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전국 단위의 산업연관표 중간투입계
〈표 1〉

수를 지역단위의 산업연관표 중간투
입계수로 조정하기 위한 비조사 방법
(non-survey method)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비례조정법은 입지상접근법
(Locational quotient method)과 더

대기오염 매체별 배출량 추정 결과(산업연구원)
단위：톤
SOx

NOx

HC

CO

TSP

합계

1990

809,888

268,081

2,633

15,050

144,523

1,240,176

1991

812,630

310,869

2,985

17,259

143,329

1,287,071

1992

815,009

331,937

3,252

18,930

144,218

1,313,345

1993

826,307

369,029

3,489

20,348

140,500

1,359,674

1994

835,438

380,674

3,708

21,918

142,852

1,384,590

1995

740,223

395,692

3,786

22,613

143,972

1,306,285

1996

708,947

425,120

3,998

24,251

155,647

1,317,963

1997

641,230

446,451

4,197

28,261

144,716

1,264,855

1998

481,580

412,650

3,689

25,459

137,272

1,060,650

1999

458,390

420,015

3,815

25,234

138,333

1,045,787

2000

425,342

433,123

3,818

24,351

143,781

1,030,415

2001

428,382

434,721

3,632

23,737

149,108

1,039,580

자료：산업연구원 추정.

〈표 2〉

대기오염 매체별 배출량 추정 결과(환경부)
단위：톤
SOx

NOx

HC

CO

TSP

합계

1990

805,605

203,193

37,416

27,984

174,671

1,248,869

1991

787,216

221,582

1,964

20,997

162,065

1,193,824

1992

802,438

234,083

2,153

22,444

167,714

1,228,832

1993

798,006

288,715

1,469

16,060

147,942

1,252,192

1994

833,428

329,733

1,816

16,737

151,383

1,333,097

1995

733,036

344,683

1,774

17,025

157,758

1,254,276

1996

689,157

380,568

3,272

19,341

160,812

1,253,150

1997

617,720

378,050

3,135

18,413

157,963

1,175,281

1998

466,209

352,458

2,671

16,364

148,879

986,581

1999

447,273

354,793

3,036

17,508

149,130

971,740

자료：국립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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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비교적 이론적 문제점을 적게 제
기하면서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를 획
득하기 위한 자료 재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실사 자료인 제조업
(산업)부문 전체의 오염매체별 배출
량과 세부 산업별 오염배출량 총량을
기준 총량(control total)으로 이용하
여 세부 산업별, 오염매체별 실제 배
출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양비례조정
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
에서 필요한 세부 산업별, 오염매체별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가 일차 자료원
으로 구비되지 않는 제약을 극복하는
한편 전체 분석을 위한 사용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우선 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원인
매년 오염매체별 총배출량은 환경부ㆍ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산업부
문(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포
함) 전체의 매체별 대기오염 배출량
자료를 기준 총량으로 설정한다. 둘째,
세부산업별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에너지 소비자료와 오염배출계수를 적
용하여 도출된 추정 배출량을 산업부
문의 실제 배출량과 추정배출량의 비

율을 적용하여 실제 배출량 수준으로
조정한 자료를 기준 총량으로 설정한
다. 즉, 매년 전체 산업별 자료는 순수
한 의미의 실사 자료는 아니나, 상대적
으로 추정의 오차가 적은 오염물질 총
량 자료를 간접적인 실사 자료로 간주
하여 기준 총량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비례조정법에 따르면, 매
년 n개의 제조업 세부 산업별, m개의
오염매체별 배출량인 n x m개의 배
출량 자료를 도출하기 위하여, 추가적
으로 n + m개의 기준 총량 자료를 추
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3) 다음의
〈식 1〉
의 E0 는 일차적으로 추정된 세
부 산업별, 오염매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행렬이다. 이는 오염매체별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차 추정된 총
량 기준의 실측 자료와 추정 자료의
비중을 그대로 적용하여 도출된 행렬
자료이다. 양비례 조정법을 통하여 최
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세부 산업
별, 오염매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행렬은〈식 1〉
의 Ef 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앞서 설명된 것과 같이 Rf 와 Cf
는 각각 최소 정보로 추정된 매년 오
염매체별 총배출량과 세부 산업별 대
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을 나타낸다.

2) 입지상접근법은 입지상(Location quotients)을 추계하는 기술에 따라 단순입지상접근법(Simple
location quotient), 구매자측 입지상접근법(Purchase-only location quotient), 교차산업 입지상
접근법(Cross-industry location quotient)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유사한 방식으로는 수요-공급
균형법(Demand-supply pool approach)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단순입지상
접근법이 경험적으로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Miller and Blair, p. 302 참조 바람).
3) 세부 산업은 음식료 등 제조업 9개 부문과 SO2 등 5개 대기오염물질 매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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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부산업별, 오염매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9)
가. RAS 조정전
단위：톤
SOx

NOx

HC

CO

TSP

합계

음식료

7,119

6,329

140

654

957

15,198

섬유

14,268

13,123

280

1,298

2,143

31,111

목재

638

532

12

54

70

1,306

제지인쇄

10,258

8,670

197

882

1,174

21,181

석유화학

133,694

35,426

594

6,142

4,854

180,710

42,540

61,757

357

2,313

23,601

130,568

131,584

209,562

953

6,575

84,017

432,691

10,941

9,977

245

1,154

1,241

23,558

운수장비

3,108

2,942

74

358

358

6,840

가구기타

39,780

42,639

355

2,109

16,179

101,063

농림어업

26,763

22,093

502

2,216

2,928

54,502

비금속광물
금속
기계전기전자

광업
건설업
합 계

311

260

6

27

34

638

37,385

6,705

99

1,453

777

46,420

458,390

420,015

3,815

25,234

138,333

1,045,787

CO

TSP

나. RAS 조정후
SOx

NOx

HC

단위：톤
합계

음식료

7,081

5,421

112

461

1,046

14,122

섬유

14,190

11,237

225

915

2,342

28,908

목재

634

455

10

38

76

1214

제지인쇄

10,197

7,421

159

621

1,283

19,681

석유화학

128,747

29,375

463

4,193

5,137

167,915

41,762

52,203

284

1,610

25,464

121,324

129,099

177,033

758

4,573

90,592

402,054

10,930

8,582

198

817

1,362

21,890

운수장비

3,112

2,536

60

254

394

6,356

가구기타

38,889

35,892

281

1,462

17,383

93,907

농림어업

26,586

18,896

404

1,560

3,197

50,643

309

223

5

19

37

593

비금속광물
금속
기계전기전자

광업
건설업
합 계

35,736

5,519

77

985

816

43,133

447,273

354,793

3,036

17,508

149,130

9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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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방식의 조정법은 이러한 실사
자료에 근거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
로 설정된 기준 총량 벡터(control
total vector)인 Rf 와 Cf 에 대하여, 단
순 비율로 추정된 세부산업별, 오염매
체별 배출량의 행과 열의 합인 R0 와
C0 을 근접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세부
산업별, 오염매체별 배출량의 최초 행
렬인 E0 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행렬
인 Ef 로 접근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ri 와 sj 는 각각
정하여진 오차범위까지 행과 열의 순
서대로 양비례적으로 조정하는 조정
계수로서, Rk, Ck 와 Rk, Cf 의 순차적인
비율을 나타낸다.4)
즉 매번 새롭게 도출되는 조정 계
수인 ri 와 sj 는 정하여진 오차범위 이
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최초의
행렬 E0 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Ef 를
도출한다.
Ef = riE0sj, ……………………〈식 1〉
ri = Rk/Rk-1, sj= Ck/Ck-1,
k = 0, ... , f
본 연구에서는 RAS에 따른 오염
배출량 산정의 오차범위를 0.001톤
단위로 설정하여 이 범위 이내로 실
제 자료와 추정 자료의 오차가 허용

되도록 하였다. 모형의 경험 연구 자
료의 대상 기간 가운데 1999년 기간
의 세부 산업 조정결과는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3. 오염저감비용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정책당국의
일반적인 환경규제정책 시행방식인
목표저감량의 설정방식을 가정한다.
즉 규제당국은 환경정책목표 현재 환
경질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일정
한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
주체에 대하여 다양한 환경규제정책
을 시행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 대기환경 관련 직접규제 가
운데 배출 관련 규제 내용은 주로 농
도규제로 운용되고 있어, 본 연구의
총량규제 방식과 다소 차이를 나타낸
다. 그러나 자료분석에 따르면 농도
와 총량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준
의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
구의 접근방식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개별 산업에 일정한 수준
의 오염저감을 직접규제 혹은 간접규
제 방식을 통하여 피규제자인 산업부

4) Miller and Blair(1985), pp. 276∼294 참조. 관행적으로 양비례조정법을 RAS로 부르는 이유는
본문의 식에서와 같이 열과 행의 순차적 비율을 나타내는 r과 s, 그리고 중간에 표기되는 중간
투입계수행렬표 A가 행렬식으로 조합되어 rAs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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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하여 배출량 저감을 요구한다.
여기서 산업부문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기준 배출량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인 실제 배출량의 차이
만큼 오염물질 저감활동을 수행한다.
이때 산업부문은 투자 및 경상지출
등 다양한 오염저감비용을 부담하며,
산업부문이 수행하는 오염저감 활동
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개별 산업의 산업활동은 xi 의 수준,
즉 산업별 생산량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은 qi 로 제
시된다. 예를 들어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산업이 생산량 x0i 를
생산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수준인
오염물질 배출량은 q0i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량 수준을
순수한 의미에서의 기준 배출량
(baseline)으로 정의한다.5)
한편,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부
문의 생산량은 x1i 로 변화하고, 오염물
질 배출량은 규제준수를 위하여 새롭
게 배출되는 배출량을 q1i 이라고 가정
하면, 기준배출량 대비 배출량 저감량
은 (q0i- q1i) 수준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기준 배출량에서 실제 배출
량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소요되
는 비용을 Ci 로 설정하면, 이는 배출
저감목표 달성에 따른 오염저감비용

혹은 환경오염방지 지출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개별 산업은 오염물
질 저감활동을 시작할 경우 일반적으
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가정에 따르
면 저감 한 단위당 비용이 점차 증가
하는 비용함수를 갖게 된다. 즉 〈식
2〉에서와 같이 한계오염저감비용이
체증하도록 구성한다. 이때 비용함수
의 계수인 c1 과 c2 는 양의 수를 나타
내어야 하며, 위의 총비용곡선에 대하
여 추가적인 한 단위의 오염물질 저
감에 따른 비용의 궤적인 한계오염저
감비용 곡선은 일차미분을 통하여
〈식 3〉
과 같이 도출된다.
Ci =c0+c1(q0i - q1i)+c2(q0i -qi)2/2
………………………………〈식 2〉
Ci = i 산업의 오염저감비용,
q0i, q1i= 오염물질 기준(하첨자 0)
배출량, 오염물질 현재(하첨자 1) 배
출량
c0, c1, c2= 오염저감비용 함수의 계
수
MCi = c1+ c2(q0i - qi) ………〈식 3〉
MCi = i 산업의 한계오염저감비용
여기서 기준안의 경우 오염저감비

5) 실제 배출량은 현재 각종 직간접 규제가 사용되는 상태에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기
준 배출량은 일종의 가상의 배출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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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0이 되거나 c0 로 나타날 수 있
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기준안
혹은 기준연도의 시작이 환경오염 규
제정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
정하면 기준안의 경우 오염저감비용
은 0이 되고, 기본적인 환경오염 규제
정책이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었다고
가정하면 c0 는 양의 수를 갖게 된다.

a0i 는 a1i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앞서 설명된 오염저감 비용함수를 산
업생산량 단위당 오염저감 비용함수
로 치환하기 위해서 한계오염저감함
수의 우측항에 (x1i)2/(x1i)2을 곱하여
주면 다음과 같다.
………………〈식 5〉
…………〈식 6〉

q0i =a0ix0i …………………〈식 4-1〉
q1i =a1ix1i …………………〈식 4-2〉
a0i = 기준안에서 i산업의 산업활동
한 단위당(생산물 혹은 부가가치 한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계수,
a1i= 규제준수 이후의 i산업의 산업
활동 한 단위당(생산물 혹은 부가가
치 한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계수,
x0i = 기준안에서 i산업의 산업활동
수준,
x1i= 규제준수 이후의 i산업의 산업
활동 수준
오염물질 배출량과 생산량의 관계
는 기술혁신, 생산구조의 변화, 생산
요소의 대체 등으로 인하여 동태적으
로 변화한다. 따라서 기준안에서의 경
우와 규제가 시행되어 시간적인 변화
가 발생한 규제준수 이후의 시점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과 생산량의 관
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일반적으
로 가정되는 것과 같이 친환경적인
산업부문의 변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a1i =q1i /x1i , 특정한 수준의 규제준
수(시점 1에서)에 따른 산업 생산량
한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계수,
1/b1i =c2x1i , 규제가 전혀없는 상태
에서 특정한 수준의 규제준수(시점 1
에서)에 따른 한계오염 저감비용
여기서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오
염저감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저
감비용이 0이라고 가정하면 한계오염
저감함수의 계수 c1 은 0으로 소거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실증 모형에
서 기준연도를 1990년 등 특정 연도
로 설정하고 1990년에 다소간의 오염
저감 활동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비
용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c1 은 양
의 수를 나타내게 된다. 균형수준에서
한계오염 저감비용을 p라고 설정하면
위의 비용함수는 다음의〈식 7〉
과 같
6)
이 qi 에 대한 함수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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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 한계오염 저감비용(혹은 오염
물질의 상대가격)
따라서 오염물질에 대한 파생수요
함수는 오염물질과 다른 생산요소의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나는 가격에 대
하여 선형함수로 치환된다. 또한 bi 는
오염물질 수요곡선의 기울기인 동시
에 한계오염 저감비용곡선의 기울기
와 같다. 상대가격으로 표현되는 환경
규제의 강도에 따라 한계오염 저감비
용함수의 계수가 변화하며, 이에 따라
bi 도 변화하게 된다.
〈그림 1〉
의 세 가지 도표는 앞서
설명된 오염발생 및 오염저감, 산업활
동, 규제 수준, 규제준수 비용을 나타
내고 있다. (가)와 (나)에서 실제 측
〈그림 1〉

정 가능한 현재 생산량 및 배출량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규제가 없다
고 가정되며 현재 측정이 불가능한
생산량과 배출량은 기준안으로서 점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가)에서 점선과 실선은 각각
기준안의 경우 산업생산량(x0i)과 규
제준수 이후의 산업생산량(x1i)을 나
타내고 있고, (나)에서 점선과 실선은
각각 기준안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q0i)과 규제준수 이후의 오염물질 배
출량(q1i)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점
선과 실선의 차이로 나타나는 부분이
규제 준수를 위한 오염물질의 저감량
(q0i-q1i)을 나타낸다. (다)에서는 실선
과 점선이 각각 규제준수에 따른 오
염물질 저감을 위한 총비용과 한계비

요소간 대체성에 따른 환경규제 준수비용의 효과

6)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에 대한 오염저감비용의 상대가격, 예를 들어 오염물질에만
10%의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오염저감비용의 상대가격은 1.1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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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나타내고 있다.

4. 기준 배출량 설정방식 비교 및
시사점
기준 배출량의 설정은 산업부문의
오염저감량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기준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로
파악되는 부분이 오염물질 저감량이
라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규제
수행에 따라 사후적으로 파악되는 실
제 배출량이 실사나 간접추계 등의
방식으로 획득가능한 자료인데 비해
서, 기준 배출량은 규제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하여
야만 하는 추정자료이기 때문에 어떠
한 기준안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정
자료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이용가능한
자료와 기술적 사항을 최대한 적용하
여 특정 공정 혹은 기술 중심으로 경
험적인 결과를 비교적 용이하게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기업의 경우,
생산방식이나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대체, 개체 등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에는 동일한 생산공정, 기술 등을 장
기간 같은 조건에서 가동하여 생산활
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기준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 전체에 대해서
는 상이한 생산방식, 설비의 수명 및
내구연도, 오염저감설비의 규모의 경

제 혹은 불경제 발생 여부, 생산요소
구성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실사에
의한 추정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산업부문 혹은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기준안에 대한 투명하고 일
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을 따라
추정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환경경제
학의 실증연구분야에서 연구결과의
이론적 부합성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결정적인 요
소로 작용한다.
기준안 설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기준안은 실증연구의 목표에 좌우되
어 추정 저감량을 증대 혹은 감소시
키기 위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요인이 작용하여 책정되어서
는 안될 것이다. 둘째, 연구의 목표에
따라 다소 수정될 수는 있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추정에 필요한 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비교적 표준화
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배
출량 저감에 따른 인증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향
후 자발적 협약, 배출권 거래제 등 다
양한 정책수단이 채택되어 수행될 경
우 산업부문간 형평성에도 영향을 준
다. 셋째, 산업부문별 기술수준을 근
거로 기준안을 정할 때에는 대표 생
산기술에 대한 일반원칙을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현재 해당 산업
부문의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범
용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활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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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의 기술(BAT：best available technology)을 선택할 것인가를
기준 배출량 추정 이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기술개발 및 혁신의 동태적 성
격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
는 방향의 기술수준 설정이 요청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해당
산업부문에 대한 기준안의 설정은 환
경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성(credibility), 기준안 산정과 검증을 위한 투명
성(transparency), 관련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실용성(practical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기준안 선택은 접근방식
별로 프로젝트 기준안(project-specific baseline), 벤치마크 기준안
(technology benchmark baseline),
기술 매트릭스 기준안(technology
matrix baseline), 그리고 하향식 기
준안(top-down normative baseline)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별 기준안
선정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내포하고
〈표 4〉

있다.7)
프로젝트 기준안은 산업부문의 특
정한 생산방식에 대하여 표준화된 기
술이나 정보의 적용이 없이 기존 시
설의 배출량과 비교하기 위한 미래의
배출량 전망을 개별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오염저
감 활동 수행으로 획득하는 배출 감
축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기
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수준,
지역 경제 및 자원 현황, 실가동 설비
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상대적
으로 시설 자체에 대한 자료 및 정보
(site information)에 의거하여 추정
되는 방식이므로 배출저감량 산정이
확실하게 도출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배출저감과 관련된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으로는 모든 개별 기업에 대한 실사
를 통하지 않고는 산업부문 전체의
기준 배출량 및 배출저감량을 도출할
수가 없다.

주요 기준 배출량(Baseline) 결정 방식
프로젝트

매트릭스

벤치마크

거래비용

상대적으로 큼

상대적으로 큼, 시스
템 수준

상대적으로 작음, 시
스템 수준

불확실성

일반 가정, 자료획득 여부

시스템 불확실성

시스템 불확실성

배출량 수준 파악

개별 기업 파악 용이 산업
수준 파악 매우 곤란

산업수준 다소 어려움

산업수준 다소 용이함

추정오류 가능성

개별 기업, 설비 수준

산업부문 수준

산업부문 수준

7) Liu & Rogers(1999), Lazarus(1999).

–73–

벤치마크 기준안은 특정한 설비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가중 평균하여 기
준 배출량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술 매트릭스 방식은 가중 평균 방식
을 보다 확대하여 사전적으로 규정된
기본 기술(default technology)을 지
역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우선 개별 프로젝트마다 배출량을 산
정하는 거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
며 기술개발의 동태적인 성격을 가중
평균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기준안 설정과 관련하여 다른 주요
이슈로는 환경규제가 현재의 상황뿐
만 아니라 과거의 상황 혹은 연구 범
위에 따라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술 진보, 산업
내 구조 변화 등은 지속적으로 기준
안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준다. 또한
규제준수에 따라 산업부문에서 시행
한 설비투자들은 회계기준으로나 실
제 내구연수를 고려하더라도 대부분
의 경우 5년 이상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준 배출량 자체가 지속
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
라서 산업부문별로 대표 오염물질 저
감설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태
적 기준 배출량보다 동태적 기준 배
출량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물리적 투자
및 비용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적으로 경제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에
너지효율 증대, 생산성 향상, 기술 진

보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를 내부화하
는 것으로 전반적인 배출량 저감효과
를 과다하게 추정하는 오류를 방지하
기 위한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8〉
과 같다. 〈식 8〉
은 오염저감비
용곡선과 한계오염저감비용곡선의 구
성항목인 q0i 의 시간적인 궤적을 의미
한다.
q0i =f(t, iv, sv, sub, oth)…〈식 8〉
t= 시간변수
iv= 해당 산업부문의 기술진보
sv= 해당 산업부문의 산업내 구조
변화 혹은 최종제품 구조 변화
sub= 해당 산업부문의 오염물질 배
출 관련 생산요소의 투입 구성 변화
oth= 기타 환경규제정책의 수행과
관계없이 배출량 변화를 유도하는 변
수
〈그림 2〉
는 이러한 정태적 기준 배
출량과 동태적 기준 배출량의 차이를
단순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태
적 기준 배출량은 예를 들어 최초 기
준연도인 1990년을 환경규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가정하
여, 당해연도의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
으로 설정한다. 이후의 배출량은 시간
에 대하여 수평적으로 가정된다.
한편, 동태적 기준 배출량은〈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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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된 것과 같 〈그림 2〉 정태적/동태적 기준 배출량 추정방식의 비교
은 다양한 동태적 요
인을 반영하여 기준
배출량 추이가 변화하
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즉, 개별 산업부문
에서 환경오염저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진보와 이의 확산
(technology diffusion)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동태적
는 기술진보 및 확산에 대한 구분이
기준안은 보다 효율적인 기술의 시장
필요하다.
보급 및 확산을 반영하여 우하향하는
둘째, 시장의 조직, 소비구성의 변
곡선을 나타낸다. 이러한 동태적 기준
화에 다른 생산물 구조의 변화를 반
배출안 곡선의 추정은 몇 가지 요소
영하여야 한다. 즉, 오염 저배출 산업
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기술진보의
및 공정 혹은 최종 제품의 시장진입
반영은 새로운 설비나 공정의 투입을
증가는 해당 제품의 오염배출 집약도
통한 오염물질 저감의 일정부분을 기
를 하락시켜 일정 부분 기준 배출량
준안에 얼마나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
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정하여야 한다. 즉 규제와 관련된 부
다.
분과 규제수행과 관련없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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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이용회원 가입대금 납입방법
중소기업은행 : 청량리 지점(017– 001949– 04– 148)
지 로 번 호 : 7606436
우

체

국 : 013326– 0005796

예

금

주 : 산업연구원

■ 가입문의 : 편집ㆍ보급팀
직

통 : 3299-3151

팩

스 : 3299-323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 9 (우)130– 742
※ 입금후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본과 KIET 정보이용 회원가입신청서를 함께 FAX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입금 영수증사본만을 FAX 로 보낼 경우 반드시 신청인 주소, 성
명, 기관명, 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