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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
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2 암묵가
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
여 CO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
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2 감축효과 가
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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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개혁개방 노선이 채택된 1978년 이후로 중국의 산업발전은 양적, 질적 면에서 하
나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방 이전에 실시한 ‘중공업우선발전정책’으로 인하
여 경공업에서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1), 성장 중시의 
정부 산업정책과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비교우위, 외국 자본의 유입과 산업 특
히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GDP 규모는 지난 30년 기간 동안
(1979~2009) 80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
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2008년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데 일조
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자원 개발의 블랙홀로서 자원가격이 급등하고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범지구적 차원의 자원 및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국제적 질타를 받고 있다. 

산업부문 가운데 상대적으로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중화학공업의 압축 성장으로 
에너지사용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제11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全國
人大常務委員會) 18차 회의에서 보고한 에너지절약법 이행상황에 따르면 2009년에 
1차 에너지소비량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1.3％에 달하고, 그 중 80%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이었다. 2000년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
였던 중국의 총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에 24억 TOE를 기록함으로써 23억 TOE의 
미국을 능가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되었다. 중국의 에너지소비가 
화석연료 특히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CO2 배출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부터 미국을 추월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였다. 

2011년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 나라는 2012

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에 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5년 연장하고 2020년까지 중국, 

미국, 인도 등 교토의정서 체제에 동참하지 않았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이 참여

1) ‘중공업우선발전정책’이란 구소련이 먼저 시행했던 정책으로서, 중국에서 이를 도입하여 1953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시행하였다. 동 정책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력, 철강, 화학, 기계, 항공 산업 등을 육성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산업구조에서 중공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주숙련(周叔莲) 외2인, 1990, 
p. 55). 중공업 생산총액이 산업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60.2％에서 2009년에는 70.5％로 높아졌다. 이는 일본, 독일,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이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달성한 최고치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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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2005년 이후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사용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왔는데, ‘국가발전개
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NDRC)’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기간 에너지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사회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12차 5개
년 계획(2011∼2015)’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저감에 관한 종합 사업방
안’을 발표하여 31개 성(자치구, 시 포함)에 대한 NH4, SOx, NOx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 감축목표 및 지역별 감축 할당량을 설정하였으며, 오염물 총량규제를 환
경평가의 선행 조건으로 지정하는 등 50가지 정책안을 제출하였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녹색, 저탄소 발전’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하였는데 새로
운 탄소 저감 및 에너지 목표로서 2010년 수준 대비 2015년까지 에너지소비에서 비
화석연료의 비중은 11.4% 늘리고 GDP 한 단위 당 에너지소비량과 CO2 배출량은 
각각 16%와 17% 감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업무방안’을 통하여 
CO2 배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시장메커니즘의 정책수단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단계적 도입을 들 수 있
는데 2015년까지 하나의 통일된 전국체제 구축을 목표로 북경, 중경, 상해, 천진, 심
천, 호북성, 광동성 등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거래 실행 계획에 착수하
였다.2) 선정 배경으로는 천진시, 중경시, 호북성, 광동성 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
해 에너지집약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되어 있고, 북경시, 상해시, 심천시 등은 

비록 에너지집약 산업의 집중도는 낮으나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건물들의 
밀집도가 높아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CO2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고효율의 생산시설과 장비, 친환경적인 공정 등에 대한 투자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제품가격의 대외경쟁력 저하로 인하여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중국
이 G2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동시에 정부 목표 연 7-8%대의 

2)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지역단위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진행되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개 시범지역에서 실시될 탄소배출권 거래모델로 ‘호주 모델’, ‘EU 모델’, ‘일본 모델’ 등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지방정부에 탄소집약도나 에너지원단위가 아닌 배출총량에 대한 규제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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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느냐 여부는 경제성장 저하, 에너지가격 인상 등 온실가스 저
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비용 효과적인(cost-effective) 정책수단의 
개발, 운용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총에너지의 59%가 제조업에서 소비되고(중국능원통계연보(中国能源统计年
鉴), 2010),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CO2 배출규모에서도 전력산업에 이어 제조업 
상위 4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35.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와 CO2 감축비용 최소화의 성과가 중국 정부의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 여
부를 타진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을 
경제적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도입된 교토메커니즘 가
운데 기업, 산업, 국가 간에 CO2 배출 권리를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거래
제는 2002년에 영국 런던에서 온실가스 거래시장이 개장된 이후 거래규모 및 참여 
기업수가 확대되어 왔으며, 온실가스 저감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
여했다는 평가이다. 

<표 1> 중국 산업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2010)
산업 부문 비율 

전력산업 전력생산 40.1%

제조업 
코크스, 석유가공, 핵연료 제조 15.7%

철강 7.3%
비금속광물 6.7%

화합물, 화학제품 6.0%

자료출처: 중국통계연감(中國統計年鑒)(2010)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
성을 개진하기 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
시, 중경시 각각에 대하여 해당 지역 제조업을 대상으로 투입물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를 추정하여 생산의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100% 달성
을 전제로 업종별 감축 가능한 최대 CO2 배출량을 추산한다. 각 지역의 제조업 업
종별 CO2 암묵가격(shadow price), 즉 한계저감비용을 계산하여 각 지역 내 업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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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두 지역 사이의 동일 업종 간 탄소 배출권거래 등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비
교, 분석한다. 에너지 고효율 생산시설 및 친환경 생산공정의 투자를 통한 CO2 감축
의 잠재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지역 제조업의 자본과 에너지 간 대체가능성
을 측정한 후 두 지역을 비교한다.3)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절에서는 중국 북경시, 중경시 저탄소
정책 및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살펴보고, 제III절에서는 실증분석 모형으로서 투입물
거리함수를 정의하고 이로부터 기술효율성, CO2 암묵가격 및 투입요소 간 대체가능
성을 측정한다. 제IV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며, 제V절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담는다.

II. 중국 지역 저탄소정책 및 배출권거래제 현황

세계 경제 침체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세계 CO2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3.1% 늘어났으며 이는 중국, 인도 등 고성장 개도국의 배출량 증가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 1위 중국은 2011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한 
100억 톤의 CO2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세계 배출량의 28%에 해당되는 규모이다.4) 

‘12차 5개년 계획’기간 탄소배출권 시범 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지역에 대하여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평균 18% CO2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
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대상지역인 북경과 중경의 저탄소 정책과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본다.

온실가스 규제의 산업 경쟁력 저하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향상을 들 수 있다. 북경시는 현재 인구, 교통, 환
경, 에너지 등의 문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저탄

3) CO2 암묵가격을 추정한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생산결정자를 중국 지역(성 · 시)(Wei et al., 2011; Wang et 
al., 2011)로 설정하거나 혹은 지역 구분 없이 제조업 전체(Lee and Zhang, 2011)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지역별, 제조업종 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인도는 전년에 비해 7% 증가한 25억 톤의 CO2를 배출해 3위를 이어갔다. 미국은 59억 톤으로 2위였고, 러시아(18억 톤), 일본(13억 톤), 독일(8억 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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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 향후 발전방향의 전환 및 생태문명의 건설에 도
움이 될 전망이다. 2008년 올림픽 이후 ‘녹색-올림픽’에서 ‘녹색도시-북경’으로 전환
하여 ‘저탄소 녹색’ 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5) 

산업구조의 최적화 개선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활
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저탄소 녹색’ 도시를 건립하는 데 유리한 환
경이 조성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여 청정에너지 산업화를 추
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며 기존 제조업 업종 외에 자동차 산업에 저탄
소 설비 및 장비 설치를 확대, 권장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상당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경시는 전국 최초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바, 2013년부터 정기적
으로 배출권거래를 운영,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 탄소배출권 전자플
랫폼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국 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 및 등록 시스템 구축, 교
역 플랫폼 및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배출권거래 시범지역의 확대를 
위하여 총량 감축 대상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권과 함께 간접배출권 거래까지 종
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간접배출은 현재 북경시에서 소비되는 전력 2/3은 
외부 지역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들 지역의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다. 일명 ‘북경모델’로서 북경이 처음 도입한 간접배출권 거래는 직접배출
권만을 취급하는 것보다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경시는 과거 전국 6대 산업기지 도시 중 하나로서 철강, 화공, 유색금속, 석화, 

건축재료, 전력 등 에너지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부문이 주축을 이루고 있
어서 에너지절감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6) 2010년 1월 시정부는 '저탄

5) 북경시가 발표한 ‘대기오염 방지조항’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인체 건강과 안전에 긴급한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정부는 즉시 대기오염 공고(초안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해져 인체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오염상황을 공고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체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일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함)를 발표한다. 지정된 구역 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설비 및 샘플 검사를 해야 하며, 1차 검측 기록을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기업은 직장 폐쇄, 기술개선 조치, 설비 개선 등 배출량 감축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때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심사 통과 후 전국적으로 동일 규정의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다. 

6) 산업부문의 에너지사용 점유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산업의 품목 비율은 기타 지역보다 평균 약 4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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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경제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저탄소 산업, 저탄소 시범구역, 저탄소 교통 등을 
도입하고, 산림을 조성하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대폭 흡수 하는 등 지속적인 성
장을 도모하려고 한다. 2011년 중앙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
된 중경시는 ‘12.5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저탄소시범 업무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
업별 탄소배출 총량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업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기업을 지정하고, 기업별로 탄소배출 연간 한
도를 배분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기업에는 지역내 에너지 기업 및 중공업 기업, 특
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알루미늄, 철강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기업의 탄소 저감기술에 대한 R&D 유도를 위하여 정책지원을 실시할 계획
이다. 중경시 에너지집단(重庆能源集团)은 현재 자체 R&D를 통해 설치한 기술설비
를 활용하여 연간 1만 3,000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향후 탄소 저감기술에 대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반 정책시행을 통하여 중경시는 
2015년까지 단위지구 생산총액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17%이상, 

에너지 사용량은 16%까지 감소시킬 계획이다. 

III. 분석모형 

제조업 업종별 개별기업이 자본(), 노동(), 에너지( )의 세 가지 생산요소로 구
성된 투입물벡터 ∈

 을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량()와 원하지 않은 부산물 
CO2()로 구성된 산출물벡터 ∈

 을 창출하는 생산기술을 고려한다. 의 감소 
없이 를 동일한 비율로 줄일 수 있는 최대 폭을 측정하는 Shephard(1970)의 투입
물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up   ∈  (1)

여기서 는 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투입물 소요집합(input requirement set)이
다. ≥ 은 ∈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투입물거리함수의 성질로서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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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단조적으로(monotonically) 비체감하고(non-decreasing) 오목하며
(concave), 1차 동차함수이며 둘째, 에 대해서는 단조적으로 비체증(비체감) 하
고, 준오목하다(quasi-concave)(Shephard, 1970; Hailu and Veeman, 2000). 

Farrell(1957)의 기술효율성( )은 을 계산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기업이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영역으로서 의 경계선(즉, 등량곡선) 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면  값은 1이 된다.  값이 1보다 클 경우 적정 등량
곡선을 벗어나 생산요소들이 과잉 투입되는 상황이며 1과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수
록 생산의 비효율성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  )는 생산효율성 개선을 통하
여   감소 없이 을 줄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투입물거리함수 값을 제약조건으로 하는 비용최소화 문제의 최적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비용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m i n  ≥  (2)

여기서 ∈
 은 투입물의 가격벡터이다. 

Hailu and Veeman(2000)을 따라서 식 (2)를 로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    ∇ (3)

여기서 ∇는 편미분 연산자이며, 는 제약 비용최소화 문제의 Lagrangian 승수로서 
비용함수의 최적 값과 일치한다(Jacobsen, 1972; Shephard, 1970). 산출물의 암묵가
격은 산출물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으로 정의할 수 있으므
로 식 (3)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4)



김영미․ 이명헌

• 468 •

여기서 ∈
 는 산출물의 암묵가격 벡터로서 투입물거리함수의 성질로부터 ≥ , 


≤ 이다. 

식 (4)로부터 와  을 각각 구한 후, 가 최종제품의 시장가격()과 같다면 
이들 두 산출물(암묵)가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식 (5)에서 도출된 CO2 암묵가격은 한계저감(기회)비용 개념으로서 CO2 한 단위 저
감하기 위하여  몇 단위가치 포기하는지를 측정한다. 

등량곡선의 굴곡은 투입요소 간 대체가능성 정도를 반영하므로 다음과 같이 투입
물거리함수로부터 도출되는 간접 Morishima 대체탄력성을 산출함으로써 투입요소 
와 간 대체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Blackorby and Russell, 1988; Grosskopf et 

al., 1995). 

             ≠  , (6)

 

여기서  ,   . 이 탄력성은 투입요소 간 대체가 이루어지
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대 요소가격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며, 따라서 탄력성 값이 클
수록 대체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어떤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두 요
소가격의 비율은 달라지므로 ≠이다. 

식 (5)와 (6)을 이용하여 CO2 암묵가격과 Morishima 대체탄력성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해야 하는 바, 식 (1)에 다음과 같이 초월대수(translog) 

함수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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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ln  
 




′
′ lnln′  

 


′
′ ln ln′ 

 ′     ′  

(7)

여기서 ′  ′, ′  ′ . 

Aigner and Chu(1968)을 따라서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기법을 사용하여 
(7)의 계수들을 추정한다. 목적함수를  ln  ln 로 설정하고 단조성, 동
차성 등 제반 제약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최소화를 추구한다. 여기서 은 관찰치를 나
타낸다. 해당 제약조건들을 나열하면, i) 거리함수의 정의로부터 ≥ 이므로 
ln ≥ , 거리함수의   에 대한 단조성 성질로서 ii)  ln ln
≥ , iii)  ln ln ≤ , iv)  ln  ln ≥ , v) 에 대한 1차 
동차성으로부터 



   , 


 
′
′  .

IV. 자료 및 분석결과 

본 논문에서는 북경시, 중경시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투입물거리함수를 추
정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 2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2010년도 횡단면자료를 사
용하였다. CO2 배출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한 통계자료의 출처는 ｢북경시통
계연감｣과 ｢중경시통계연감｣이다. 최종 생산량()은 산업총생산액(억 위안)으로, 자
본투입량()은 고정자산액(억 위안)으로 측정하였다. 노동투입량()과 에너지투입량
( )는 각각 평균 종업원 수(천 명)와 에너지 총사용량(만 톤)을 사용하였다. CO2 배
출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연료별 탄소배출계수에 기초한 산정방식을 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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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밑첨자 는 투입된 연료로서 석탄, 석유류, 가스를 나타낸다. 는 연료 사용
량, 는 평균 발열량, 는 단위열량당 탄소함유량, 는 탄소의 산화율이며, 이들 연
료별 탄소배출계수 값들은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사용한 자료의 변수
별 통계량을 요약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평균값에서 1이 되도록 표준화시켰다.

<표 2> 중국 주요 화석연료별 탄소배출계수
연료 석탄 석유 등유 경유 연료유 천연 가스

(톤/1조 Joule) 27.28 18.9 19.6 20.17 21.09 15.32

(1조 
Joule/1억kg, m3) 192.14 448 447.5 433.3 401.9 3839.1

 (%) 92.3 98.0 98.6 98.2 98.5 99.0

표 인용: 김영미 ‧ 이명헌(2013)

<표 3> 변수별 자료통계 요약 
변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북경 중경 북경 중경 북경 중경 북경 중경
 억 위안 428.54 327.05 587.64 574.27 2229.1 2903.8 16.99 17.35

 만 톤 52.36 133.11 88.11 311.39 379.88 1191.3 1.85 0.75

 억 위안 89.30 126.08 93.52 186.11 397.31 861.23 8.30 7.15

 천 명 44.97 49.02 33.53 77.30 129.48 390.60 4.44 5.30

 만 톤 65.90 93.02 126.97 194.21 584.98 707.67 0.72 0.97

자료출처:｢북경시통계연감｣, 2010;｢중경시통계연감｣, 2010.

북경시, 중경시 각 지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식 (7)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선형계
획기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7) 이들 추정계수를 다시 식 
(7)에 대입하여 각 지역별로 거리함수 값을 도출한 후 그 역수를 취함으로써 제조업 

7) 제조업종 간 이질성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업종 간 잠재 생산기술의 차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식 (7)에 각 업종 고유의 더미 변수를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통계적 거리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추정계수에 대한 확률적 통계량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CO2 암묵가격을 추정한 Lee 
and Zhang(2011) 역시 업종별 더미를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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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를 산출할 수 있다. 먼저 북경시의 경우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
업 24개 산업을 대상으로 를 계산한 결과 목재 및 나무제품, 코크스 및 석유가
공, 철강, 비철금속, 전기기계 및 장비, 영상 및 통신장비, 사무 및 회계용 기계 등 
7개 산업에서 최대값 1을 기록하였다. 비금속광물 산업의 가 0.35로서 가장 낮
았으며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출판 및 인쇄 산업 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0.5미만의 를 나타낸 음료품, 식료품, 방직 및 신발 산업 등도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저조하였다. 24개 제조업 부문 전체의 평균 는 0.69이었는데, 이는 북
경시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영역(즉, 등량곡선 상)에서 조업을 한다면 산출물 감소 없이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
량을 평균적으로 동시에 최대 31%까지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지역별 투입물거리함수 추정결과
계수 추정치 계수 추정치 

북경 중경 북경 중경
 0.3308 0.4027  0.1547 0.00002

 -0.8978 -0.5853  0.2186 0.0759

 0.0730 0.0183   -0.1221 0.00001

 0.4571 0.2975  -0.0326 0.00001

 0.4269 0.7025  -0.0837 0.0774

 0.1160 0.00001  0.2104 -0.0774

 0.0989 0.2218  -0.1267 -0.00001

 -0.0002 -0.0054  0.0368 0.0063

 0.0236 0.0045  -0.0289 -0.0063
 -0.0582 0.0759  -0.0079 0.00001
 -0.0965 -0.0759

100% 생산 효율성을 달성함으로써 연료 사용량을 다른 투입요소와 함께
(  )만큼 감축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조업 각 산업별로 CO2 최대 잠재 감축
량을 추산할 수 있다. 가 낮을수록 CO2 잠재 감축량은 많아지게 된다. 북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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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 제조업 부문별 기술효율성, CO2 잠재감축량, 한계저감비용 추정결과

제조업 TE CO2 잠재감축량(만 톤) 
 (달러/톤)a

북경시 중경시 북경시 중경시 북경시 중경시
농산물식품 0.878 0.831 4.223 4.253 2.30 1.57

식료품 0.462 0.709 17.368 7.652 2.74 3.49
음료품 0.435 0.771 35.796 5.040 5.86 2.34
방직업 0.510 0.709 8.173 14.801 7.16 5.93

방직 복장, 신발, 모자 0.484 0.413 10.996 0.682 12.37 0.93
목재 및 나무제품 1.000 0.474 0 2.421 2.15 4.09

가구 0.658 1.000 1.795 0 2.80 0.43
종이제품 0.685 0.873 6.234 23.937 4.45 11.97

출판, 인쇄, 기록매체업 0.402 0.839 9.384 0.320 1.61 0.52
코크스, 석유가공, 핵연료 1.000 1.000 0 0 4.08 28.69

화합물, 화학제품 0.377 0.387 111.621 651.865 7.15 14.75
의료 0.673 0.706 9.646 15.830 1.08 3.76

고무제품 0.401 0.649 5.013 10.755 14.51 5.67
플라스틱제품 0.513 0.722 5.512 1.709 3.31 1.12
비금속광물 0.352 0.319 246.193 811.314 14.42 24.09

철강 1.000 0.750 0 43.178 0.58 2.86
비철금속 1.000 1.000 0 0 2.05 1.54

금속 0.569 0.734 8.622 4.898 1.56 1.96
통용설비 0.686 0.568 6.879 12.665 0.59 1.27
전용설비 0.623 0.533 10.866 2.674 0.78 0.41

교통운송설비 0.793 0.191 17.928 89.377 0.38 0.97
전기기계 및 장비 1.000 1.000 0 0 0.41 0.3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00 1.000 0 0 0.05 0.21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1.000 0.666 0 1.073 0.35 0.51

평 균 0.687 0.702 21.51 71.03 3.86 4.97
a2010년 평균 환율(RMB/USD) = 6.65를 이용하여 위안을 달러로 환산하였음.

제조업 전체로는 총 516만 톤의 CO2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에
서 알 수 있듯이 생산효율성 향상을 통한 CO2 잠재 감축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비
금속광물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며 각각 246만 톤과 112만 톤을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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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이 두 산업의 CO2 잠재 감축량은 북경시 제조업 총 집계량(516만 톤)의 70%

에 이른다. 

중경시 제조업에서는   인 산업의 수가 북경시보다 적은 5개로 나타났다. 

특히 코크스 및 석유가공, 비철금속, 전기기계 및 장비, 영상 및 통신장비 산업 등은 
두 지역 모두 생산효율성 100%를 보였다. 가 가장 낮은 산업은 교통운송설비 
부문이며 비금속광물,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 전체 평균 
는 0.7로서 북경시와 비교하여 미세하게 우위를 보였다. 생산효율성 제고를 통한 제
조업 총 CO2 잠재 감축량은 북경시보다 3배 이상 많은 1,704만 톤에 달하였으며 이 
가운데 비금속광물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두 산업이 86%를 차지하였다. 이는 이들 
두 산업에서의 연료 사용량이 북경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식 (5)로부터 산출한 북경시 제조업의 산업별 CO2 한계저감비용은 <표 5>에서 
제시한 것처럼 최저 0.05(영상 및 통신장비)에서 최고 14.51달러/톤(고무제품)의 범
위를 보였으며 평균 3.86달러/톤으로 추산되었다. 비금속광물, 방직 및 신발 산업도 
CO2 1톤 저감하는 데 10달러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영상 및 통신장비를 비롯하여 사무 및 회계용 기계, 교통운송설비, 전
기기계 및 장비 산업 등 7개 산업의 는 1달러/톤에도 못 미치는 양상이다. 북경시
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이 운영되어 제조업 업종 간 CO2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한계
저감비용이 가장 높은 두 산업 고무제품, 비금속광물(14.42달러/톤) 제조업 기업들
은 이들 7개 산업의 기업과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CO2 한계저감비용의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두 기업 간 배출권거래가 성립하
려면 거래가격이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한계비용의 차
이가 클수록 배출저감의 사회적비용은 감소한다. 거래를 통한 배출권 한 단위 당 순 
경제적 이득은 두 한계비용의 차이가 되기 때문이다(Lee, 2005).

중경시의 경우 24개 제조업 부문 가운데 CO2 한계저감비용이 가장 높은 산업은 
29달러/톤을 기록한 코크스 및 석유가공이며 그 다음이 비금속광물(24달러/톤), 종
이제품(12달러/톤)산업 순이었다. 영상 및 통신장비 산업이 북경시와 마찬가지로 
8) 여기서 제시한 잠재 CO2 감축량은 적정 수준 대비 연료의 과다 투입 정도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 아니라 기술효율성 100% 달성을 전제로 연료를 포함하여 모든 투입요소를 같은 비율로 축소할 경우 도출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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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CO2 암묵가격 추정 선행연구 결과 
선행 연구 국가/대상(연도) 분석모형 평균 CO2 암묵가격 추정치 

Wei et al.(2011) 중국/29개 성(1995–2007) DEA 17.6달러/톤 
Wang et al.(2011) 중국/28개 성(2007) 방향성거리함수접근법 73.1달러/톤 

Lee and Zhang(2011) 중국/제조업(2009) 투입물거리함수접근법 3.1달러/톤 
김영미․이명헌(2013) 중국/화력발전산업

(1981-2009) 투입물거리함수접근법 3.23달러/톤 
Kwon and Yun(1999) 한국/화력발전산업

(1990-1995) 산출물거리함수접근법 3,800원/톤
Park and Lim(2009) 한국/화력발전산업

(2001-2004) 투입물거리함수접근법 14달러/톤 
Lee(2011) 한국/화력발전산업(2007) 산출물거리함수접근법 14.63달러/톤

Matsushita and Yamane 
(2012) 일본/전력산업(2000-2009) 방향성거리함수접근법 39달러/톤 

De Cara and Jayet
(2011) EU/농업(2005-2020) BSA기법 32-42유로/톤 

0.21달러/톤으로서 한계저감비용이 가장 낮았으며, 북경시에서 가 가장 낮은 4개 
산업은 중경시에서도 저감비용이 1달러/톤보다 적었다. 제조업 평균은 1톤의 CO2를 
저감하는 데 북경시보다 1.1달러 많은 5달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9) 

본 논문의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에 대한 평균 CO2 한계저감비용 추정치와 선행 연
구 결과와 비교하면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 국가,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는
데 중국 제조업, 발전산업 자료를 사용한 경우 CO2 암묵가격은 3.1, 3.23달러/톤으
로서 본 논문 결과와 유사하나, 지역(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7.6-73.1달
러/톤의 범위를 보였다. 한국이나 일본, EU를 연구한 경우 14달러/톤 이상으로 추정
되었다. 중경시 제조업 내 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가 실시되면 CO2 한계저감비용
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크스 및 석유가공과 비금속광물 산업 등은 1달러/톤 미만의 
7개 산업과 거래를 통하여 북경시에서보다 한계저감비용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간 산업별  의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각 지역 내 제조

9) 각 산업별 CO2 배출량으로 가중 평균한  로 비교할 경우 북경시, 중경시 각각 7.2달러/톤, 16.1달러/
톤으로서 두 지역 제조업 평균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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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제조업의 간접 Morishima 대체탄력성 추정결과(평균값에서 측정)
대체탄력성 추정값 

북경시 중경시
 0.9012 0.6367

  0.2769 0.6366

 2.4611 3.2547

 1.6194 2.6223

   -0.5648 0.0042

  0.9951 2.6222

업 업종 간 탄소배출권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평균적으로 중경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10) 만약 두 지역 간 동일 업종끼리 CO2 배출권을 거래할 경우 
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코크스 및 석유가공, 방직 및 신발, 비금속광물 산업 등에서 
CO2 단위 감축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표 7>은 식 (6)으로부터 계산한 지역별 제조업에 대한 투입요소 간 간접 Morishima 

대체탄력성의 평균 추정값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북경시의 경우 자본과 노동 간 대
체탄력성 양 방향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됨에 따라 두 투입요소 간 대체가능성
이 비교적 높은 가운데, 자본이 노동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에 반해 자본과 에너지는 다른 요소 간 관계와 비교하여 대체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두 요소 간 상호 관계에 있어서는 자본이 에너지를 대체
하는 가능성이 그 반대 방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자본과 에너지의 대체가능
성 특히 에너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가능성이 높을 경우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
이(에너지 효율화) 자본 시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CO2 발
생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자로 인한 체화된 기술혁신

10) 북경시와 중경시 제조업 24개 업종의  에 대한 표준편차는 각각 4.35와 7.54로 계산되었다.

11) Grosskopf et al.(1995)이 Morishima 대체탄력성을 자기, 교차 가격탄력성으로 분해하여 두 요소 간 관계를 분석한 것처럼 두 요소가 상호 보완적이면 는 양수가 되며 대체관계인 경우에는 자기 및 
교차 가격탄력성의 절대값 크기에 따라 부호가 결정된다. 가 음수이면 대체관계로서 절대값이 클
수록 강한 대체관계이며, 가 양수이고 값이 작으면 대체가능성이 높으며 클수록 대체가능성은 제
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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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과 에너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 음수로서 이는 에너지가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역시 비교적 낮게 추정되어 에너지에 대한 노동의 대체가능성 또한 높았다. 

중경시 제조업 역시 자본과 노동은 비교적 수월하게 대체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
으며 북경시와는 달리 양 방향 대체가능성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자본과 에
너지의 관계는 북경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투입요소에 비해 대체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떨어지며, 에너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가능성이 그 반대 방향보다 더 용이하였다. 

두 지역 간 을 비교하면 북경시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자본 투자확대로 인한 CO2 감축의 기대효과는 그 가능성에
서 북경시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는 노동을 비교적 쉽게 대체할 수 있
으나 노동이 에너지를 대체하는 정도는 그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2011년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기
간을 5년 연장하면서 2020년까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미국 등이 참
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녹색, 저탄소 발전’ 개념을 도입하여 비화석연료의 비중 확
대, 에너지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저감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생
산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단
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북경, 중경 등 7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탄
소배출거래 실행 계획에 착수하였다. 

중국 정부의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CO2 

감축 여부가 관건인 만큼 본 논문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지역인 북경시와 중경
시에 소재한 각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업종별 생산효율성 제고를 통한 CO2 잠재 감축량을 추산하고, CO2 암묵가격을 도
출하여 각 지역 내 업종 간, 두 지역의 동일 업종 간 CO2 배출권거래 등에 대한 비
용절감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자본과 에너지의 대체가능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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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본투자에 대한 CO2 감축의 잠재적 성과정도를 타진하였다.

2010년 현재 100% 생산효율성 달성을 전제로 북경시와 중경시 제조업에서 최대 
감축가능한 CO2 배출량은 각각 516만 톤과 1,704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
다. 이 가운데 비금속광물, 화합물 및 화학제품 두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경시
와 중경시에서 70%와 86%를 각각 기록하였다.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업종별 CO2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한 결과 각각 평균 3.86달러/톤, 4.97달러/톤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 CO2 암묵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무제품(북경시), 코크스 및 석유가공
(중경시), 비금속광물(북경시, 중경시) 산업 등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CO2 한계
저감비용의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제조업 간 비
교에서는 산업별 CO2 암묵가격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중경시가 탄소배출
권 도입의 비용효과성에서 북경시보다 비교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두 
지역 간 동일 업종끼리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코크스 및 석유가공, 방직 
및 신발, 비금속광물 산업 등에서 CO2 단위 감축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북경시 제조업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가능성이 중경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측정됨에 따라 자본 투자확대로 인한 CO2 감축의 기대효
과 가능성은 북경시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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