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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M을 이용한 부문별 한계저감비용곡선 도출

노민영*

요 약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각 국가에서는 INDC를 제출하였

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국내에서 25.7%, 국제탄소시장 활용하여

37%감축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5.7% INDC 감축목표를 비

교안 시나리오로 구성,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GCAM(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 기반 한계저감비용곡선을 통해 분석하고, 더불어 통상의

한계저감비용곡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발전부문의 석탄기술과 AgLU부문이 전체 탄소배출저감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산업부문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기술들

에서 높은 탄소저감잠재력을 보이지만, 해당부문에서의 한계저감비용은 다소 높

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유류를 사용하는 수송부문의 경우, 비교안에서의

급격한 유류 소비감소로 인해 해당기술의 절반이상이 음의 MAC으로 나타났다.

음의 MAC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부기술별 MACC을 도출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보

여줌으로써, 향후 한계저감비용곡선의 도출 및 관련 연구와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해 보았다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요 단어 : 한계저감비용곡선, 통합평가모형, G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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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서론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96개의 국가가 파

리협정을 맺고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발적 국가온실가스감축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탄소

시장을 활용해 2030년 BAU 대비 37%를 감축하되, 국내에서는 25.7%감축하

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UNFCCC, 2015).

정부는 INDC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1)

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19조원을 투자를 계획하고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

(안)’을 수립하여 신재생, 효율향상, 수요관리, 원자력, 화력·송배전, 마지막으

로 CCUS로 총 6개의 분야를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하게 된다. 중점투자분야

는 전문가 설문(AHP), 기술지표 심층자료 정량분석, 정부정책의 정합성을 종

합하여 도출하였다고 하지만, INDC 배출감축목표가 전체 에너지시스템에 어

떤 영향을 주며, 그에 따른 각 부문(또는 기술)별 온실가스 저감잠재력과 발

생되는 비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NDC 배출감축목표가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계

저감비용곡선(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MACC)으로 제시하고, INDC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한계저감비용곡선으

로 분석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1) 관계부처합동, 2015.11.23., 2016.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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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저감비용곡선

한계저감곡선이란,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았을 때(기준안)의 비용과 배출량

을 정책이나 진보된 기술(비교안)에 의해 변화된 배출량과 비용을 그래프에

나타낸 것으로 IPCC(2014)에서도 사용하는 분석방법중 하나이다. 한계저감비

용곡선은 기준안과 비교안의 직관적인 배출량 비교와 한계비용의 우선순위를

나타내어 입헙자의 쉬운 이해를 도와주나, 기준안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

에 기준안의 설정이 중요하고 특정 한 기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간에 흐름

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출처: Kesicki(2011)
주: 전분가기반 한계저감비용곡선(좌), 모형기반 한계저감비용곡선(우).

<그림 1> 전문가기반 한계저감비용곡선과 모형기반 한계저감비용곡선

Kesicki(2011)에서는 한계저감비용곡선의 도출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

였다. 전문가기반 한계저감비용곡선(Expert-based MACC)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 할인율, 보조금 및 세금을 달리하여 상세기술 별로 한계저감비용과 저감

량을 도출한다. 이 방법은 McKinsey & Company(2009)에서 전 지구적으로

한계저감비용과 저감량을 분석하면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도출방법 특성상

기술 간의 상호작용과 거시적인 측면을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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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기반 한계저감비용곡선(Model-based MACC)은 에너지모형으로부터 도출

하기 때문에 에너지시스템 내의 기술 간의 상호경쟁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하향식 모형2)기반인 경우, 거시지표를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지만, 에

너지시스템 전체의 저감량과 평균한계저감비용을 나타내므로 상세기술 별 분

석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반면, 상향식 모형기반3)은 일반균형모형과 같은

거시적 지표의 feedback 효과를 반영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에너지시스템

전체변화를 반영하고 상세기술별 분석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PNNL/JGCRI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Joint

Global Change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되었으며,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사용하고 있

는 GCAM(Global Change Assesment Model)을 활용하여 세부부문별 한계저

감비용곡선을 도출하여 보았다. GCAM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의 제5차 평가보고서 작성에도 활용된 바 있다.

Ⅱ. 분석전제 및 한계저감비용곡선 도출

1. 분석전제

GCAM은 경제와 에너지시스템, AgLU(Agriculture abd Land Use), 기후시

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기후변화완화정책(탄소세, 탄소거래, 규제 등)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IAM)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상향식모형의 특성을 띄고 있고 Logit share로

2) Wing (2008), McFarlanda et al. (2004), Böhringer et al. (2009)등이 있음.
3) 대표적 모형으로 MARKAL, MESSAGE 등이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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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간 경쟁을 하는 특성이 있다(Brenkert, et al., 2003).

본 연구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계획 등 사회경제변수(생

산가능인구, 노동생산성 증가울)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설정했고. 비교안은

INDC의 국내 배출저감 목표인 2030 BAU 대비 25.7%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

으로 제약을 주었다. 기타 GCAM을 활용한 국내 에너지시스템의 기준안 작

성과 관련된 자세한 분석전제와 모형관련하여, 백민호 외 (2015, 2016), 김수

덕 외 (2016), Yurnaidi 외 (2014) 그리고 전승호 외 (201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한계저감비용곡선 도출방법

각 기술()별 저감잠재량()을 산출하기에 앞서, 기술이 사용하

는 연료()가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을 때, 즉 배출량()이 0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발전 부문()에서 탄소를 함유하지 않은 연료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원(Renewable Energy sources, RES; 원자력포함4))을 의미하고,

반대로 탄소를 함유한 연료는 화석연료(Coal, Gas, Liquids; 바이오매스포함)

이다. 화석연료기술 발전량을 RES기술이 대체한다면 그 만큼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연료

를 이라고 구분하고, RES기술의 발전량은 와 구분된 
로 표시한

다. 또 이러한 에너지원의 회피배출량(
)은 해당시점 전력전환부문의 탄

소배출계수( )5)를 통해 배출량을 환산하여 식 (2)와 같이 정의하였다.

   

  

    (1)

4) 원자력설비와 관련된 carbon footprint는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한
계가 있음.

5) 한 단위 전력생산당 발생한 평균 탄소배출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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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소배출의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생산 시 배출된 탄소를 발전부

문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전력배분 후 최종전력소비 단에서 집계하는 방식으

로 분류했다. 즉, 발전부분에서 탄소배출량을 집계할 경우, 최종전력소비단계

에서는 배출량이 0이 되고, 반대로 최종전력소비 단에 배출량을 집계하면 발

전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0이 된다. 마찬가지로 수소도 생산단계과 최종수

소소비단계로 나눠서 탄소를 집계하였다.

식 (3)은 정유/전환부문에서 수소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배출량을 의미

하고, 이를 수소의 탄소배출계수( )라한다.

   

  

 
     (3)

다음의 식 (4)는 수소와 전력의 최종소비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을 환산하기

위한 것이다.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의 배출량은 수소의 탄소배출계수로, 전력

을 사용하는 기술의 배출량은 전력의 탄소배출계수로 환산한다.

     
     

     
    

(4)

부문()별 한계저감비용()은 한 단위 탄소를 저감할 때 발생하는 평

균비용으로 식(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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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기술()별, 연료()별 총저감비용의 변화( )는 비교안의 총비

용( ′ )과 기준안의 총비용( )의 차이값이다. 아래 식에서 는 단

위생산 당 기술의 비용을 나타내며, 이는 비에너지비용(투자비, O&M 등),

에너지비용 그리고 탄소가격의 합을 의미한다.

  ′    ′′  (6)

여기서 탄소가격은 <그림 2>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탄소배출 제약

이 있기 전에는 한계저감비용이 0이 될 때까지 탄소를 배출하지만, 제약이 생

긴 후로부터는 탄소에 가격이 발생함에 따라 탄소배출에 제약이 생긴다. 탄소

가격은, 석탄과 같이 탄소함유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의 비용을 증가시

키게 됨에 따라, RES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림 2> 탄소배출제약과 탄소가격

저감잠재량()은 기준안의 탄소배출량()에서 비교안의 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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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차감한 값이다. 통상적인 화석연료기술의 경우, 탄소가격이 주어짐

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저감잠재량은 양의 값을 갖는다. 하

지만, 기준안보다 비교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기술의 채택 등의 경우, 저감잠재량이 음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7)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로 발전, 건물, 산업, 수송 마지막으로 AgLU로 분류

하였고 각 대분류의 세부 부문()은 다음과 같다. 발전부문은 연료별, 건물은

서비스유형, 산업부문은 공정유형, 수송부문은 모드별로 분류하였고 AgLU는

단일부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세 기술단위가 아닌 부문단위의 한계저감비용

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분석결과’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의 평가‘에서 논

의하기로 한다.

Ⅲ. 분석결과

<표 1>는 <그림 3>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을 대분류별로 간략하게 요약한

표이다. 기준안의 2030년 탄소배출량은 218.96MtC (802..84MtCO2)고 비교안은

기준안의 탄소배출량의 25.7%인 56.27MtC(206.31MtCO2)를 저감하여 총

162.69MtC(596.53MtCO2)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교안에서

탄소가격은 142.49 $/tC이고 연료별 가격은 <부표 1>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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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No Distribution Distribution

  ′    ′    ′    ′ 

Power
(W/O  )

83.14 59.47 23.67 18.51 24.59 6.07

Power
( )

-27.59 -24.07 -3.52 9.38 11.33 1.95

Power1)

(Loss)
5.52 3.20 2.32 2.08 2.20 0.11

Building 24.53 24.34 0.18 18.19 22.05 3.86 65.99 56.09 9.90 51.00 61.31 10.31

Industry 80.03 66.56 13.47 103.25 106.85 3.60 111.92 87.64 24.28 125.42 130.87 5.45

Trans
portation

46.58 43.63 2.95 162.02 162.93 0.91 50.84 47.07 3.78 193.70 194.37 0.68

AgLU -15.32 -31.31 15.99 2.82 1.30 -1.52 -15.32 -31.31 15.99 2.82 1.30 -1.52

Total2)

(W/O  )
218.96 162.69 56.27 304.79 317.72 12.93 218.96 162.69 56.27 375.01 390.05 15.04

Total
(W/  )

191.37 138.62 52.75 314.17 329.05 14.89

주: 배출량 단위는 MtC, TAC는 Billion USD이고, 기준안의 전력의 탄소배출계수(MtC/EJ)와 수소의
탄소배출계수(MtC/EJ)는 각 34.96, 25.20이고 비교안은 29.54, 21.30임.
1)전력손실은 전력배분손실과 최종전력소비에서 발생한 손실의 합을 의미.
2)회피배출량은 RES기술의 저감잠재량을 분석하기 위한 가상의 배출량이므로 총 배출량에 포함
하지 않음.

<표 1> 기준안과 비교안의 저감잠재량과 TAC

1. 한계저감비용곡선 분석

분석결과는 세부 부문별로 정리하여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전력·수소

배분 전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의 왼편 하단에 –4.92(MtC)는 누적 탄소배출 증

가량을 의미하고 오른편 하단의 57.67(MtC)는 누적 탄소배출 저감량을 의미한

다. 그렇다면 순 탄소배출 저감량은 52.75MtC가 되고, <표 1>에서 Total(W/

)의 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력·수소배분 후 한계저감비용

곡선의 누적 탄소배출 저감량은 56.27(MtC)이고 <표 1>에서 Total(W/O )

의 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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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전부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발전부문 탄소배출의 90%이상은 석

탄발전기술에 의해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탄소가격에 의해 탄

소함유량이 많은 석탄의 가격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류와

바이오매스 발전기술의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바이오매스는 다른 전

원에 비해 탄소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유류 또

한 같은 이유로 인해 발전량이 증가하여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S발전기술의 배출량은 전환부문 전체의 mix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

탄소배출계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교안에서 RES발전기술의

발전량은 원자력과 수력6)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지만, 비교안의 전력탄소

배출계수(29.54MtC/EJ)이 기준안의 전력탄소배출계수(34.96MtC/EJ)보다 작아

지며 오히려 회피배출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

과 태양광 발전기술 회피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실제로

는 더 많은 저감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발전부문에서는 음(-)의

한계저감비용을 제외하면 석탄발전기술이 탄소배출을 저감하기에 가장 저렴

한 기술되고, 그 다음은 가스발전기술이 된다. 반면, RES발전은 전 부문을 통

합하여도 비싼 한계저감비용임을 분석결과로 보여주었다.

건물과 산업, 수송부문은 전력을 포함여부에 따라서 저감잠재력이 다른 양

상을 보였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력을 power sector에 모두 포함

시키면, 건물부문은 저감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전력을 포함

시키는 경우, 저감잠재량의 대부분이 전력부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건물부문의 한계저감비용이 비싼 것은건물의 전력가격이 상승하고 대부분

전력에 의해서 탄소배출이 저감된다는 점에서 이유를 들 수 있다.

산업부문 또한 건물부분과 비슷하게 전력을 포함하면 그 저감잠재량이 증

가하는 것을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탄소배출량이 기본적으로 많은 시

6)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원자력과 수력은 고정수요로 입력하여 기준안과 비
교안의 발전량의 차이가 없음.

7) 만약, 전력탄소배출계수를 두 시나리오에서 같은 값으로 사용한다면 전력의 배분
전과 후의 총 배출량추계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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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공정을 제외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냉/난방용, 직접·간접가열, 동력

용 등의 공정유형에서 많은 저감잠재량을 보였다. 산업용 전기는 건물용 전기

보다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공정들의 한계저감비용이 대체적으로 건물

부문 보다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송부문은 대부분 유류소비에 의한 탄소배출량이지만, 전력배분 이후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과 BEV(Bettery Electric Vehicle)의 수요증

가로 인해서 약간의 배출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송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

해 저감잠재량이 작게 보이고 있으며, 수요량 급감에 의해 총 비용이 감소하

면서, 모드의 절반 가량이 음의 한계저감 비용을 보여지고 있다.

AgLU는 흡수원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부문이고, 발전부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저감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저감비용까지 여타기

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AgLU 없이는 INDC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

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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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부 부문별 한계저감비용곡선 

주: 전력·수소배분 전(상), 전력·수소배분 후(하), 표는 지면관계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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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저감비용곡선의 평가

본 연구의 상향식 모형기반 한계저감비용곡선은 상세 기술단위가 아닌 부

문단위의 한계저감비용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한계저감비용곡선을 도출하는 목

적 중 하나는 한계저감비용이 작은 기술이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

기 위함인데, 음의 한계저감비용은 양의 한계저감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기술

선택에 있어 항상 상위순위가 되는 특이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USC(Ultra Super Critical),

수소연료전지(Fuel Cell)와 같이, 탄소가격이 생성됨에 따라 새로이 진입한 기

술들은 기준안의 탄소배출량과 총 비용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식 (5)의 분모는

음, 분자는 양이 됨으로써, 항상 음의 한계저감비용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부기술별로 한계저감비용을 산정

하는 경우, 신기술들은 한계저감비용은 항상 음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표 2> B조합).

Levihn(2016)과 Ponz-Tienda et al.(2016)에서도 상향식 모형기반 한계저감

비용곡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Ponz-Tienda et al.(2016)에서는 음의 한계저감비용의 순위를 투자자와 환

경운동가들의 Pareto 균형측면8)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표 2> C조합으로 발

생한 음의 한계저감비용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8) A기술은 총 저감비용이 –15, 탄소저감량이 10이고, B기술은 각 –10, 5일 때, A
기술의 한계저감비용은 –2, B는 –1.5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총 비용이 적
게드는 B기술을 선호하지만, 환경운동가는 총 비용은 더 들더라도 탄소저감량이 
더 많은 A기술을 선호하는 오류를 사례로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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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A B C D


   ′
(+)

   ′
(+)

   ′
(-)

   ′
(-)


   ′
(+)

   ′
(-)

   ′
(+)

   ′
(-)

            

Interpretation
More Cost
Less Emission

More Cost
More Emission

Less Cost
Less Emission

Less Cost
More Emission

<표 2> 한계저감비용의 조합

음의 한계저감비용은 우선순위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음의 비용

이란, 경제적 이윤으로 해석할 수 있고, 탄소배출을 추가적으로 저감할수록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투자자들이 왜

이러한 기술에 몰리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Brown(2001)에

서는 ‘Efficiency Gap’ 또는 ‘Efficiency paradox’의 가설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였다. 저비용 효율개선 수단에 대한 투자가 시장실패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을 말하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고 빠른 시간 안에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한계저감비용에는 시장장벽 등의 실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저감비용곡선 분석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

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한계저감비용 분석에서는 <표 2>의 A와 C조합에 대해

서만 언급 하였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B조합도 발생하였으며, 수학적으로는

D조합 또한 발생이 가능하다. 한계저감비용은 발생 조합에 따라 달리 해석되

므로, 한계저감비용곡선을 통한 기술선택은 단순히 한계저감비용이 작은 순으

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3>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음의 한계저감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상세 기술단위가 아닌 보다 넓은 세부 부분단위의 한계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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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곡선을 제시하여 해석의 단순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전력 배분 전의 한

계저감비용곡선에는 여전히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것

을 GCAM모형의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GCAM은 다른 비용최소화 모영과는

달리, Logit share에 의해 Knife-cutting solution9)이 배제되면서 아무리 비싼

기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비율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그로부터 배출된 탄

소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가장 싼 기술이 다른 비싼 기술의 수요량의 모두 지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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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INDC 25.7% 탄소배출 저감목표가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계저감비용곡선을 통해 분석하였다. 전력 배분 전에는 발전부문과

AgLU부문이 전체 탄소배출저감량의 90%이상을 차지하였고, 특히 발전부문

의 석탄발전기술이 가장 많은 저감잠재량과 여타 다른 기술에 비해 저렴한

한계저감비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RES

기술, CCUS 등과 같은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에 의하면 석탄발전기술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로

들자면, 석탄발전소의 연료전환, CCS Retorofit등이 있으며, 탄소배출저감이

가장 크게 이뤄지는 기존의 석탄발전기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빠

른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건물과 산업부문에서는 전력에 의한

저감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저감비용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일수록 비싸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적인 탄소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다양한 효율개선 및 고효율 기기 보급지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수송부문은 대부분의 탄소배출저감이 유류소비량

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모드의 절반가량이 음의 한계비용으로 나타나 해석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전통적인 한계저감비용곡선의 해석은 한계저감비용이 저렴한 기술을 우선

시 했다. 그러나 실제 분석결과에서는 단순히 한계저감비용곡선으로만은 분석

하기 난해한 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상세 기술단위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을

분석할 경우, 새로 진입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음의 한계저감비용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의 한계저감비용은 양의 한계저감비용보다 저렴

한 기술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음의 한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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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기본적인 배출량은 저감되고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분석했지만, 분

석결과에서는 배출량과 비용 모두가 증가하면서 음의 한계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경우, 어떤 기술이 우선적으로 선택해

야 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비용적 측면을 우선시 할 것인지. 저감량 측면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보이지 않는 시장진

입비용은 한계저감비용에 반영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다른 기술이

선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본 연구를 통해 해결되진 않았으나, 모형기반의 한계저

감비용곡선을 세부부문단위로 제시했다는 점과 향후 한계저감비용곡선의 도

출 및 관련 연구와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해 보았다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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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비교안 기준안
delivered  biomass 4.51 1.25

delivered coal 1.83 1.82
delivered gas 7.36 7.41
elect_td_bld 20.81 29.55
elect_td_ind 15.63 23.27
elect_td_trn 19.86 27.50
H2 enduse 24.76 29.14

refined liquids enduse 13.17 13.64

<부표 1> 비교안과 기준안의 연료가격 비교 (USD/GJ,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