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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바이오플라스틱은 탄소중립적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

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석유 기반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산업 규제 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인 환경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반면, GDP는 감소하여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플라스틱

산업 규제만 시행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효과

가 발생했으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확대가 기존의 경제적 손실을 상쇄시켜 GDP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통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

해 나간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

을 가능하게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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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ioplastic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petroleum-based 

plastics because they are carbon neutral and can be biodegradable.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ng the petroleum-based plastics industry and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using a Recursive Dynamic CGE Model of the Korean Economy. Results show that the 

regulation of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exhibits a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plastic waste and a negative economic impact with a decrease in GDP. Meanwhile,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with regulation on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has similar levels of 

greenhouse gas and waste reduction effects when there is only regulation on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It is also shown that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ioplastics industry offsets existing economic 

losses as a form of increased GDP. If petroleum-based plastics are replaced through the expansion of 

bioplastics production, it can contribute to the decoupl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lastic waste 

from economic growth.

Keywords : Bioplastics, Raw material replacement, GHG, Plastics, GDP, Decoupling, Recursive 

Dynamic C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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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전 세계 석유의 14%가 소비되고 산업부문 온

실가스의 18%가 배출되고 있으며(IEA, 2018), 2050년에는 전 세계 석유소비의 20%, 전

체 온실가스의 15%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EC, 2017).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이 국내 석유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멘트, 철강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 꼽히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또

한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는 세계 1위로(Euromap, 2016), 인천과 낙동강 하류

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지역 2위와 3위로 조사되기도 하였다(Hurley 

et al., 2018).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포장용기와 마스크 사용 등으로 국내 플라스

틱 쓰레기 발생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20a).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급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이 주목

받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재생가능자원인 바이오매스1)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적이며(carbon neutral)2) 생분해가 가능하다(biodegradable).3) 전 세계 바이오플라

스틱 생산은 2017년 2,054천 톤에서 2020년 2,111천 톤으로 증가했으며, 플라스틱 생산

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은 2,871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HA의 생산이 10배 가까이 증가하며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European Bioplastics, 2021).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액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으로(관계

부처 합동, 2020c), 국내 플라스틱 생산이 전 세계 플라스틱생산의 4%를 차지하는 데 비

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화

이트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

1) 바이오매스는 작물, 나무, 조류 등 재생 가능한 유기물질을 총칭한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6).

2) 바이오매스는 성장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분해과정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만큼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추가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3)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함량과 분해 여부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과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based plastics)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은 바

이오매스로의 완전한 원료대체를 전제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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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였으며(관계부처 합동, 2020c), 탈 플라스틱 대책으로 2050년까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환경부, 2020b). 국내 바이

오플라스틱 생산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바이

오플라스틱의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환경·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활용하

여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확대 시 예상되는 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온실가스 감

축과 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CGE 모형을 활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아시아국

가들을 대상으로 바이오산업 확대효과를 분석한 Lee(2016),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소비증가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Haddad and Escobar(2018) 등이 있다. 이들 연

구는 CGE 모형 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바이오산업의 일부로 분석하거나(Lee, 2016), 한국을 분석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아(Haddad and Escobar, 2018), 바이오플라스틱산업 확대가 국내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국내의 경우 저탄소 친환경 산업으로서 바이오

플라스틱산업이 지니는 잠재력과 중요성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있으나(심우석·남장근, 

2013; 남장근 외, 2014; 유거송 외, 2017), 정량적 연구를 통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확

대가 가져올 구체적 파급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는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확대가 국내총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 탈동조화(decoupling)4)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분석 모형과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

는 시나리오별 추정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4) 탈동조화는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환경오염은 감소하는 상황을 전제한다(OECD, 2002). 따

라서 두 시점 간 분석만 가능한 정태모형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중장기적 전망이 가능한 축차 동태모형을 채택함으로써 GDP 증가와 온실가스, 플라스틱폐기물 발생 사이의 

탈동조화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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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화의 생산 및 배분 구조

II. 분석방법

1. 분석모형

이 연구에서 활용한 CGE 모형은5) 일국 축차동태모형(recursive dynamic model)으

로6)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한다. 축차 

동태모형은 분석기간 내 시점별 정태균형 결과를 자본축적식을 통해 연결하여 매기의 

균형값을 도출한다. 즉 초기에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주어지면 자본축적과 인

구성장에 의해 매기의 균형값이 결정되며 기간 간 정태균형 값은 전기의 균형값을 근거

로 축차적으로 정해진다(강상인·김재준, 2007). 

모형 내에서 재화는 국내재, 수출재, 수입재, 복합재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총산출은 

복합재로 구성된 중간재와 노동과 자본의 CES함수로 구성된 부가가치로 이루어지며, 

5) 모형 구조는 부록 1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6) 이 연구의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은 Hosoe et al.(2010)과 Hosoe et al.(2015)에서 제시한 모형을 토대

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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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들 간 일정한 결합비율을 가정하는 레온티에프(Leontief)함수에 의해 생산된다. 

생산된 산출물은 불변변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함수를 통해 국

내재와 수출재로 전환되고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는 수입재와 국내재로 

이루어진 복합재 형태를 가정한다. 이때 복합재는 국내재와 수입재 간 불완전 대체관계

를 가정하는 아밍턴 함수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간 대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은 CES 함수

로 결합되어 중간재로 투입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간 대체

탄력성 값으로는 Nowicky et al.(2010)에서 사용한 값인 3을 활용하였다. 

2. 분석자료

1) 산업 재분류

이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 자료이다. 산업연

관표는 생산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 간 거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문 간 연관관

계를 고려한 파급효과 분석의 기초자료가 된다. 부문 재분류 등을 통한 산업연관표의 가

공 결과와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CGE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사회계정행렬

(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작성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기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회계정행렬을 구성하였다. 

현 산업연관표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플라스틱산업과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이 별도

로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부문이 추가된 사회계정행렬 구성을 위해서

는 기존 산업분류에서 플라스틱산업을 재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분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플라스틱 물질 생산을 담당하

는 산업은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 기준 기초 유기화학물질과 합성수지에 해당한다. 산업

연관표상 이들 두 산업은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생

산의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두 산업을 통합하여 화

학제품에서 플라스틱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후방산업으로써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원유와 납사의 공급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두 산업을 광산품과 석탄 및 석유제

품에서 석유공급업으로 재분류하였다. 앞서 재분류한 플라스틱산업을 기준으로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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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분리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고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가치사슬 특성을 감안하였다. 먼저 바

이오플라스틱산업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산업 총 산출액에서의 분리비중

을 산출하였다.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서는 해마다 바이오산업의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2015년 기준 매출액 정보를 이용하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플라스틱산업 총 산출액의 0.13%이다(산

업통상자원부, 2017). 이를 토대로 2015년 플라스틱산업 총산출액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총산출액을 배분하였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은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산업

과 유사한 가치사슬을 갖는다(심우석·남장근, 2013). 이를 감안하여 플라스틱산업의 납

사 및 원유투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이오플라스틱산업에서는 바이오매스 투입으로 대

체되고,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납사 및 원유 투입은 ‘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제

외한 나머지 투입구조는 플라스틱 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액 비중에 따라 

비례배분하였다. 또한 후방산업으로 바이오매스공급업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에 바이

오매스를 공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바이오플라스틱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농림수산

업에서 별도 분류하였다.7) 

<표 1>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분리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석유공급업 석유공급업
1)
－(석유공급업× 0.13%) 0

바이오매스공급업 0 석유공급업× 0.13%

기타산업 기타산업
2)
－(기타산업× 0.13%) 기타산업× 0.13%

주: 1) 플라스틱산업 생산을 위한 석유공급업 중간투입액.

2) 플라스틱산업 생산을 위한 기타산업 중간투입액.

7)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에 투입되는 바이오매스 가운데 국내산 바이오매스 중간투입 비중은 2015년 기준 국내 에

너지 자급률(5.2%)을 기준으로 하였다(에너지 경제연구원, 2015). 이를 통해 얻어진 국내산 바이오매스 중간투

입액을 이용하여 농림수산업으로부터 바이오매스공급업 재분류 시 분리비중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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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부문 재분류

산업연관표 산업분류 재분류

01 농림수산품
농림수산업

바이오매스공급업

02 광산품(원유 제외) 광업

03 음식료품

제조업

04 섬유 및 가죽제품

05 목재 및 종이, 인쇄

06 인쇄 및 복제

07 석탄 및 석유제품(납사 제외)

08 화학제품(기초유기화학물질 및 합성수지 제외)

09 비금속광물제품

10 1차 금속제품

11 금속가공제품

1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3 전기장비

14 기계 및 장비

15 운송장비

16 기타 제조업 제품

17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8 전력, 가스 및 증기

서비스업

19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20 건설 

21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2 운송서비스

2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4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6 부동산서비스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8 사업지원서비스

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0 교육서비스

3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33 기타 서비스 

34 기타

35 원유 및 납사 석유공급업

36 기초유기화학물질 및 합성수지
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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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파라미터 및 배출원단위 

CGE 모형을 구성하는 연립방정식들에서 일부 모수들은 사회계정행렬 값들을 이용

해 결정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모수들이 모형 외부에서 주어져야 한다. 국내재와 수입재

의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는 아밍턴 탄력성, 국내재와 수출재의 대체탄력성인 불변변환

탄력성, 생산요소 간 대체 정도를 나타내는 생산 대체탄력성이 이에 해당한다. 아밍턴 

탄력성과 변환탄력성에 대한 해외 모수 자료가 있으나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

내 추정치를 활용하였다. 아밍턴탄력성과 변환탄력성은 Shin(1995)의 탄력성 값을 적

용하였으며, 산업별 생산 대체탄력성은 김성태 외(2011)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이 연구와의 산업분류가 다르므로 새로이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8개 산업별 탄력성 모수를 도출하기 위해 해당 연구의 산업별 모수에 2015년 기

준 각 산업별 산출액 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새로이 탄력성을 구하였다(<표 3> 참조). 

<표 3> 주요 파라미터

구분 산업 아밍턴 탄력성
자본-노동간 

대체탄력성

내수재-수출재

변환탄력성

1 농림수산업 1.139 0.554 3.900 

2 광업 2.191 0.416 2.900 

3 제조업 2.436 0.397 2.900 

4 서비스업 2.000 0.506 0.820 

5 석유공급업 2.359 0.324 2.900 

6 바이오매스공급업 1.139 0.554 3.900 

7 플라스틱 2.612 0.413 2.900 

8 바이오플라스틱 2.612 0.413 2.900 

자료: Shin(1995); 김성태 외(2011) 재가공.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구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의 산업별 배

출원단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산업분류에 따른 부문별 배출원단위를 구하기 

위해 산업별 산출액 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배출원단위를 재산정하였다. 석유화학산업

의 경우 이 연구에서 정의한 플라스틱산업의 분류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배출원단위

를 재산정하였다. 재산정 시 한국에너지공단(2016)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바이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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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산업의 배출원단위 추정 시 납사로 인한 배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나머지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플라스틱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외에 

바이오매스공급업은 농림수산업의 배출원단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종적으

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형 내에서 구해진 부문별 산출액에 <표 4>의 배출원단위를 곱

하여 산정하였다.

<표 4> 부문별 배출원단위

구분 배출원단위(톤CO2/백만 원)

농림수산업 0.184

광업 0.242

제조업 0.173

서비스업 0.083

석유공급업 0.151

바이오매스공급업 0.184

플라스틱 0.475

바이오플라스틱 0.128

가정부문 0.135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한국에너지공단(2016) 재가공.

III. 분석결과

1. 시나리오 구성

이 연구에서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생산 확대로 인한 이산화탄

소배출 및 폐기물 발생, 국내총생산 변화 등을 추정하여 환경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산업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반면 바이오

플라스틱산업 및 바이오매스공급업의 육성을 전제하는 시나리오를 <표 5>와 같이 설정

하고 BAU 시나리오와 비교 분석하였다.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는 분석기간 동안 플라

스틱산업의 간접세가 전년 대비 20%, 30%씩 인상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8) 바이오플

8) 현재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kg당 150원으로 EU의 플라스틱세(kg당 약1,100원)의 약 1/7 수준으로, 환

경부(2020)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요율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매해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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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산업 및 바이오매스공급업9) 육성시나리오는 플라스틱산업 규제정책 시행과 동

시에 이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른 

생산량 증대는 해당산업의 효율성 개선이 전년 대비 10%, 20%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

여 분석하였다.10)

<표 5> 시나리오 구성

구분 내용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1 tax_20 매년 플라스틱산업 간접세율 20% 인상

2 tax_30 매년 플라스틱산업 간접세율 30% 인상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3 tax20_eff10
1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플라스틱 효율성 

개선 10% 발생

4 tax20_eff20
1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플라스틱 효율성 

개선 20% 발생

5 tax30_eff20
2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플라스틱 효율성 

개선 20% 발생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

6 tax20_eff20_biomass20
4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매스 효율성 개선 

20% 발생

7 tax30_eff20_biomass20
5번 시나리오+매년 바이오매스 효율성 개선 

20% 발생

2.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1)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표 6>과 <표 7>은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배출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간접세 20% 인상 시 플라스틱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30년 5.39% 감소하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0.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 30% 인상 시에는 플라스

틱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30년 12.3% 감소하고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1.18% 

비 20%, 30%의 비율로 세율 증가 시 분석기간 동안 세율 증가폭은 6배에서 13배 수준이다. 

9) 바이오매스공급업의 효율개선은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의 발달로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의 생산이 증가하는 경

우이다. 특히 해양바이오매스의 경우 육상 바이오매스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삼면이 바다인 국내 지리여건을 감안할 때 바이오매스공급업이 갖는 잠재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신엽 외, 2011). 

10) 모형 내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과 바이오매스공급업의 효율성 향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요소로 하는 CES 

생산함수의 스케일 파라미터 값의 외생적인 증가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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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라스틱산업의 후방산업인 석유공급업의 경우 간접

세 20%, 30% 인상 시 이산화탄소배출이 각각 1.13%, 2.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1) 이들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배출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플라스틱산업의 생

산감소에 따른 요소가격 하락이 타 산업의 생산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1 배출변화 (BAU 대비 %)

tax_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수산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광업 0.00 0.00 0.01 0.01 0.03 0.04 0.07 0.10 0.15 0.23

제조업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0.13 0.19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0.02 0.02

석유공급업 0.00 -0.01 -0.02 -0.05 -0.09 -0.17 -0.29 -0.47 -0.74 -1.13

바이오매스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4

플라스틱 -0.05 -0.14 -0.30 -0.53 -0.86 -1.32 -1.95 -2.80 -3.92 -5.39

바이오플라스틱 0.00 0.00 0.06 0.06 0.06 0.11 0.15 0.24 0.31 0.50

가정부문 0.00 -0.01 -0.02 -0.03 -0.04 -0.05 -0.07 -0.09 -0.12 -0.16

총합계 0.00 -0.01 -0.02 -0.04 -0.07 -0.11 -0.16 -0.25 -0.36 -0.52

<표 7>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2 배출변화 (BAU 대비 %)

tax_3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수산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4 0.06 0.10 0.17

광업 0.00 0.01 0.01 0.02 0.04 0.08 0.13 0.20 0.33 0.51

제조업 0.00 0.00 0.01 0.02 0.03 0.06 0.10 0.17 0.27 0.43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2 0.03 0.04 0.04

석유공급업 0.00 -0.01 -0.04 -0.08 -0.16 -0.30 -0.54 -0.92 -1.54 -2.52

바이오매스공급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4

플라스틱 -0.07 -0.22 -0.49 -0.90 -1.51 -2.43 -3.77 -5.69 -8.43 -12.30

바이오플라스틱 0.00 0.00 0.06 0.06 0.12 0.16 0.26 0.43 0.67 1.09

가정부문 -0.01 -0.02 -0.03 -0.04 -0.06 -0.09 -0.13 -0.19 -0.26 -0.36

총합계 -0.01 -0.02 -0.04 -0.07 -0.12 -0.20 -0.32 -0.50 -0.78 -1.18

11) 플라스틱산업 생산감소에 따라 석유공급업의 수입은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1과 2에서 2030년 각각 2.4%, 

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세율인상 수준에서 유사한 규모의 수입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적용

• 281 •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표 8>과 같다. 간접세를 각각 20%, 

30% 인상 시 2030년 국내 총생산은 0.012%, 0.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세부

과로 인한 플라스틱산업 비용 상승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정부지출을 제외하고 투자, 수출, 민간소비가 감소하였으며, 

효용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BAU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　

tax_20 0.00 -0.01 -0.02 -0.03 -0.04 -0.05 -0.07 -0.09 -0.12 -0.16

tax_30 -0.01 -0.02 -0.03 -0.04 -0.06 -0.09 -0.13 -0.19 -0.26 -0.36

투자
tax_20 0.000 0.000 0.000 -0.001 -0.001 -0.003 -0.005 -0.008 -0.012 -0.019

tax_30 0.000 0.000 0.000 -0.001 -0.002 -0.005 -0.009 -0.017 -0.030 -0.052

정부

지출

tax_20 0.01 0.03 0.05 0.08 0.12 0.16 0.22 0.29 0.38 0.49

tax_30 0.02 0.05 0.09 0.14 0.21 0.30 0.43 0.60 0.82 1.10

수출　

tax_20 0.00 -0.01 -0.02 -0.03 -0.05 -0.08 -0.13 -0.20 -0.29 -0.42

tax_30 0.00 -0.01 -0.03 -0.05 -0.09 -0.16 -0.25 -0.40 -0.63 -0.97

수입
tax_20 0.00 -0.01 -0.02 -0.04 -0.06 -0.10 -0.15 -0.22 -0.33 -0.48

tax_30 0.00 -0.02 -0.03 -0.06 -0.11 -0.18 -0.29 -0.46 -0.71 -1.09

GDP
tax_2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2 -0.003 -0.005 -0.008 -0.012

tax_30 0.000 0.000 0.000 -0.001 -0.002 -0.003 -0.006 -0.011 -0.020 -0.034

효용

수준　

tax_20 0.00 -0.01 -0.02 -0.02 -0.04 -0.05 -0.07 -0.09 -0.12 -0.15

tax_30 -0.01 -0.02 -0.03 -0.04 -0.06 -0.09 -0.13 -0.19 -0.26 -0.35

2)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변화는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와 <표 10>을 보면 간접세 인상 20% 수준에서 연간 

효율성 개선수준이 각각 10%, 20%인 경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2030년 각각 0.51%, 

0.46%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을 보면 간접세 인상 30% 수준에서 효율

성 개선수준이 20%인 경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2030년 1.13%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생산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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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후방산업인 바이오매스공급업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두 산업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데, 이는 바

이오플라스틱산업의 배출 원단위가 작고 바이오매스공급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3 배출변화 (BAU 대비 %)

tax20_eff1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수산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7

광업 0.00 0.00 0.01 0.01 0.02 0.04 0.06 0.10 0.15 0.21

제조업 0.00 0.00 0.00 0.01 0.02 0.03 0.05 0.08 0.12 0.18

서비스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2 0.02 0.02

석유공급업 0.00 -0.01 -0.02 -0.05 -0.10 -0.17 -0.29 -0.47 -0.75 -1.14

바이오매스공급업 3.85 3.57 10.34 16.13 24.24 40.00 57.89 76.19 111.1 155.1

플라스틱 -0.05 -0.14 -0.30 -0.54 -0.87 -1.33 -1.96 -2.81 -3.94 -5.42

바이오플라스틱 10.88 23.92 39.53 58.51 81.81 111.2 149.6 200.1 268.9 365.7

가정부문 0.00 -0.01 -0.02 -0.02 -0.03 -0.05 -0.07 -0.09 -0.12 -0.15

총합계 0.00 -0.01 -0.02 -0.04 -0.07 -0.11 -0.16 -0.24 -0.35 -0.51

<표 10>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4 배출변화 (BAU 대비 %)

tax20_eff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수산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2 0.04 0.05

광업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0.11 0.15

제조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4 0.06 0.08 0.10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1 0.02 0.02 0.03 0.04

석유공급업 0.00 -0.01 -0.02 -0.05 -0.10 -0.18 -0.30 -0.49 -0.78 -1.20

바이오매스공급업 3.85 10.71 20.69 35.48 57.58 97.14 150.0 233.3 388.8 657.1

플라스틱 -0.05 -0.15 -0.31 -0.54 -0.87 -1.34 -1.98 -2.83 -3.98 -5.48

바이오플라스틱 21.89 50.57 89.21 142.40 218.19 331.61 510.24 809.29 1347.6 2400.5

가정부문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3

총합계 -0.003 -0.010 -0.022 -0.039 -0.064 -0.101 -0.155 -0.229 -0.331 -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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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5 배출변화 (BAU 대비 %)

tax30_eff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수산업 0.00 0.00 0.00 0.00 0.01 0.02 0.03 0.05 0.09 0.14

광업 0.00 0.00 0.01 0.02 0.04 0.07 0.11 0.18 0.28 0.43

제조업 0.00 0.00 0.01 0.02 0.03 0.05 0.09 0.14 0.22 0.34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4 0.05 0.07

석유공급업 0.00 -0.01 -0.04 -0.08 -0.16 -0.31 -0.55 -0.94 -1.58 -2.59

바이오매스공급업 3.85 10.71 20.69 35.48 57.58 97.14 152.63 235.71 391.11 663.27

플라스틱 -0.07 -0.23 -0.49 -0.91 -1.52 -2.44 -3.79 -5.73 -8.49 -12.39

바이오플라스틱 21.89 50.57 89.21 142.46 218.30 331.89 510.85 811.07 1352.8 2416.6

가정부문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3

총합계 -0.01 -0.017 -0.036 -0.068 -0.116 -0.192 -0.309 -0.485 -0.747 -1.133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표 12>에서 보듯이 

간접세 인상만을 전제하는 이전 시나리오에 비해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국내총생산 감

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세 20% 인상, 효율성 개선 20%의 시나리오

에서는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시나리오에서 2030년 국내총생산

은 0.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전체 플라스틱산업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생산비중은 3.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가 동

시에 확인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 탈동조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생산성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효율

성 개선은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자본축적이 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두 시나리오는 각각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 개선 수준과 높은 세율수준을 전

제하고 있는데 이들 시나리오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가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성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장기

적으로는 세율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인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전제될 때 플라스틱산업 규

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의 상쇄와 국내총생산의 성장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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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BAU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　

tax20_eff10 0.00 -0.01 -0.02 -0.02 -0.03 -0.05 -0.07 -0.09 -0.12 -0.15

tax20_eff20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3

tax30_eff20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3

투자

tax20_eff10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0.002 -0.004 -0.008 -0.013

tax20_eff20 0.001 0.001 0.002 0.002 0.003 0.003 0.004 0.005 0.010 0.020

tax30_eff20 0.001 0.001 0.002 0.002 0.002 0.001 -0.001 -0.004 -0.008 -0.013

정부

지출

tax20_eff10 0.01 0.03 0.05 0.08 0.12 0.16 0.22 0.29 0.38 0.49

tax20_eff20 0.01 0.03 0.05 0.08 0.12 0.16 0.22 0.29 0.38 0.49

tax30_eff20 0.02 0.05 0.09 0.14 0.21 0.30 0.43 0.60 0.82 1.10

수출

tax20_eff10 0.00 -0.01 -0.01 -0.03 -0.05 -0.07 -0.12 -0.18 -0.26 -0.38

tax20_eff20 0.00 0.00 -0.01 -0.02 -0.03 -0.05 -0.08 -0.12 -0.15 -0.16

tax30_eff20 0.00 -0.01 -0.02 -0.04 -0.07 -0.13 -0.20 -0.32 -0.49 -0.70

수입

tax20_eff10 0.00 -0.01 -0.02 -0.03 -0.05 -0.09 -0.13 -0.20 -0.30 -0.43

tax20_eff20 0.00 0.00 -0.01 -0.02 -0.04 -0.06 -0.09 -0.13 -0.17 -0.18

tax30_eff20 0.00 -0.01 -0.02 -0.05 -0.08 -0.14 -0.23 -0.36 -0.55 -0.79

GDP 

tax20_eff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3 -0.005 -0.008

tax20_eff20 0.000 0.001 0.001 0.001 0.002 0.002 0.003 0.004 0.007 0.015

tax30_eff20 0.000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2 -0.005 -0.006

효용

수준　

tax20_eff10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9 -0.11 -0.15

tax20_eff20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3

tax30_eff20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2

3)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과 더불어 바이오매스공급

업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효율개선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한다. <표 13>과 <표 14>에

서 보듯이 효율개선 20% 수준에서 간접세를 20%, 30% 인상 시 2030년 전체 이산화탄

소 배출은 각각 0.45%, 1.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

와 비교했을 때 배출변화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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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 6 배출변화 (BAU 대비 %)

tax20_eff20_biomass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수산업 0.00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4 0.05

광업 0.00 0.00 0.01 0.01 0.02 0.03 0.05 0.08 0.10 0.12

제조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4 0.05 0.07 0.07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1 0.02 0.02 0.03 0.05

석유공급업 0.00 -0.01 -0.02 -0.05 -0.10 -0.18 -0.30 -0.49 -0.78 -1.22

바이오매스공급업 23.08 53.57 100.00 161.29 248.48 400.0 636.84 1035.7 1844.4 3495.9

플라스틱 -0.05 -0.15 -0.31 -0.54 -0.87 -1.34 -1.98 -2.84 -3.98 -5.50

바이오플라스틱 22.11 51.37 91.32 147.28 228.83 354.39 559.47 919.1 1604.7 3043.4

가정부문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1

총합계 0.00 -0.01 -0.02 -0.04 -0.06 -0.10 -0.15 -0.23 -0.33 -0.45

<표 14>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 7 배출변화 (BAU 대비 %)

tax30_eff20_biomass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농림수산업 0.00 0.00 0.00 0.00 0.01 0.02 0.03 0.05 0.09 0.14

광업 0.00 0.00 0.01 0.02 0.04 0.07 0.11 0.18 0.27 0.41

제조업 0.00 0.00 0.01 0.02 0.03 0.05 0.09 0.14 0.21 0.31

서비스업 0.00 0.00 0.00 0.01 0.01 0.02 0.03 0.04 0.05 0.08

석유공급업 0.00 -0.01 -0.04 -0.08 -0.16 -0.31 -0.55 -0.95 -1.59 -2.62

바이오매스공급업 23.08 53.57 100.00 161.29 248.48 400.00 636.84 1038.1 1851.1 3518.4

플라스틱 -0.07 -0.23 -0.49 -0.91 -1.52 -2.44 -3.79 -5.73 -8.50 -12.42

바이오플라스틱 22.11 51.37 91.32 147.35 228.95 354.61 560.19 921.22 1611.1 3064.4

가정부문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1

총합계 -0.01 -0.02 -0.04 -0.07 -0.12 -0.19 -0.31 -0.48 -0.74 -1.12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에서 추가적인 국내총생산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를 보면 간접세 20% 인상 시 2030년 국내총생산은 0.0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시나리오들에서 모두 국내총생산 감소를 초래한 간접세 

30% 인상 시에도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시나리오에서 2030년 

국내총생산은 0.006% 증가하며, 이때 전체 플라스틱산업에서 차지하는 바이오플라스

틱산업의 비중은 4.7%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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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BAU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　

tax20_eff20_biomass20 0.00 -0.01 -0.02 -0.02 -0.03 -0.05 -0.06 -0.08 -0.10 -0.11

tax30_eff20_biomass20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8 -0.24 -0.31

투자
tax20_eff20_biomass20 0.001 0.001 0.002 0.002 0.003 0.004 0.005 0.009 0.017 0.037

tax30_eff20_biomass20 0.001 0.001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4

정부

지출

tax20_eff20_biomass20 0.01 0.03 0.05 0.08 0.12 0.16 0.22 0.29 0.38 0.49

tax30_eff20_biomass20 0.02 0.05 0.09 0.14 0.21 0.30 0.43 0.60 0.82 1.10

수출
tax20_eff20_biomass20 0.00 0.00 -0.01 -0.02 -0.03 -0.05 -0.08 -0.11 -0.13 -0.10

tax30_eff20_biomass20 0.00 -0.01 -0.02 -0.04 -0.07 -0.12 -0.20 -0.31 -0.46 -0.64

수입
tax20_eff20_biomass20 0.00 0.00 -0.01 -0.02 -0.04 -0.06 -0.09 -0.12 -0.14 -0.11

tax30_eff20_biomass20 0.00 -0.01 -0.02 -0.05 -0.08 -0.14 -0.23 -0.35 -0.53 -0.72

GDP 
tax20_eff20_biomass20 0.000 0.001 0.001 0.001 0.002 0.003 0.004 0.006 0.012 0.027

tax30_eff20_biomass20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6

효용

수준　

tax20_eff20_biomass20 0.00 -0.01 -0.02 -0.02 -0.03 -0.04 -0.06 -0.08 -0.10 -0.11

tax30_eff20_biomass20 -0.01 -0.01 -0.03 -0.04 -0.06 -0.09 -0.13 -0.17 -0.24 -0.31

4)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효과

이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산업 생산변화에 근거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추정하였다. 즉 플라스틱제품 소비에 따른 폐기물 발생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중간

재를 공급하는 플라스틱산업 생산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모형에서 추정된 플라스틱산업과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복합재 공급 증감값을 활용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플

라스틱 소비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플라스틱제품의 수입 비중12)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수입제품을 제

외하고 플라스틱산업 복합재 공급의 감소분만큼 국내산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 발생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에서 생산하는 바이오플

라스틱은 모두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증가는 폐기물 증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 변화는 

12)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2015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비중은 1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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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산업 복합재 공급에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복합재 공급을 더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간접세인상 30%,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및 바이오매스공급업 효율개선 20% 

시나리오에서 2030년 최대 5.19%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

다. 이 경우 전체 플라스틱 소비는 3.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플라스틱 소비 감소분 

가운데 일정부분을 바이오플라스틱이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간접세 

20% 인상만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21%의 가장 작은 폭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경우 바이오플라스틱의 공급이 미미하여 전체 플라스틱 

소비 역시 2.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7> 참조).

<표 16> 시나리오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감률 (BAU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tax20 -0.02 -0.05 -0.10 -0.19 -0.31 -0.48 -0.73 -1.08 -1.56 -2.21

tax30 -0.02 -0.08 -0.17 -0.31 -0.54 -0.89 -1.41 -2.19 -3.35 -5.04

tax20_eff10 -0.02 -0.05 -0.11 -0.20 -0.32 -0.50 -0.76 -1.11 -1.59 -2.25

tax20_eff20 -0.02 -0.06 -0.12 -0.21 -0.34 -0.52 -0.78 -1.14 -1.64 -2.33

tax30_eff20 -0.03 -0.09 -0.19 -0.34 -0.57 -0.93 -1.47 -2.26 -3.44 -5.17

tax20_eff20_biomass20 -0.02 -0.06 -0.12 -0.21 -0.34 -0.53 -0.79 -1.15 -1.65 -2.35

tax30_eff20_biomass20 -0.03 -0.09 -0.19 -0.34 -0.57 -0.93 -1.47 -2.27 -3.45 -5.19

<표 17> 시나리오별 플라스틱 소비 증감률 (BAU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tax20 -0.02 -0.05 -0.10 -0.19 -0.31 -0.48 -0.73 -1.08 -1.55 -2.21

tax30 -0.02 -0.08 -0.17 -0.31 -0.54 -0.88 -1.41 -2.19 -3.35 -5.03

tax20_eff10 -0.01 -0.04 -0.09 -0.16 -0.27 -0.43 -0.66 -0.98 -1.42 -2.02

tax20_eff20 -0.01 -0.03 -0.06 -0.12 -0.21 -0.33 -0.49 -0.68 -0.88 -0.96

tax30_eff20 -0.01 -0.05 -0.13 -0.25 -0.44 -0.73 -1.17 -1.79 -2.67 -3.78

tax20_eff20_biomass20 -0.01 -0.03 -0.06 -0.12 -0.20 -0.32 -0.46 -0.63 -0.75 -0.63

tax30_eff20_biomass20 -0.01 -0.05 -0.13 -0.25 -0.43 -0.72 -1.14 -1.74 -2.54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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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탄소집약적 산업인 플라스틱산업의 대안으로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이 지니

는 잠재력에 주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은 신산업

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원료 대체에 따른 환경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산업

이다. 이에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간접세부과와 효율성개선

을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물질 생산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정

책 추진 시 이산화탄소 배출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

악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에서 2030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대 1.18%, 

플라스틱산업 이산화탄소 배출은 12.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국내 총

생산은 0.0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에 따른 플라스틱산업의 

생산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가 발생하지만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에서도 플라스틱 규제시나

리오와 유사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율인상 

수준에 따라 국내총생산 감소는 둔화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플라스틱 육성시나리오에서 2030년 전체 이산화탄소배출이 최대 1.13%, 플라

스틱 산업은 12.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국내총생산 감소는 0.006%

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플라스틱산업 규제 수준이 보다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과 플라스틱산업 이산화탄소 배출이 각각 0.46%, 5.48%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생산확대에 따라 국내총생산은 0.015% 증가하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높은 규제수준에서

도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와 더불어 국내총생산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효과를 추정한 결과 바이오매스공급업 육성시나리오에서 

2030년 최대 5.19%의 폐기물 감소가 전망되었으며 바이오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소비는 3.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장 강한 수준의 플라스틱 규제시나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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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 유사한 5.04%의 폐기물 감소가 전망되었으나, 대체재인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이 적은 이유로 전체 플라스틱 소비 또한 5.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기존 플라스틱산업 축소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환경문제가 개선됨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발생하는 탈동조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뉴딜 등 환경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

이오플라스틱산업의 육성은 저탄소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은 산업부문에서 친환경 제조공정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관계부처 합동, 2020a), 탄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플

라스틱산업은 이러한 내용에 부합한다.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바

이오플라스틱 생산확대를 통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해나감으로써 플라스틱 폐기

물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시 화학산업에서의 원료대체를 감축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국내 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는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개선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의 감축수단으로 고효율기기 도입과 천연가스로의 연료 대체만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생산 비중을 줄이고 바이오매

스 기반 플라스틱 생산 비중을 확대하여 플라스틱산업의 화석연료 의존적인 구조를 개

편해나갈 경우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특성과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가치사슬을 반영하여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고 CGE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실

질적 투입구조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바이

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의 효과를 효율성 개선을 전제로 분석하였으나, 정부투자의 영향

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과 규모 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효과 추정 시 플라스틱제품의 생산과 소비 흐름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는 점에서 관련 데이터의 보완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한 추

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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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모형 수식구조

1) 생산부문 

산업부문 산출은 중간재와 부가가치 간 일정비율의 결합을 가정하는 레온티에프

(Leontief)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부가가치는 노동과 자본의 본원적 생산요

소를 투입요소로 하는 CES 함수에 의해 생산된다. 

   

    


 ∀

   ∀

      ∀

  min 

 

 

 



 

 :   산업 부가가치량

 :   산업 산출량

   :   산업 생산에 투입된 중간재   투입량

  : 투입계수

 : 부가가치계수

 : 스케일 파라미터

 : 분배 파라미터

 : 대체탄력성 (    )

모형 내에서 생산된 재화는 상대가격 조건에 따라 국내시장 혹은 해외시장에 공급된

다. 국내재는 국내시장에 판매되며, 수출재는 해외시장으로 수출된다. 이때 국내에서 생

산된 산출물은 국내재와 수출재 간 불완전 대체관계를 반영하는 불변변환탄력성함수에 

의해 국내와 해외로 공급된다. 국내산출과 국내재, 수출재 간 분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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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재 

 : 국내재 

 : 국내산출

 : 스케일 파라미터 

 ,  : 분배 파라미터

 : 변환탄력성 (   )

한편,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복합재는 국내재와 수입재로 이루어진다. 여기

서 국내재와 소비재 간 상품 차이를 반영하여 이들 간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한다. 즉 

불완전 대체관계를 반영하는 아밍턴(Armington)함수를 통해 수입재와 국내재 간 국내 

소비량이 정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

 












 



  



 ∀

 : 아밍턴 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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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재 

 :국내재


 : 관세율 

 : 스케일 파라미터

,  : 분배 파라미터 

 : 아밍턴탄력성 (    )

2) 제도부문

(1) 가계부문

가계는 생산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소득을 대가로 얻으며, 발생한 소득 가

운데 조세와 저축을 제외한 부분을 소비에 지출한다. 모형 내 목적함수인 가계효용함수

는 콥더글러스함수로 가정하였으며, 가계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에 의해 모형의 균형 

해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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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비 

 : 가계 요소부존량


 : 가계저축 


 : 직접세 

 
 : 아밍턴복합재 가격 


 : 요소가격 

 : 효용함수 내 비중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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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부문

정부는 가계로부터 직접세, 산업부문으로부터 간접세, 해외부문으로부터 관세를 거

두어 지출에 소비한다. 정부는 각 재화를 일정비율로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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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세 


 : 간접세 


 :관세 

 
 :정부지출

(3) 자본부문

투자는 저축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가계와 정부 그리고 해외 부문 저축

의 일정 부분이 투자재 수요로 바뀌는 것으로 가정한다. 

 







  

   ∀


 : 가계저축 


 : 정부저축 


 : 해외저축 

 : 환율

 
 : 투자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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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문별 투자수요 비중 

 
 : 아밍턴복합재 가격

(4) 해외부문

수출재의 국내가격은 수출재의 국제시장가격과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재의 국

내가격 또한 국제시장가격과 환율에 의해 결정된다. 본 모형에서는 소규모개방경제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입재화의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되며, 국내재

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수출재 국제시장가격 


 : 수출재 국내가격

 : 환율 


 : 수입재 국제시장가격 


 : 수입재 국내가격

해외부문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재를 구입하여 외환을 공급하고, 국내에 수입재를 

공급함으로써 외환의 수요처가 된다.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차이는 경상수지를 의미

하며 외환시장에서는 다음의 균형이 성립한다.





   

 





  : 수출재 

 : 수입재 


 :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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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축적 

시점별 투자는  기 말 혹은 기 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되며, 연간 총 자본축

적은 전기에서 축적된 자본스톡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양에 전기 신규투자가 합쳐

져 정해진다. 전기 자본스톡과 신규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식은 다음과 같다. 

          

 : t기 자본스톡

   : t-1기 자본스톡

 : t기 감가상각율 

    : t-1기 총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