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3 •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국제비교†

김동구*

요 약 :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면서 핵심소재산업으로서 국민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1990~2019년 기간에 걸쳐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양상을 국제비교하였다. 특히,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일

은 불분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탈동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철강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

화 분석결과의 원인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

으로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산업의 전

략적 M&A,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4가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철

강업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부가가치

를 더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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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arison of Decoupl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Steel Industry

Dong Koo Kim*

ABSTRACT : The iron and steel industry is a manufacturing industry with the largest greenhouse gases 

emissions and has a great ripple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as a core material industry. This study 

internationally compared the decoupling patterns of greenhouse gases emissions i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from 1990 to 2019, focusing on Korea, Japan, and Germany. In particular,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considered only fuel combustion emissions, this study considered all fuel combustion 

emissions, industrial process emissions, and indirect emissions from the use of electricity and hea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orea is interpreted as expansive coupling, Japan as decoupling, and Germany as 

unclear. Therefore, the decoupling path that the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should take should not be 

in Germany, but in the form of seeking a decoupling method similar to Japan or more effective than Japan. 

In addition, this study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ron and steel industry as much as possible and 

presented the causes of the decoupling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 and Germany. In particular, four factors were suggested as 

factors which has promoted decoupling in Japan: high value-added of Japanese iron and steel products, 

development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in the Japanese iron and steel industry, strategic M&A of 

the Japanese iron and steel industry, and maintaining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closed distribution 

structure of Japanese iron and steel products. The Korean iron and steel industry should also use the case 

of Japan as a benchmark to further increase added value through quality uprade and product 

diversification of iron and steel products,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efforts to fundamentall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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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1년부터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파리협정 하의 각 당사국은 

국가결정기여(NDC) 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NDC 이행상황을 지

속적으로 UN에 보고해야 한다(손인성·김동구, 2020). 또한, 파리협정 이행규칙 채택으

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평가 및 그 결과의 환류 시스템도 구축되었다(손인성·김동구, 

2020). 2023년부터 5년마다 지구적 이행점검(GST)으로 당사국들의 NDC 이행과 감축

활동을 종합 평가하게 된 것이다. GST에 따른 평가 결과는 향후 당사국에 대한 감축이행 

압박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이 선

언되었고 법제화까지 되었다.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탄소중립이 선언되었으며 그 

후속조치로 2021년 1월부터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기술작업반이 결성

되어 운영되었다. 그 결과, 2021년 10월에는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2개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환경부, 2021a). 또한, “기

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제정되

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여기에 더해 2030년 NDC를 종래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24.4% 감축하는 것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환경부, 2021a).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만 고려해도, 산업부문은 국가 총배출량의 33.9%를 차지

하는 핵심 부문이다(환경부, 2021b). 따라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등 주요 산

업의 비용효과적인 감축방안 및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게다가, 제조업 부문은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전력소비량의 49.1%를 차지해(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에도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특히, 연간 약 1억 톤 내외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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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중추적

인 역할이 불가피하다. 2021년에 강화된 한국의 NDC 상에는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

강산업 공정의 전환 (중략)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환경부, 2021a).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되면서 산업부

문도 감축목표가 강화되었으며, 그 핵심에는 철강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경제활동은 생산량 및 부가가치를 증대하

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했다(동조화 현상). 그러나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달성이 선결과제이다. 생산활동의 인위적·강제적 축소 없이, 온

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과 배출량 간 양(+)의 관계가 약화 또는 음(-)

의 관계로 역전되는 탈동조화가 필수인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활동을 인위

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일자리 확대,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하책(下策)

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고려 시, 제조업의 탈동조화는 지

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으면서,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의 온

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현황 및 요인을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동조화와 탈동조화의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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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동조화 분석 방법론을 토대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의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현황 및 원인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철강산업의 

탈동조화 현황을 직접배출(연료연소배출과 공정배출)은 물론이고 간접배출(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배출)까지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한 탈동조화 분석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업종 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

다. 우선, 제2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분석방법론 및 이용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일

본 철강업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끝맺음하였다.

Ⅱ. 선행연구

환경인자와 경제지표 간의 탈동조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환경인

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활용해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OECD(2002)는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환경압력(Environ-

mental Pressure) 간의 탈동조화 지수(Decoupling indicators)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 탈동조화 형태로 탈동조화 지수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진행한 다음, 

다양한 환경재 및 자원이용(기후변화, 공기오염, 수질, 폐기물, 천연자원 이용)에 대한 

탈동조화 지수를 개발해 제시하였다. OECD(2002)에 따른 탈동조화 비율은 환경압력과 

경제적 요인 간의 상대적 비율을 초기(start of period)와 말기(end of period) 간에 비교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탈동조화는 GDP당 총배출량과 1인당 총배출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OECD(2002)의 연구는 분석기간의 초기와 말기를 

직접 비교함에 따라, 끝점효과(endpoint effect)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만약, 분석기간 내내 전반적으로 동조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기 

연도에 특정 사건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시적으로 급감한 경우, OECD(2002)에 

따른 탈동조화 계수는 전반적인 동조화 심화 추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Wang(2011)은 탈동조화 지수를 사용해 1981~2009년 기간 중국의 총·에너지원별 에

너지소비와 GDP 간 탈동조화를 분석하였다. Wang(2011)의 분석결과, 중국의 탈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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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Wang(2011)은 전체 GDP뿐만 아니라, 

1~3차 산업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중국의 3차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탈

동조화 지수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Wang(2011)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탈동조화지수의 변화를 경제지수 및 에너지지수의 증감과 비교하여, 6가지로 세분화하

였다는 점이다. Wang(2011)의 방법론에 따르면 단순히 탈동조화 여부만을 분석하는 것

을 넘어서서 절대적 탈동조화, 상대적 탈동조화 등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분

화된 구분을 통해 탈동조화 상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Cohen et al.(2018)은 온실가스 다배출 20개국의 GDP와 온실가스 배출 간의 탈동조화

를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해, 탄력성을 구하는 방식으로 분

석하였다. Cohen et al.(2018)에 따르면, 1990~2014년 기간 한국의 탈동조화 탄력성 추정

치는 1보다 큰 1.3 내외로 나타나 여전히 탈동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다. 또한, 다배출 20개국 중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탈동조화 정도가 늦은 것으로 

확인된다(Cohen et al., 2018). 나아가 Cohen et al.(2018)은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지지하는 정책 체제(policy framework)를 가진 국가들이 배출량 추세와 GDP 추

세 간의 탈동조화가 보다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Cohen et al.(2018)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분석기간 전체에 대한 탈동조화 지수를 회귀분석으로 구해진 

탄력성이라는 단일 수치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OECD(2002)의 한계점으로 제시된 

끝점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으며, Wang(2011)에서 사용된 매년 도출된 탈동

조화 지수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론에서 비롯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Cohen et al.(2018)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추정된 탄력성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분석된 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탈동조화를 분석하려는 연구가 늘

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을 이용

한 단순한 분석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들이 시도되고 있다.

김대수·이상엽(2019)은 단기 비동조화(Decoupling) 지수와 장단기 비동조화 추정 모형

을 이용해 한국의 탈동조화를 분석하였다. 단기 비동조화 분석에는 UNEP(2011)의 탈동조

화 지수(Decoupling Index)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Wang(20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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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론과 유사하다. 김대수·이상엽(2019)은 장단기 비동조화 추정 모형으로 자기회귀

시차모형(Autoregressive Regression Distributed Lag: ARDL)을 이용해 오차수정모형의 

두 단계(Two-stage) 추정방식을 활용하였다. 김대수·이상엽(2019)의 분석결과, 장기적

으로는 탈동조화로 평가하기에 어려우나,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탈동조화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임형우·조하현(2019)은 63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4년 기간 각 국가별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OECD(2002)의 탈동조화 계수를 

이용해 1인당 GDP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년 이동평균(Moving Average)에 대해 탈

동조화 지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OECD 국가 및 고소득국가의 탈동조화지수가 높으

며,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탈동조화가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태패널

모형을 통해 탈동조화의 원인을 제조업 성장률, 수출비중, 인적자본, 신재생에너지 비

율, 소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형우·조하현(2020)은 OECD 25개국에 대해 1990~2017년 기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 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탈동조화 지수는 Tapio(2005)에서 제시

한 방법론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Wang(2011)의 분석방법론과 유사하다. 

임형우·조하현(2020)의 분석결과, 상당수 국가들의 교통부문이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

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패널분석을 통해 교통부문 탈동조화의 원인을 전기화, 가스

화, 운송량, 도시화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탈동

조화를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하려는 연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경제전반 내지는 교통부문 정도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고, 본 연구에서처럼 철강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국제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인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양상을 국제비교

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특히,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 등 모

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철강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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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Ⅲ. 분석방법론 및 이용자료

1. 분석방법론

본 연구는 탈동조화 분석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우선, Wang 

(2011)의 탈동조화 지수를 온실가스 배출량에 적용해 각 연도의 탈동조화 지수를 도출

하였다. Wang(2011)에서 제시한 탈동조화 지수는 다음과 같다.

탈동조화 지수:  






여기에서 

는 t연도의 탈동조화 지수, 


는 t연도의 배출량 연쇄지수


  


 , 


는 t연도의 부가가치 연쇄지수

  


 

철강업종의 전년대비 부가가치 비율(GI)과 전년대비 배출량 비율(EI), 이 두 비율 간

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탈동조화 지수(DI)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그림 2, 3> 참조).

<그림 2> 탈동조화의 3가지 유형

절대적 탈동조화

GI>1, EI<1, DI<1

(이상적인 상태)

상대적 탈동조화

GI>1, EI>1, DI<1

(이상적인 상태)

침체적 탈동조화

GI<1, EI<1, DI<1

(허용 가능한 상태)

자료: Wang(2011) p.2364에 기반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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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조화의 3가지 유형

확장적 동조화

GI>1, EI>1, DI>1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절대적 동조화

GI<1, EI>1, DI>1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상대적 동조화

GI<1, EI<1, DI>1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자료: Wang(2011) p.2364에 기반해 저자 작성.

다음으로, Cohen et al.(2018)의 탄력성을 이용한 탈동조화 관계 분석도 진행하였다. 

즉, 철강업종의 부가가치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로그 변환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귀

분석식을 이용해 두 로그변수 간의 탄력성을 도출하여 탈동조화 관계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식: 

 


 



여기에서 t는 연도, 

는 로그 변환된 온실가스 배출량, 


는 로그 변환된 GDP

탄력성인 를 통해 부가가치와 배출량 간의 탈동조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탄력

성 의 값이 1보다 작을수록 탈동조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가 가능하다(<표 

1> 참조).

<표 1> 탄력성 결과와 탈동조화 여부

탄력성 결과         

탄력성의 의미
부가가치 증가보다

배출량 증가가 적음

부가가치 증가와

배출량 증가가 동일

부가가치 증가보다

배출량 증가가 많음

탈동조화 여부 탈동조화 동조화 동조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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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료

앞서 언급된 두 가지 방법론을 적용한 탈동조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지표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선, 경제지표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제시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Value-Added: 

VA)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은행의 부가가치 자료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

한 2008 국민계정체계(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SNA)를 따르고 있어서, 

국제비교에 용이하다(한국은행, 2020; UN et al., 2009).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한 깊이 

있는 탈동조화 분석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도 탈동조화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국제비교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지

표로 연쇄물량지수에 지수기준년(현재 2015년)의 부가가치 금액을 곱해 산출된 실질 부

가가치(한국은행, 2022)를 이용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해 포함된 일본과 독일의 경제활동

별 부가가치는 각각 일본 내각부(2022)와 독일 연방통계청(2022)에서 확보하였다. 추가

로, 일본과 독일은 국민계정에서 철강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1차금속업에 대한 부

가가치만을 제공함에 따라, 철강업 세분화를 위해 OECD(2022)에서 제공되는 STAN 

DB(Structural Analysis Database)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UN에 제출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 

확보한 직접배출량(연료연소배출량, 산업공정배출량)은 물론이고,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까지 고려한 배출량을 사용하였다. 현재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6종의 온실가스(CO2, CH4, N2O, PFCs, HFCs, SF6)를 

대상으로 배출량을 매년 산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총배출량을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의 4대 부분으로 구분해 산정하며, 추가로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부문의 흡수량까지 고려하여 국가 순배출량을 산출하고 있다. 2022년 2월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도 배출량까지 공표되어 있다(환경부, 

2021b). 따라서 이를 활용해 1990~2019년 기간의 배출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

과 독일의 온실가스 통계도 UNFCCC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한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UN에 제출된 것(UNFCCC, 2022)을 사용하였다.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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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해 분석하였다. 연료연

소 배출량의 경우, 인벤토리 통계에서 제시된 업종 분류를 따랐으며, 공정 배출량은 철강

생산에 따른 공정배출량을 철강업에 배정해주었다. 간접 배출량은 업종별 전력 및 열 사

용량을 고려해 배분해주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행 에너지밸런스에는 산업부문 열 사

용량이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따라서 한국은 열 사용량

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었으며, 결국 전력 사용량만 고려해 간접배출량

을 배분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일본 자원에너지청(2022)과 Eurostat(2022)이 

각각 제공하는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활용해 철강업종의 전력 및 열 사용량을 고려하여 

간접배출량을 배분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기간, 관측치 수, 간단한 기술통계량 등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이용자료의 주요 특성

국가 자료 기간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한국
부가가치(1조 원) 1990~2019 30 21.9 4.520 12.7 27.9

배출량(백만 톤) 1990~2019 30 76.5 26.945 34.4 123.7

일본
부가가치(1조 엔) 1994~2019 26 6.8 0.803 5.3 8.1

배출량(백만 톤) 1990~2019 30 188.1 10.133 171.4 209.5

독일
부가가치(10억 유로) 1991~2019 29 14.1 1.096 11.6 16.6

배출량(백만 톤) 1990~2019 30 62.7 4.449 47.9 72.7

자료: 한국은행(2022), 일본 내각부(2022), 독일 연방통계청(2022), OECD(2022), 환경부(2021b), 

UNFCCC(2022),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일본 자원에너지청(2022), Eurostat(2022)에 기반

해 저자 작성.

Ⅳ. 분석결과

1. 한국 철강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합한 2019년 한국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1,037만 톤

CO2eq로 1990년 대비 22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분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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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대체로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특히 2011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다만, 2014년에 최대 배출량을 기록한 이후에는 정체 내지는 완

만한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철강업의 부가가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

지하고는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속도가 대폭 둔화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철강업의 부가가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배출원단위(배출량

/부가가치)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배출원단

위도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2015~2016년 기간에는 다시 하락한 다음 수년

간 정체하는 양상이다.

<그림 4> 한국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부가가치·온실가스 지수 및 배출원단위 추이

자료: 한국은행(2022), 에너지경제연구원(2021), 환경부(2021b)에 기반해 저자 작성.

한국 철강업에 대한 탈동조화 지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그림 5> 참조). 우선, 부

가가치 지수는 다소 등락이 심하나 대체로 1보다 큰 경우가 많다(GI>1). 배출량 지수도 

거의 대부분 1보다 크게 분석되었다(EI>1). 그러나 부가가치 지수보다 배출량 지수의 크

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탈동조화 지수는 대체로 1보다 큰 형국으로(DI>1) 확장

적 동조화에 해당한다. 한편, 탈동조화 점검을 위한 탄력성 추정치는 1.447로 분석되었

으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한국 철강업에서 부가

가치가 1% 증가할 때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1.447%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력

성 추정치도 한국 철강업이 여전히 동조화 상태임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한국의 철강

업은 확장적 동조화로 분석되며, 탈동조화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국제비교

• 125 •

<그림 5> 한국 철강업의 탈동조화 지수 및 탄력성

GI EI

DI

자료: 저자 작성.

2. 일본 철강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합한 2019년 일본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7,247만 톤

CO2eq로 1990년 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대 초

반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최대 배출량을 기록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반면, 일본 철강업의 부가가치는 일시적으로 

급등락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2014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다

소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철강업의 배출원단위(배출량/부가가치)는 2000년대 

초반까지 악화되다가 이후 대체로 개선되는 양상이다.

일본 철강업에 대한 탈동조화 지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그림 7>참조). 우선, 부

가가치 지수는 1을 중심으로 등락이 있으나, 1보다 큰 경우가 많다(GI>1). 배출량 지수

는 1을 중심으로 등락이 있으나 그 변화 폭이 크지 않으며 거의 1에 가깝다(EI≒1). 그러



김동구

• 126 •

나 최근 6년간은 배출량 지수가 1보다 소폭 작다(EI<1). 즉, 부가가치 지수보다 배출량 

지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탈동조화 지수는 대체로 1보다 작은 형국으로

(DI<1) 상대적 탈동조화 또는 최근에는 절대적 탈동조화에 해당한다. 물론 2018~2019

<그림 7> 일본 철강업의 탈동조화 지수 및 탄력성

GI EI

DI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 일본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부가가치·온실가스 지수 및 배출원단위 추이

자료: UNFCCC(2022), 일본 자원에너지청(2022)에 기반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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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에는 탈동조화 지수가 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나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에는 지속 기간이 아직 짧다. 한편, 탈동조화 점검을 위한 탄력성 추정치는 0.233으로 분

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일본 철강업에

서 부가가치가 1% 증가할 때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0.233%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탄력성 추정치도 일본 철강업이 탈동조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3. 독일 철강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직간접 배출량을 모두 합한 2019년 독일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135만 톤

CO2eq로 1990년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 초

반 감소한 후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정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참조). 반면, 독일 철강업의 부가가치는 1990년대 초반 하락한 후 한동안 정체

하다가, 2009년 크게 하락한 이후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9년에

는 1991년 대비 0.79배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1990년대~2000년대 중반까지 부가

가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상승세

로 반전하였다. 이로 인해 배출원단위(배출량/부가가치)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악화되었다.

독일 철강업에 대한 탈동조화 지수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그림 9> 참조). 우선, 부

가가치 지수는 1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나, 1보다 작은 경우의 낙폭이 크다(GI<1). 

<그림 8> 독일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부가가치·온실가스 지수 및 배출원단위 추이

자료: UNFCCC(2022), Eurostat(2022)에 기반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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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지수도 유사한 양상이며, 1보다 작은 경우가 다수이다(EI<1). 따라서 탈동조화 

지수도 대체로 1을 중심으로 상하 등락을 반복하는 형국으로(DI≒1) 상대적 동조화 또

는 침체적 탈동조화에 해당한다. 한편, 탈동조화 점검을 위한 탄력성 추정치는 0.387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독일 철강업에

서 부가가치가 1% 증가할 때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0.387%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독일 

철강업의 탄력성 추정치가 0.387로 수치상으로는 탈동조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철강업은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침체적 탈동조화에 가까

운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

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탈동조화 지수가 1보다 큰 경우도 여전히 많이 관측되고 있

어서, 상대적 동조화 형태로도 볼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독일 철강업의 탈동조화 양

상은 아직 그 특성을 규정하기에 이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

서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림 9> 독일 철강업의 탈동조화 지수 및 탄력성

GI EI

DI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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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 철강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정리

주요국 철강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은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

일은 불분명에 해당된다(<표 3> 참조). 우선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상태로 평가할 수 있

다. 한국 철강업의 부가가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속도가 대폭 둔화된 반면, 배출

량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특히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

출된 것이다. 반면, 일본은 뚜렷한 상대적 탈동조화, 나아가 최근에는 절대적 탈동조화

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철강업의 부가가치는 201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

인 반면, 배출량은 201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독일은 수치상으로는 탈동조화로 분류도 가능하겠으나, 바람직한 탈

동조화로 해석하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

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일본 철강업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 철강업에의 시사점을 점검해보았다.

<표 3> 주요국 철강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국가 탈동조화 지수 탄력성 탈동조화 상태

한국 GI>1, EI>1, DI>1 1.447*** 확장적 동조화

일본 GI>1, EI≒1, DI<1 0.233*** 상대적 (또는 절대적) 탈동조화

독일 GI<1, EI<1, DI≒1 0.387** 불분명(상대적 동조화 또는 침체적 탈동조화)

주: 통계적 유의성은 *** 1%, ** 5%, * 10%, 자료: 저자 작성.

Ⅴ. 일본 철강업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 및 시사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강 관련 산업인 설비투자, 건설, 

자동차 산업 등의 수요가 부진하여 1990년대까지 세계 최대의 조강생산량을 자랑하던 

일본의 철강산업 역시 침체되었다(박상우, 2015; 포스코경영연구소, 2005). 이후 2002

년 미국과 중국의 철강산업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본의 철강수출을 어렵게 하여 일본 철

강산업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다(박상우, 2015). 이와 같은 내수침체와 글로벌 수출환



김동구

• 130 •

경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철강업계는 철강재의 고부가가

치화, 고로업계 및 상사 철강사업의 전략적 M&A, 에너지효율개선 기술보급의 확대 등

을 추진하였다(박상우, 2015; 이진우, 2015; Nippon Steel, 2019). 이러한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와 철강산업의 구조개편은 일본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

으며, 에너지효율개선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생산공정은 일본 철강산업의 탈동조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1.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의 내수침체로 철강재 수요 성장은 정체되었으나, 자동차 등 주요 수요산업에서

는 보다 고품질의 철강재를 요구하였다(허진석, 2004). 이에 따라 일본 철강업체들은 수

요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을 통해 철

강산업의 부진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박상우, 2015). 수요산업의 고도화된 품질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일본 철강업계는 신(新)강재인 고부가가치강을 대폭 개발하였다(송성수, 

1999). 같은 시기 고부가가치강을 개발하기 시작한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은 자동차, 전

기·전자, 기계, 용기, 건설 등 전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송성수, 1999). 이처럼 수

요 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일본 철강업계는 특수강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중심으로 철강재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박상우, 

2015). 특히, 1990년 이후 글로벌 산업고도화와 철강 수요산업의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강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일본 철강산업은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대시

킬 수 있었다(허진석, 2004; 포스코경영연구소, 2005).

2.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에너지효율기술로 에너지소비량 감소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Nippon Steel, 2019). 특히,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 코크스 품

질 개선, 고로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CDQ1)는 일본 내 모든 코크스 오븐에 설치

1) CDQ(Coke Dry Quenching: 코크스 건식 냉각)는 코크스 오븐에서 배출된 열을 회수해 보일러에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성하여, 이를 발전, 강철 생산 등에 사용하는 기술임(JASE-W,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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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Nippon Steel, 2019; JASE-W, 2022). 이 외에도 TRT2), 소결로 냉각기 배열회

수, 열풍로 배열회수, PCI3) 등이 보급되어 있다(RITE, 2018).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높

은 수준의 기술 보급률을 지닌 일본 철강산업은 에너지절약 잠재력도 매우 낮아, TRT로 

인한 감축잠재량만이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ITE, 2018, <그림 10> 참조). 

<그림 10> 에너지절약 기술 보급에 의한 에너지절약 잠재력

자료: RITE(2018), 일본철강연맹(2020) p.25에서 재인용.

3.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적 M&A

장기불황에 따른 철강업의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고자, 일본 철강업계는 지속적인 고

부가가치강 개발과 더불어 업체 간 전략적 제휴와 M&A를 추진하였다(박경서 외, 

2016).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차례의 구조개편을 거친 일본의 고로업계는 현재 

일본제철, JFE, 고베제강, 3사로 구성되어 있다(박경서 외, 2016; 연합뉴스, 2019). 일본 

고로업계는 이와 같은 구조개편을 통한 대형화로 원가 절감, 효율성 향상, 노후설비 폐

쇄 등을 달성하였으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박상우, 2015). 또한, 대형화로 인한 

생산거점 통합 및 재편은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확대된 자금력을 기반으로 신규 설비투

자가 용이해지기도 하였다(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2016). 일본 고로업계는 전략

적 제휴 및 M&A를 통해 몸집을 키워나가며 이러한 경영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

였다(정성모, 2016).

2) TRT: Top gas pressure Recovery Turbines(고로 노정압 발전)

3) PCI: Pulverized Coal Injection(미분탄 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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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 고로업계의 구조개편

6사 체제 

(~2002년)

5사 체제 

(2002년 9월)

4사 체제 

(2012년 10월)

3사 체제 

(2017년 3월~)

신일철 신일철
신일철주금 신일철주금

(2019년 4월, 

일본제철로 사명 변경)

스미토모금속 스미토모금속

일신제강 일신제강 일신제강

NKK
JFE JFE JFE

가와사키제철

고베제강 고베제강 고베제강 고베제강

자료: 박경서 외(2016) p.11, 연합뉴스(2019)에 기반해 저자 작성.

일본에서 철강재의 유통은 종합상사가 철강 공급업체와 수요업체의 거래를 중개하는 

독특한 구조이다. 철강업체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은 상사는 코일센터4)에서 이를 가공하

고, 가공된 철강재는 다시 상사를 통해 거래된다(이동이, 2020).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철강산업의 침체에 대응하고자 일본 상사의 철강사업 역시 전략적 M&A를 시행하였다. 

이는 구조적 재편을 통해 철강 가공 및 유통업체들의 거래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거래 비

중을 확대시키기 위함이었다(조항, 2019). 상사의 구조개편은 철강산업의 가격경쟁을 

4) 코일센터(Coil Center)란, 철강재를 가공하거나 재고로 보관하며 철강 공급업체와 수요업체 간 납기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를 의미함(이동이, 2020).

<그림 11> 일본 상사의 철강사업 재편

자료: 조항(2019)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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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키고, 경쟁력을 지닌 업체들의 성장을 유도하였다(이동이, 2020). <그림 11>을 

통해 고로업계와 마찬가지로 상사의 철강사업도 지속적인 전략적 제휴 및 M&A를 통해 

경영합리화 전략을 펼쳐왔음을 알 수 있다.

4.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한편, 철강업체와의 직거래가 아닌 상사를 통한 철강재 거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일본의 철강유통구조를 폐쇄적으로 만들었다(이진우, 2015). 이러한 일본 철강산업의 

폐쇄적 공급망(Supply Chain)은 수입 철강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일본 철강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평가받는다(이진우, 2015). 2003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산 철강재의 공급과잉에도 일본 철강산업은 그러한 폐쇄적인 공급망에서 기인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미국 등의 다른 국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큰 타격 없이 조강생산량을 

현상 유지할 수 있었다(WSA, 2009, 2019; 이진우, 2015). 과거에 세계 철강산업을 주도

하던 미국과 일본의 조강생산량을 살펴보면, 중국발 공급과잉이 발생한 이후 일본은 미

국에 비해 조강생산량의 등락이 작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강생산량을 유지

하고 있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제외하면 일본은 폐쇄적인 유통구조

로 인한 철강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강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한국 철강업계에의 시사점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발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강생산량이 증가했다

(박경서 외, 2016). 계속되는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제철

이 3개의 고로를 신설하면서 1,200만 톤을 생산하여 조강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포

스코 역시 계속해서 생산능력을 확장시켜 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이루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강업의 에너지효율도 

일본에 필적할 정도로 우수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ITE)

가 평가한 주요국 철강업의 에너지효율에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고효율로 평가받은 

것이다. 전로강의 에너지원단위에 대해서 한국은 일본보다 약 3% 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주요 철강생산국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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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E, 2018, <그림 12>의 좌측 참조). 전기로강의 에너지원단위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

본보다 약 1%만 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역시 주요 철강생산국 중에서는 일본 다

음으로 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ITE, 2018, <그림 12>의 우측 참조). 즉, 한국 

철강업의 에너지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철강산업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속 중이다. 전로를 중심으로 

하는 일관제철은 소결광 냉각 폐수 회수, 코크스 건식냉각 폐열 회수(CDQ), 고로 노정

압발전(TRT), 전로 부생가스 폐열회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철강협회, 2018). 전기로업체도 전기로 배가스 활용 스크랩 예열, 배가스 사후연소 

폐열 회수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철강협회, 2018). 

지금까지의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해, CDQ 설비 등 일부 보급이 덜 진행된 감축기술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 투입되는 에너지 절감 방안 연

구, 생산된 스팀의 사용처 발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R&D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연구개발

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탄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현재의 철강생산공정을 

지속해서는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탄소포집활용저

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개발 및 실증화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12> 주요국 전로강(左) 및 전기로강(右) 에너지원단위 추정 결과 (2015년)

자료: RITE(2018). 일본철강연맹(2020)에서 재인용.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국제비교

• 135 •

즉, 기존의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 철강재(초고장력강판, 내마모강, 내부식강 등)로 

제품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에코솔루션(일본 철강기술의 해외이전 확산

을 통한 온실가스 절감)을 벤치마크하여, 첨단 제철기술과 설비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일본 철강연맹, 2020). 나아가, 자동차나 에너지 분야와 같은 수

요산업과 소재개발 및 제품화 단계부터 협력하여 맞춤형 철강재 공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점유율 제고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철강업종에서 일부 기능성 철강제품은 개

별 철강제품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그 철강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방 영역의 

에너지효율 개선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고품질 자동차용 강판의 경우, 일반강 대비 

동일 두께에서 강도가 높아 자동차 경량화에 기여하고, 따라서 자동차 운행 및 폐기 후 

재활용까지의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포스코, 2019). 한편,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고품질 전기강판은 전기차 모터에 사용 시 기존 소재 대비 약 2%

의 효율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포스코, 2019). 향후에도 수

요산업과의 밀접한 상호협력을 통해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면서 핵심소재산업으로서 국민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현황 및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 일본, 독일, 3개국을 중심으로 1990~2019년 기간에 걸쳐 탈동

조화 양상을 국제비교하였다. 또한,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

을 모두 고려해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국 철강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를 정리

하면,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일은 불분명에 해당된다. 한국의 철강

업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지표 간의 동조화가 강한 상태이다. 일본은 뚜렷한 상

대적 탈동조화, 나아가 최근에는 절대적 탈동조화로도 평가된다. 그러나 독일은 수치상

으로는 탈동조화로 분류도 가능하겠으나, 바람직한 탈동조화로 해석하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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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탈동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순한 탈동조화 분석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철강

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

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

적 M&A,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와 철강산업의 구조개편은 일본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에너지효율개선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생산공정은 일

본 철강산업의 탈동조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 철강업의 에너지효율도 사실 세계 최

고 수준이며, 국내 철강산업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지속 중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철강업이 탄소중립 시대에도 산업의 중추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

본의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적 M&A 사례와는 다소 상이하게 국내에서는 각 기

업 내에서 일정 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판

단된다. 하지만 향후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고부가가치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전략적인 M&A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사례와는 명백히 상이한 부분이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

쟁력 유지이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폐쇄적인 철강 유통시장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은 철강재 내수시장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다르다. 우리나

라가 일본처럼 폐쇄적 유통구조를 구축해 부가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에도 쉽지 않

을 것이다.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개선과 기술개발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세계 철강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철강산업에 대

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중국의 철강업에 대해서 탈동조화를 분

석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배출량 통계를 충분히 긴 시계열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본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향후에는 중국의 철강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확

보하여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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