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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개선과 리바운드 효과 :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김대욱*․김종호**

<요    약>

  정부는 2009년도에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가 12.27km/ℓ로 

전년(11.47km/ℓ) 대비 7.0%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의 평균연비 향

상률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 이후인 2006년∼2008년간의 평균연비 향

상률인 연평균 2.4%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또한 7%의 연비 향

상으로 인해 연간 6만 toe의 에너지 소비절감(금액으로 환산시 335억 원) 및 16만 

톤의 CO2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리바운드 효

과(rebound effect)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리바운드 효과에 따르면, 에너지 저감기술

진보는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 에너지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리바운드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크기가 작지 않다면, 연비 향

상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또는 환경오염절감의 효과는 실제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비규제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개별

(disaggregate) 자료를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리바운드 효과는 존재하고 그 크기가 0.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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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에서 만약 이러한 반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및 무역수지 등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치가 29.9% 미

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리바운드 효과, 운행거리 수요

vvvvvvvvvvvvvvvvvvvvvv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at new passenger cars sold 

within South Korea in 2009 ran an average of 12.27 kilometers per liter of 

fuel, which is an 7% point increase of the fuel efficiency. The government 

interpreted these improvements in the fuel economy as energy savings of 

60,000 toe and as a reduction of 160,000 ton CO2 emissions. However,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make energy services cheaper, which 

is known as rebound effect. If this rebound effect exists, and the size of 

the effect is not negligible, ignoring this could result in overestimating the 

energy savings achieved by the fuel efficiency increase. Using detailed 

data on household and vehicle characteristic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exist a short-run rebound effect of 0.299(29.9%) for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This is notably smaller than the estimates of West 

(2004), which finds an estimate of 87% using cross-section data for the 

US. Furthermore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bound effect on 

energy savings and the CO2 emissions reduction. Our estimates suggest 

that the report from Korean government overestimates the energy savings 

and related CO2 emissions by 29.9% point. 

Keywords : CO2 reduction policies, rebound effect, 

           vehicle kilometers traveled (VKT) demand

 

JEL 분류 : D1,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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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

다.1)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2006년도부터 시행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와

2008년도부터 시행한 자동차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존재한다.2)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고유가와 함께 정부의 이러한 연비개선 정책 시행의 결과 자동

차의 평균연비는 과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2010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는 12.27km/ℓ로 전년(11.47km/ℓ) 대비 7.0% 향상되었

다. 2009년의 평균연비 향상률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 이후인

2006년∼2008년간의 평균연비 향상률인 연평균 2.4%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지식경제부는 7%의 연비 향상으로 인해 연간 6만 toe의 에너지 소비

절감(금액으로 환산시 335억 원) 및 16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경제학에서 잘 알려

진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를 간과하는 주장이다.3) 리바운드 효과에 따

1) 2005년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가정부문 33%, 산업부문 29.3%, 수송

부문 21.5%, 상업․공공․기타 부문 3%로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수송부문은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2020년까지 가장 높은 증가율인 23.9%가 예상되어, 정부에서 선포한 온실가스의 성

공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수송부문의 저감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각 자동차 제작사가 1년 동안 판매한 승용차 연비의 합계를 판매

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연비를 통해 국내 승용차의 연비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연비)과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소비효율이 우수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생산자에게는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은 제Ⅱ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3) 리바운드 효과는 에너지 저감기진보가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 에너지 절감의 긍정적 효

과를 상쇄하는 효과를 말한다. 가령, 백열등을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한 소비자는 전기요금

의 실질적인 인하를 경험하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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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에너지 소비절약 기술진보는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 에너지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바운드 효과가 실제로 존

재하고 그 크기가 작지 않다면, 연비향상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또는 환경오염

절감의 효과는 실제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리바운드 효과가 존재하고

그 크기가 작지 않다면 수송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리바운드 효

과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매

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송부문의 리바운드 효과를 측정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수송부문에서 반등 효과를 실

증적으로 추정한 기존의 논문은 미국 또는 유럽의 운송부문을 다루고 있으나,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Mayo and Mathis (1988), Jones

(1993), Small and Van Dender (2005), Puller and Greening (1999), West

(2004)의 논문은 미국의 수송부문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Johnson and 

Schipper (1997)는 12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Frondel et al.

은 독일의 운송부문을 다루고 있다. 둘째, 리바운드 효과를 측정한 기존의 연구

는 대부분 총량(aggregate)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disaggregate) 자료

를 사용한 연구는 소수만 존재한다. Puller and Greening (1999)의 연구와

West (2004)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며, 이 두 논문에서 리바운드 효과의 크기는

각각 49%와 87%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연비규제시에 발생 가능한 문

제점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8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수송부문에서 리바운드 효과는 존재하고

그 크기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만약 이러한 반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에너지 소비, 이산화

탄소 배출 및 무역수지 등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치가 ‘약 30%’ 미달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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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규제 현

황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Ⅲ장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제Ⅳ장

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정

책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Ⅱ.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규제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각 자동차 제작사가

1년 동안 판매한 승용차 연비의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연비를

통해 국내 승용차의 연비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만약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평균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 정부는 일정기간 내에 자동

차 제작사에게 연비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불이행시 그 내용을 언

론에 공표할 수 있다. 2006년도 기준 평균연비는 1,600㏄ 이하는 12.4km/ℓ, 

1,600㏄ 초과는 9.6km/ℓ이다. 2012년부터는 현행보다 약 15% 가량 강화되어

1,600㏄ 이하는 14.5km/ℓ, 1,600㏄ 초과는 11.2km/ℓ로 조정되었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시행 이후 대상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꾸준히 상승

되었다. 평균연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연비가 우수한 고효율승용차의 판

매율 증가와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 향상 모델의 지속적 출시

에 있다. 2009년도 국내 판매 승용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배기량

별 승용차 판매율이 증가한 가운데, 1,000～1,600㏄ 미만의 소형 승용차의 판

매율이 전년대비 47.3% 증가하여 평균연비 향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내 판매승용차 평균연비는 <표 1>과 같다. 2009년에 판매된 국산차

는 평균연비가 13.07km/ℓ로 전년대비 5.3% 향상되었고, 수입차는 10.76%로

6.6%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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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국내 판매 승용차 평균연비

(단위 : km/ℓ)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산 10.57 10.76 10.84 11.13 11.60 12.41 13.07

수입  8.68  9.03  9.32  9.64  9.81 10.09 10.76

전체 10.5 10.69 10.76 11.04 11.47 12.27 12.87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외에도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연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자동차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시

행하였다. 본 제도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연비)과 등급정보를

제공하여, 소비효율이 우수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자동차 생산자에

게는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에너지 소비효율(또는 연비)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

료에 대한 주행거리(km/ℓ)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등급표시는 연비가 높은

차량에는 높은 등급(1등급)을 부여하고, 연비가 낮은 차량에는 낮은 등급(5등급)

을 부여하였다. 

자동차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와 지식경제부 고시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대상 자동차는 승용차, 특수형을 제외한 소형 이하의 승합, 화

물 자동차이다. 2007년까지는 등급표시 대상자동차를 유형별, 배기량별로 구분

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부여하였다.4) 

2008년부터 자동차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평가기준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단일

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기존

배기량군별 차등 적용되던 등급부여체계를 단일기준으로 개편하고, 자동차의 배

4) 예를 들어 1,600cc 일반형 승용자동차의 연비가 15.0km/ℓ이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2등

급’이며, 2,300cc 승합자동차의 연비가 9.5km/ℓ이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3등급’에 해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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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과 상관없이 효율이 높은 자동차는 1등급을, 효율이 낮은 자동차는 5등급을

표시하였다. 국가적 Agenda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온실

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g/km)을 연비와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

써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함에 있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유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자동차에너지 소비효율등급기준이 단일화된 결과 소형차의 등급은 상승하고, 

대형차의 등급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기아 프라이드 1.4 수동, 현대

베르나 1.4 수동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쌍용

체어맨H 및 체어맨W, 현대 에쿠스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2∼3등급에서 5등급으

로 하락하였고,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배기량 2,000cc 이상의 국산 자동차들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2∼3단계 하락하였다. 단일화된 기준으로 인한 소형차의

등급 상승과 대형차의 등급 하락 현상은 수입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Ⅲ. 계량경제학적 분석

1. 분석모형

자동차 연비의 증가가 소비자의 자동차연료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리바운

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

대화하기 위해 차량의 소유 여부를 선택하고, 차량을 이용해 얼마나 먼 거리를

운행할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는 운행거

리와 관련된 다음의 간접효용함수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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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연간 자동차운행거리인 VKT(vehicle kilometers traveled)의 가격

(소비자가 보유한 자동차 에 대한 1km 운행에 필요한 비용), 는 개인의 특

성 벡터, 는 소비자의 연간 총 수입, 은 자동차 의 연간 유지비용, 과

은 각각 관찰할 수 없는 개인과 자동차 의 특성을 나타낸다.

식 (1)의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의 효용함수식에 Roy’s identity를 적용하면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의 운행거리인 VKT의 조건부 수요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여기서 는 자동차 의 보편적인 운행거리를 나타낸다. West (2004)는 자동차

연간 유지비용()을 연간 운행비용( )과 임대비용()으로 구분하고 식 (2)

를 변형하여 다음의 방정식을 추정의 기초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


 

∈
 ′   ∈

 
               

∈
  (3)

여기서 는 차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소비자의 자동차 가   를 만

족하면 1의 값을 갖고,  는 자동차 의 연간운행비용을 나타낸다. 

그러나 식 (3)의 VKT 추정식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자동차 는 오차항인 

와 상호 독립적이지 않아 추정계수에 편이(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연구자

에게 관찰되지 않은 개인의 특성이 자동차의 선택과 운행거리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식 (3)의 추정치가 불편성(unbiasedness)을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소비자는 매일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대형 차량을 선호할 수 있고, 이 소비

자가 선택한 대형 차량의 운행거리는 상대적으로 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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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차량뿐만 아니라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할 경우,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행비용이 저렴한 LPG 차량을 구입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가를 주목적으로 다목적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의 주행거리는 출퇴근

을 목적으로 세단형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주행거리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의 편이 가능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ubin and McFadden

(1984)이 제안한 선택적 수정항을 사용하면 VKT 추정식 (3)을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
 ′   ∈

 

               
∈

 
≠ 

 



 

  ln
 ln




  (4)

여기서   는 각 가구의 운행거리에서 선택 의 보편운행거리소비 

를 뺀 순운행거리수요,  는 자동차 의 연간 운행비용, 는 자동차 보유

의 기회비용인 자동차 연간 임대비용, 는   의 계수부분, , 
는 추정

확률, 는 차량선택변수를 나타낸다. 

김형건․원두환(2008)은 선택 편이 문제가 우리나라 자료에도 존재하고, 이

의 해결을 위한 경제적인(parsimonious) 모형으로서 자동차운행거리 수요함수

의 설명변수로 차종별 더미변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음의 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자동차 연비의 증가가 자동차 운행거리의 증

가와 함께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는 반등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한다.

ln     ln     (5)

여기서 ln는 소비자 가 보유한 자동차 를 1km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로그값, 는 소비자 가 소유한 자동차의 특성 변수(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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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종 더미변수 포함), 는 소비자 의 개인 특성 변수를 나타낸다.

한편 선택적 편이와는 별개로 연비와 운행거리 간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

할 수 있다. 즉, 연비가 운행거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차량구입시 소비자의

예상 운행거리가 연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비의 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비에는 영향을 미

치지만, 운행거리에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유류 더미 변수(휘발유, 경

유, LPG)를 자동차 연비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량은 휘

발유, SUV와 미니밴을 포함한 다목적 차량은 디젤, 사용자와 차종이 제한된

LPG 등 차량과 연비선택에 있어 유류는 외생적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VKT의 추정식 (5)에서 도출된 추정계수 는 자동차 단위

거리 운행비용 변화에 따른 자동차 운행거리의 탄력성(  )을 나타낸다. 

한편 우리의 관심사는 자동차 연비(혹은 효율성) 변화에 따른 자동차 에너지 소

비의 탄력성(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계산 과정을 통해  로부

터  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자동차의 운행거리 와 운행에 따른 에너지 소

비량  그리고 자동차 연비의 역수로 정의되는 에너지 효율성  ≡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이 때 유류가격 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다.




   


   


(7)

따라서 식 (7)로부터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 효율성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