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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 및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의 시장 

지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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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

본 ·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

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

(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

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

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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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cording to Law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HG Allowances of 2013 in Korea as well 

as the 2014 National Master Plan for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minimize the change in the market positions of the affected firm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at 

principle might become ineffective by the ways of distributing allowances and applying different 

accounting methods using a Cournot duopoly model. Although the way of allocating allowances freely to 

firms combined with accounting them for having no values would minimize their market positions, it 

would not the most cost-effective way of GHG reduction since it does not provide financial market with 

accurate informations.

Keywords :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Accounting Methods, Market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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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배출권거래제(이하 ETS)의 도입과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기업과 

정책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미친다. 예를 들어, 

ETS로 인해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경우 소비자들은 수요를 줄일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TS에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서 시장지

배력이 높은 기업은 ETS를 통해 독점적 공급자나 수요자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시장의 효율적 자원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

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보유 및 거래 상황은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자

본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ETS로 인해 

경영환경이 유리해진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면서 경쟁 기업들

에 비해 더 낮은 차입금리로 더 많은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재무적 지위(financial position)가 ETS 참여 전보다 악화되고 이러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드러난다면,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레버리지 악화로 연결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ETS 참가 기업들이 배출권의 할당과 보유 및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유럽 및 미국과 같이 이미 다양한 

종류의 ETS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배출권의 성격을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

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관리 · 감독이 미비한 상황에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마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회계처리를 서로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정보공시조차 들쑥날쑥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

들은 민간 회계감사 기업들에게 회계처리의 판단을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ACCA 

and IETA, 2010).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산부채비율, 자산수익

1) 동법 제3조(기본원칙)4항(제1차(타) 일부개정 2013.3.23. 제 11690호),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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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순익변동성 등이 통계적 · 경제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유발한다(Ertimur et al., 

2010). 그리고 ETS 참여 기업들 간의 차이와 ETS 참여 · 비참여 기업들 간의 차이

가 함께 작용하여 기업들의 경쟁적 지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시장성과가 악화되는 경

우, ETS 도입을 통한 환경 차원의 후생 향상이 부분적으로 잠식되거나 최악의 경우 

역전되어 오히려 경제 전체의 후생이 악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시장지위와 시장상황

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는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이 재무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론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배출권의 시행 

및 운영방식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바꾸어 자산시장에서의 대부이자율에 미치는 영

향을 정식화한다. IV장에서는 이론분석모형에 수치 예들을 대입하여 구체적인 시나

리오들을 분석하고 이를 이론적인 분석결과에 비추어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

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문헌 검토

코즈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 허가에 대한 권리를(즉, 소

유권을) 배출자(기업)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소비자(국민) 또는 소비자로부터 소유권 

집행을 위임받은 국가에 부여하는 경우의 파레토효과는 동일하며 다만 부(富)의 분

배효과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Coase, 1960). 코즈 정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는 개념이 ‘독립성 특성’(independence property)으로, 배출허가한도제(cap-and-trade 

system)에서 시장균형은 비용 효과적이며, 이 결과는 배출허가한도(allowances)를 

초기에 어떻게 배분했는가와는 무관하다. 즉 특정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배출량 감

축 목표를 달성하는 비용은 최소화될 것이고 최종적인 배출허가한도의 배분 상태는 

초기의 배분 상태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독립성 특성은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할당방식

의 유 · 무상 차이를 살펴보자. ETS의 절차는 목표 배출상한이 결정된 뒤 그에 

상응하여 양(+)의 배출권이 할당되고, 할당된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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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게 된다. 배출권의 총 가치는 배출권의 가격과 감축목표에 의해 결정되는 

배출상한의 곱 ×으로 표시된다. 배출권의 공정가치(시장가치) 또는 가

격은 온실가스의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이하 MAC)과 감축목

표에 따라 결정되는 총배출량 또는 배출상한(aggregate cap  )에 의해 결정된다. 

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은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으로 총 가치가 ×인 배출권의 

1차 소유권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기업의 제반 활동 및 산업구조 등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는 배출권의 1차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할당방식이 유상인지 무상

인지에 의해서 배출권 가격과 최종 산출물 가격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는 기업

이 유 · 무상할당여부에 상관없이 배출권 가격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당방식에 따라 기업의 생산 및 감축활동에 대한 투자, 진입 · 퇴출 의사결

정,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

성이 높다. 게다가 가격규제가 존재하거나 배출권시장 또는 산출물시장이 불완전경

쟁인 상황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할당방식에 따라 기업별 유동성 제약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들은 배출허가한도의 추가 구입 또는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지만, 초기에 더 많은 배출허가한도를 배정받은 기업은 더 큰 

유동성을 지니게 된다. 아무래도 소규모 기업들이 큰 기업들에 비해서 더 느리게 저

감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배분상태가 궁극적인 배분에 영향을 주

게 되는 셈이다(Hahn and Stavins, 2011). 현실 경제에서 독립성 특성이 위배될 두 

번째 가능성은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사전에 차별적인 규제에 놓인 경우에도 독립성 특성은 

위배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바로 세 번째 가능성인 기업

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ETS 대상 기업들이 속한 산업들의 시장

구조가 대부분 완전경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불완전경쟁은 우선 

지배적인 기업의 행태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대개 배출권의 판매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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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게 될 것이고, 독점자로 행세하여 가격을 올리고자 시장에 배출권 매물을 내

놓지 않을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오히려 배출권을 더 사들여 퇴장시킴으로써 가격

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배출권의 구매

자라면, 수요 독점력을 행사하여 되도록 사지 않음으로써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 들 

것이다.2) 쿠르노 경쟁(Cournot competition)하는 다수의 지배적 기업들이 존재하는 

경우 및 이들이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여전히 사라

지지 않는다.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결정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적 

기업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유인이 없도록 배출목표에 맞춰 초기배출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만 비용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Hahn, 1984).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기업들이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통합적으

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제 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로들을 다섯 가지로 구

분한 바 있다(US EPA, 2006).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경로는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의 하락을 통한 방법이다. 강력한 환경 관리 및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이 자

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투자대상

으로 인식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경쟁기업들에 비해서 보험 · 부채 · 주주소유권(equity) 

측면에서의 자금조달(financing)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성공적인 

환경 관리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더 저

렴한 운영비용을 짊어지게 된다.

실제로 배출권이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가치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Johnston, Sefcik, and Soderstrom(2008)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배출권이 자본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자산가치 요소와 실물옵션가치 요소를 

제시한 뒤, 미국의 전력회사들이 보유한 이산화황(SO2) 배출권 보유량의 가치 관련

성을 검증하였다.3) 그 결과, 배출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감축투자를 

2) 상품시장과 배출권 시장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배적 기업이 배출허가한도 시장
에서의 힘을 사용해서 상품시장에서도 이득을 취하려 드는 경우, 허가한도의 가격을 올려 상대기업들
로 하여금 비용효과성이 낮은 저감기술을 채택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상대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배적 기업은 상품시장과 얽혀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 많은 허
가한도를 사들이거나 덜 팔게 될 것이다. 지배적 기업이 초기에 배출허가한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구매자가 된다면 되도록 많이 사려 들 것이므로 경쟁시장에서의 결과보다 오히려 효율적인 배분이 이
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배적 기업이 배출허가한도를 많이 받아내어 판매자가 된다면 시장지배력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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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본시장 참가자들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의 자산가치가 평가에 반영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기업이 경매시장에 참가하여 배출권을 구

입하는 행동이 해당 기업의 주식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배출권 구입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초과수익률을 기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배출권이 실물

옵션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존재함을 뜻한다.

Ertimur, Gonzales, and Schipper(2010)는 배출허가한도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FASB의 기준(Conceptual Framework)에 따라 기본방식으로 제시한 뒤, 이를 순계 

접근법(net approach), IFRIC3 접근법, 그리고 양자의 결합 방식과 비교하였다. 회계

처리 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통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의한 변화

가 발생하는지, 자본시장은 배출허가한도제 실행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어떤 식으

로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SO2 프로그램에서 1993-2009년 기간 중 

얻은 56개 공기업들의 분기별 주요 재무지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본방식과 세 가지 다른 처리방식들의 차이는 자산부채비율

(debt-equity ratio),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s), 순익변동성(volatility in net income)

과 같은 주요 재무지표들에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재무지표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기업들 간에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축적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들이 배출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각국의 회계기준

은 상이하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기업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환경규제당국이 아무리 관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더라도, 규제기

관의 관리 · 감독(oversight)이 뒤따르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standard setting)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정보공시를 자발적인(voluntary) 것으로 여길 가능성

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90년 수정 청정대기법(the Clean Air Act of 1990)

3) 자산가치요소는 비축된 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타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가치 또는 미래 배출량과 
관련하여 원가를 낮출 수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뜻한다. 실물옵션가치는 기업이 배출권을 보유
하는 패턴에 따라 장기투자의 성격을 띤 감축투자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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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SO2에 대한 배출허가한도거래제 대상에 포함된 전력회사들의 5년간 재무

제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출권의 취득, 처분, 또는 연말 보유현황 등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Ragan and Stagliano, 2007). 배출허가한도거래제라는 신규 

창출된 시장을 통해 무형의 재산권으로 취급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이 발생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재무제표를 통한 정보 공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같은 규제 또는 제도 내에 포함된 기

업들마다 공시의 내용과 정도마저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ETS를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유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ACCA and IETA(2010)는 유럽배출권거래제(EU-ETS)에서 배출허가한도의 회계처

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탄소배출의 26%를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 26개를 대상으

로 재무제표를 조사하고 회계처리 실무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그 결과, EU-ETS 

참가 기업들 중에서도 회계처리 기준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결론을 끌어

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 조사 기업들 중 42%는 배출허가한도를 무형자산

으로 취급하고 있고, 계정 상 0의 가치로 계상하는 기업이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게다가 오직 15퍼센트의 기업들만이 IFRIC3 기준에 따라 배출

허가한도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때 공정가치와 비용의 차이

를 대차대조표 상에서 정부 보조금(government grant), 즉 이연소득(deferred income)

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ACCA and IETA(2010)에 의하면, 재무제표 상의 공시에서도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69퍼센트에 

달하는 기업들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정보를 아예 공시하지 않고 있고, 기업들 절반

이 배출허가한도의 재평가 관련 자료를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배출허가한도

와 교환사용이 가능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에 관한 정보 역시, 77

퍼센트에 달하는 기업들이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5) 또한 회계처리 실무담당자들과

의 인터뷰 결과, 통일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

4) 이는 EU-ETS 1 · 2기 무상할당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하지만 이 77%의 기업들 중에서 CERs 미보유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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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배출허가한도라는 존재를 어떤 시각에서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배출허가한도를 금융 수단(financial instrument), 재산

권(property right), 생산 공정의 일부(part of the production process), 규제순응을 위

한 수단(compliance instrument)과 같은 다양한 범주들 중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

에 대한 개념적인 인식조차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서 실무진들

은 통일된 기준의 부재로 인해 회계처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KPMG, 

Deloitte, Ernst and Young 등의 회계감사 회사들(auditors)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갑용(2013)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EU-ETS 참여기

업의 배출권 회계실무에 대한 두 차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ETS가 회계실

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배출권 자산과 부채

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간 재무제표를 상호 비교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저

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IASB 산하 국제회

계기준해석위원회(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에서는 국제회계처리기준(IFRS)에 따른 탄소배출권 회계처리방안을 2003년

부터 준비하여 같은 해 5월 해석초안(Draft Interpretation)을 발표하였으나 2005년 6

월에 이를 철회하였고, 2007년 12월 연구에 재착수했지만, 2010년에야 공청회를 개

최하였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의 회

계현안특별전문위원회(Emerging Issues Task Force; EITF)에서도 배출권의 자산 인

식 여부와, 만약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어떤 부류의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검

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기업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ASBJ)는 2004년 배출권 회계처리 방안인 실무대응보고 제15호 ｢배출량거래의 회

계처리에 관한 당면취급｣을 공표하였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국가적인 회계처리 기준은 여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출권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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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Stechemesser and 

Guenther(2012)는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의 개념이 국가 · 프로젝트 · 조직 · 제

품의 네 가지 범주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129개 문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금

전적인 측면과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대안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Souchik 

(2012)은 배출허가한도를 자산으로 취급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한도 초과 배출

량(pollution over allowance)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거나 추가 한도를 구입하기 전까

지 미불(未拂) 비용(accrued expenses)으로 취급하는 투명 시스템(Transparent System)

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ETS의 장점으로 강조되어 온 독립성 특성이 매우 제한적인 가

정 하에서만 적용되고, ETS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재무적 상황 변화가 개별기업의 

산업 내 지위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적인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배출권의 회계처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ETS의 비용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점을 살펴보았다. ETS에 포함된 기업 및 산업들이 처한 불완전 경쟁적 현실을 

고려할 때, ETS 시행의 가변적인 요소들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경제 전

체의 후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ETS의 회계처리라는 규정 차원에서의 차이가 개별 기업의 재무 상황 변

동 및 자산부채 상황에 대한 신호를 왜곡시킴으로써, 자금시장에서의 기업의 재무 

레버리지를 변화시켜 기업이 직면하는 자본시장에서의 대부이자율 변화를 초래하

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량, 배출량, 감축투자의 규모 등이 변화를 겪는 메커니즘

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III장에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이

론모형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ETS의 시행 방식에 따라 실질

적인(real) 변화가 어떻게 초래되는지 살펴보자.

III. 모형 설정

1. 가정

본 연구에서는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개   의 기업이 생산량을 전

략변수(strategic variables)로 삼아 경쟁하는 쿠르노 복점(Cournot duopoly)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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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회계처리방식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 경제의 선호는 역수요함수 

와 사회적 피해함수   로 표시된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를 두 기업 1과 

2의 생산량에 의해 결정되는 선형함수        로 정의하였다. 온

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함수인       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증가함수로 볼록(convex)한 특징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즉,  ′   ″ 이다. 실

제 온실가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총배출량  를 저량(stock)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만, 정태(static) 모형을 통해서는 저량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

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를 유량(flow) 개념으로 다룬다. 본 논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의 누적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지만 현재의 배출량 자체가 상당히 크

기 때문에 피해함수 가 볼록성을 만족시킨다는 가정 하에 유량 개념으로  를 

사용한다.

기업 가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노력 없이 를 생산할 경우, 만큼의 생산비용

이 발생하고    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즉, 는 BAU배출량인 것이다. 

이 기업이 배출계수를 ×%만큼 줄이려 할 경우, 즉 배출량을 만큼 감축

하려 할 경우, 의 감축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는 감축투자 

를 실행한 뒤의 배출량이 된다. 이때 볼록한 비용함수의 성격 상, ′   
과 ″ 이 성립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 배출량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분석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생산비용과 저감투자 사이의 가법적 분리성(additive separability)을 가정한

다. 또한 감축투자 의 감축효과는 해당시기에만 나타나고, 해당시기 매출액을 

통해 충당되며, 자산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를 감축투자의 영향이 해

당 기간에만 유효하고 다음 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

하면 곤란하다. 기업은 기가 시작되면 배출계수를 낮추기 위한 투자비용을 자본시

장에서 조달하고 이는 이자비용이 반영된 감축투자비용으로 나타난다. 기업이 기

말에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제반 결과를 재무제표 상의 지표로 공표하면, 이 정보를 

근거로 자본시장에서는 대부이자율을 업데이트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기 활

동은 회계처리 방식을 연결고리로  기의 감축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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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기말에 기업 는 배출량   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규제당국에 제출

해야 한다. 기업이 제출하는 배출권은 a) 무상할당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물량 

의 일부 또는 총량, b) 기업 가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구입한 분량, 또는 c) (무상

할당의 경우) 기업 의 내년도 무상할당량 중 차입 범위 내에서 빌려온 분량으로 구

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무제표에 
 만큼이 자산으로, 

     만큼이 부채로 

반영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는 할당된 배출권의 기업회계상의 가치를 말하

며,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가치가 0인 무형자산으로 보는 경우 
  로 처리하게 

된다.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배출권 가격은 기업 의 생산 및 배출량

과는 상관없이 배출권거래소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기와  기의 배출권 가

격은 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무상할당된 배출권량과 실제 배출량과의 차이가 발생할 때, 기업은 그 차이인 

      
        를 배출권 거래시장을 거치지 않고 차입 또는 

이월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의 영향은 차입 또는 이월되는 배

출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양(+)

의 값이건 음(-)의 값이건 시장을 통해 처리되며, 차이가 양일 경우 추가이윤이 확보

되어 주주들의 배당금이 증가하고, 차이가 음의 값일 경우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윤

이 줄어들고 배당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먼저 분석한다. 하지만 논문의 후반부에서

는 이 가정을 완화하여, 이윤의 일부가 사내에 유동자산으로 남으면서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이것이 대부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채널로 재무제표를 통

해 자본시장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의 변화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

업의 생산비용과 투자비용은 자본시장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하며 매기가 끝나는 시

점에서 원금 상환과 이자 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즉, 생산량 한 단

위당 생산비용인 는        
     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는 기

업이 생산을 위해 실제 지불하는 단위당 비용이다. 

단위당 자본조달 비용(대부이자율)  는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기업의 성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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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자본시장에서 결정된다. 기업의 최초 자산가치를  , 부채규모를 라고 

할 때, 와 에는 기 배출권을 제외한 생산 활동과 관련된 부채와 자산이 이

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경우의 부채비율은 

     
  

 
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대부이자

율도 상승한다. 즉, 


 이다. 배출권이 반영된 부채비율은      
 


  



   
      

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첫 해인 기에 자본부채비율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배출권의 자산가치와 부채가치가 반영되는  에

는 전기의 실제 배출실적을 감안하여 업데이트된 배출예상량을 이용하여 부채가치

를 산정한다고 가정한다. 

즉,      
  

 

  
      


 

 

  
    
 

가 이용된다. 따라서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가치가 0인 무형자산으로 보는 경우 (즉, 
  인 경우), 

     
       

 이고                   가 된다. 즉, 배출실적

이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시간 흐름별 변수의 결정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표 1> 시간 흐름에 따른 변수의 결정과정

기 말 기 시작

- 주어진 대부이자율   
 를 반영하여  

결정

- 만큼 배출계수를 낮추기 위한 투자비용 

자본시장에서 조달 → 는 이자비용이 

반영된 감축투자비용 의미
- 가 결정되면 이를 자본시장에서 조달

-      은 이자비용이 반영된 생

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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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간 흐름에 따른 변수의 결정과정 (계속)

기 말 기 시작

- 판매, 대출금 납부, 배당
- 자본시장에서 대부이자율 업데이트 

     



 


 



 
 



 


  




   




 

    



    

- 여기서 는 배출권의 잉여 또는 부족분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된 후 사내 현금자

산에 반영되는 비율, 
 는 과거 감축실적

을 고려하여 예측한 기 배출량

- 결과적으로    
  .

기와 동일한 활동 진행

생산량과 배출량이 결정되면, 역수요함수와 사회적 피해함수가 결정되면서 후생수

준이 결정된다. 우리는 사회후생(socal welfare)을       






 
 



    로 정의한다. 또한 우리는 무상할당량  가 외생적으로 주

어지며, 그 값이 반드시 사회후생 극대화 원리를 적용하여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가

정을 사용한다. 즉, 정부가 전략적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정해진 ETS의 운영 규칙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고, 판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면 현금살포를 통해 소비자들

에게 분배하지만, 이것이 추가적인 소비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회후생은 시장균형의 분석 해를 후생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는 수준에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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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르노 균형

기업들은 두 기간에 걸쳐 시장에서 경쟁하며, 각 기간 초에 배출권 무상할당분 




가 할당된다고 하자. 이때 기업 의 기 이윤  를 아래의 식 (1)로 표시할 수 있

다. 식 (1)에서는 표현의 단순화를 위해 시점 를 나타내는 첨자를 생략하기로 한다.

 

              

              
 (1)

무상할당량 는 기 시작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외생변수로 간주되었

다. 위의 이윤함수를 생산량과 감축투자에 대해서 미분하여 1계 필요조건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2)




 ′       (3)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    (5)

여기에서 를    
     

  
    

 
로 설정하면, 위의 식 

(5)는 아래의 식 (6)과 같이 표시되고, 이를 식 (4)에 대입하여 기업 의 최적반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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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best-response function)를 구한 뒤, 쿠르노 복점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기

업의 최적 반응함수를 구하면 식 (7)과 같다.



 





  
   (6)


 



      
, 여기서      (7)

식 (7)에서 구한 두 기업의 최적 반응함수의 교차점을 구하면, 식 (8)의 내쉬 균형

(Nash equilibrium)을 얻을 수 있다.


 

   
       

   

          


         
   



 (8)

이를 식 (6)에 대입하면 최적감축목표 
    

와 사후적 최적 배출량 
 

 
 

 , 상품가격     , 그리고 사회후생수준 
 

 
 

 를 

얻을 수 있다. 

3. 대부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대부이자율 상승에 따른 생산량 및 감축투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 

 , 

그리고 
를 에 대해 편미분해야 한다. 그런데 식 (8)이 주어져 있고, 

  


이며 
   

 
  이므로, 다음의 세 가지 편미분 값들을 구함으로써 이자율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배출량 변화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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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대부이자율이 상승하면 생산량은 감소한다.

(증명)

① 



 















, 

여기서 


    , 





 
 

   .

② 



 의 증명 :

이윤극대화의 2계 조건인 



 
    

  에 의해   
  

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고, 



 



 

    
   


이며,

균형에서는 
  

  의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이는     
 →   

또는     
  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의 



 
   

  에 의해서     
  는 성

립 불가능이므로     
 → 가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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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도출되고 



 
     

  와 결합하여 

   
  의 관계가 도출된다. 

결국 





 

    
   

    


 이 성립한다.

③ 



 의 증명 :

우선 




 






  

 
    

   

   
    




이다. 이때 

≡
 

    
   

   
   

로 정의하면, 편미분 값은 




 
 

 이 된다. 그런데 
  이므로, 의 분모와 분자에서 차이가 나는 두 

요소간의 관계는  
  가 된다. 결국 분자가 분모보다 커져   가 되

므로, 




 이다. 

④ 최종적으로 




   이다.

(증명 끝)

<정리 2> 대부이자율이 상승하면 감축투자는 감소한다.

(증명)

①   이므로, 




 



















이다.

② 위 식에서 






    , 




 
  이 도출되고, 


 이다. 

또한 <정리 1>에서 




 가 이미 증명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역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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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다.

③ 결국 




   이다.

(증명 끝)

<정리 3> 대부이자율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i)이자율 상승으

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효과와, 

ii)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비용이 증가하여 감축투자가 줄어들어 배출량 감축이 위축

되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증명)

①       이므로 




 























이다.

② 위 식에서 






  
    , 







 
  이 도출되고, 앞의 <정리 

1>과 <정리 2>로부터 




   와 




  임이 확인되므로, 






    이다.

(증명 끝)

4. 대부이자율의 동태적 변화

<정리 4> 배출권 판매수익을 사내자산으로 유보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초기 자

산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무상할당량이 적을수록,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가치를 높게 

회계 처리할수록, 기업이  기에 직면하는 대부이자율은 높아진다.

(증명)

①  기의 대부이자율은       
   

 

  
  


 이고, 최초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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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대부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는 


 이다.

② 무상할당량이 대부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는 
 




 


 


  
 

이다.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기입할 경우 무상할

당량의 대부이자율 효과는 없으나, 가치가 0보다 크게 계상되는 경우 무상할당량이 

증가하면 대부이자율은 감소한다.

③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재무제표 기입가치의 대부이자율 효과는 








 



  
   

이다. 일반적으로  이므로 예상배출량(  
 )이 할당받은 무

상할당량( )보다 충분히 작지 않으면,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기입가치가 커질수

록 대부이자율은 증가한다. 전기에 상당한 감축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즉, 가 

컸다면),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가치를 0보다 큰 가치로 기입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은 

증가하게 된다.

(증명 끝)

5. 대부이자율의 사회후생 효과

<정리 5> 대부이자율 상승은 기업의 한계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장가격을 상

승시켜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킨다.

(증명)

① 대칭적인 개 기업들의 비용함수는         


이다. 

② 이들의 한계비용은 


      




 , 여기서    이고, 

   이다.

③ 


  


 







 



 


    (<정리 1>에 의해). 이는 대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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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④ 쿠르노 복점을 가정했으므로, 대부이자율이 상승하면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소

비자잉여가 줄어들 것이다.

<그림 1> 이자율 상승에 따른 한계비용 및 시장가격의 상승과 소비자잉여의 감소

(증명 끝)

<정리 6> 대부이자율이 상승하면, 환경피해를 반영하지 않은 소비자잉여는 감소

한다. 

(증명)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잉여에 대부이자율이 미치는 효과는 






 


 이다. 이는 <정리 1>에 의해 도출되는 자명한 결과이다.

(증명 끝)

<정리 7> 할당방식과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대부이자율이 상승하면, 생

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수요나 공급, 또는 수급 모두 가격 비탄력적이고, 기업의 수

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대부이자율 상승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손실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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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① n개의 동일한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을 상정하자. 대부이자율의 생산자잉여 효

과는 


 
 
 



  

 


 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② 앞에서 


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  


)

   
  



  
  




 (∵   
 )

    
 

≤   (∵   
  )

③ 위 식에서  , , 
와 L은 각각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 기업 가 직면한 잔

여수요함수(residual demand curve)의 가격탄력성, 공급탄력성, 그리고 마크업 지수 

또는 러너 지수(Lerner index)를 나타낸다. 위 식을 통해 


< 0 가 성립됨을 보인

다. 위 식에서 기업 수 이 충분히 크면, 

 

  



 






가 된다. 즉, 수요가 완전탄력적인 경우, 대부이자율 상승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변

화는 0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수급이 모두 가격 비탄력적인 경우, 대부이자율 상승

에 따른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증명 끝)

<정리 8> 대부이자율의 상승은 생산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환

경피해를 줄여주지만, 이와 동시에 감축투자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방해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증가시키는 유인으로도 작용한다.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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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부이자율이 환경피해에 미치는 효과는 첫 번째 효과를 결정하는 수요 및 공

급 요인과, 두 번째 효과를 결정하는 누적 배출량과 배출된 온실가스의 환경피해를 

결정하는 정책당국의 온실가스 관리능력에 의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증명)

① 환경피해 함수 :    




  .

② 

  








    ′  

 




               

이자율 상승은 두 경로을 통해 온실가스의 환경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②의 

우변의 첫 번째 부분인 (+)(+)(-)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감소하고 그 결과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환경피해가 감소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②의 우변의 두 번째 

부분인 (+)(+)(+)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감축투자가 감소하고 배출량이 늘어나며 

환경피해가 증가하는 경로를 표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이자율의 상승은 첫 

번째 경로와 두 번째 경로가 발휘하는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증명 끝)

<정리 9> 대부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협의의 소비자후생과 생산자후생은 감소하

지만 환경피해의 변화 방향은 불확실하므로, 전체적인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는 불분명하다. 

(증명)

사회후생을 ≡       라고 정의했으므로, 대부이자율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or 


 

왜냐하면 앞의 <정리 8>에 의해서 



  이기 때문이다.

(증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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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치 예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장 또는 가격기능을 활용

하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는 데 있다. 비용-효과성은 두 가지로 나뉜

다. 정태적 비용효과성은 탄소 집약도가 낮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동일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게 함으로써 달성된다. 동태적 비용효과성은 기업들이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비용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 중 하나는 기업의 탄소 집약도가 낮은 경우 해당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어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효과성의 관점과는 별도로, 독일의 Macro Plan이나 우리나라

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동종 산업 내 기업지위의 변

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진

입 여부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하지 않음으로써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과성과 기업지위 변화의 최소화를 모두 고려하여, 배출권

의 회계처리방식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지 수치 예를 적용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표 2>에는 수치 모의실험(numerical simulation)에 사용된 값들이 제시되

어 있다. 산업 내 두 개의 기업들    에 대한 배출계수는 패널 아래에 두 개의 

칸에 나뉘어 제시되어 있다. 무상할당 배출권의 가치를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방식은 과 로 표시하기로 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경우, 이

를 자산에 반영하는 비율은   또는 로 감안한다. 배출권의 시장거래가격은 

인 경우와 인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며, 초기 이자율은 로 설정하였다. 투자비

용 계수는 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역수요함수의 계수값 역시 

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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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용된 수치 예

패널 1-2 패널 3-4 패널 5 패널 6-7

기업  1 2 1 2 1 2 1 2

배출계수  0.5 0.5 0.5 0.1 0.5 0.1 0.5 0.1

무상할당 배출권의 재무제표상의 가치 
 0/1 0/1 0 0/1

배출권거래손익의 자산 반영비율  0.00 0.00 0.00 0.05

배출권의 시장가격  1 1 0.5 1

초기 이자율  1 1 1 1

투자비용 계수  20 20 20 20

역수요함수 계수  10 10 10 10

주 : 패널 수가 복수인 것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재무제표상의 가치를 0으로 처리한 경우와 
현재가치(즉, 시장가격   )로 처리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는 의미임.

<표 3>에는 향후 분석할 시나리오들이 어떤 경우를 대표하는지 간략하게 제시되

어 있다. 예를 들어, ‘NA’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no action)를 지칭한다. 기업에게 배출권이 무상할당되고, 이를 기업은 가

치가 0으로 계상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때 두 기업의 배출계수는 서로 동일하다.

<표 3> 수치 예에서 사용된 시나리오 설명

설명 관련 패널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않는 경우 NA

무상할당(GF) + 낮은 배출권(시장)가격 ⑤
무상할당(GF) + 높은 배출권(시장)가격

③ 
(⑤와 비교)

무상할당(벤치마킹) + NA
⑧ 

(④와 비교)

무상할당(GF) + NA ④
배출권판매수익-자산에 반영

⑥/⑦/⑩ 
(③/⑨와 비교)

유상할당(무상할당=0)
⑨/⑩ 

(④와 비교)

무상할당 배출권/무형자산 0처리 ①/③
주 : GF = grandf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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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설정한 시나리오 및 수치 예들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는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시나리오 분석결과 I

생산  감축투자  온실가스배출 계수  이자율 

○ 패널 NA 
(  , 

=0, =0)

   2
4
 6

  0

 

 0.5


 

 0.5
  1

① 패널 1 
(  , 

=0)    1.84
3.68
 6.32

  0.046

 

 0.5

*
 

 0.45

  1

② 패널 2 
(① + 

=1)
  0.978

③ 패널 3 
(  , 

=0)
 1.71
 2.09
3.80
 6.19

 0.043
 0.010


 0.5, 

 0.457


 0.1, 

 0.090

  1

④ 패널 4 
(  , 

=1)
 0.980
 0.998

⑤ 패널 5 
(④ + =0.5)

 1.85
 2.04
3.90, 
 6.10

 0.023
 0.005


 0.5, 

 0.477


 0.1, 

 0.095

 0.993
 1.000

⑥ 패널 6 
(③ + =0.05)

 1.71
 2.09
3.80
 6.19

 0.043
 0.010


 0.5, 

 0.457


 0.1, 

 0.090

 0.998
 1.000

⑦ 패널 7 
(④ + =0.05)

 0.979
 0.998

⑧ 패널 8
(④ + 벤치마킹)

 1.71
 2.09
3.80
 6.19

 0.043
 0.010

  


 0.457, 

 0.090
 0.910
 0.604

⑨ 패널 9
(  , 

 , =0) 

 1.71
 2.09
3.80
 6.19

 0.043
 0.010


 0.5, 

 0.457


 0.1, 

 0.090
  1

⑩ 패널 10 
(  , 

 , 
=0.05) 

기 : ⑨와 
동일
기: 
 1.61
 2.12
3.74
 6.26

기 : ⑨와 동일
:

 0.039
 0.011

기 : ⑨와 동일
:


 0.5, 

 0.461


 0.1, 

 0.089

 1.043
 1.01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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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4>에 제시된 ‘시나리오 분석 결과 I’은 배출권의 할당방식(무상 vs. 유

상), 할당받은 배출권을 기업이 회계 상에서 처리하는 방식(무형자산 0 처리 vs. 무

형자산 1 처리), 두 기업의 배출계수의 차이 여부(    vs.   ), 시장에서 배

출권 거래가격의 높고 낮음(    vs.   ), 배출권의 잉여 또는 부족분이 배

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된 후 기업의 내부 현금자산으로 유보되는 비율의 차이

(    vs.   )에 따라 기업의 생산, 감축투자, 배출계수, 그리고 대부이자

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은 개별기업의 생산량과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 어떻게 변

하는가이다. ETS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패널NA)와 비교할 때, 어떤 식으로 ETS를 

도입하는가와 무관하게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

만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ETS 시행으로 오히려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두 기업 사이의 배출계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언제나 발생한다. 시나리오 상에서는 

패널NA와 패널1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우들에서 기업1의 배출계수가 기업2의 배출

계수보다 높다고 가정했다. 초기에 같은 수준의 생산량을 생산하더라도 배출계수가 

높은 기업1의 경우 한계감축비용(MAC)이 낮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업1은 기업2

에 비해서 더 많은 배출량을 감축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배출계수가 이미 낮은 기

업2는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대폭 줄이는 데 소요되는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차라리 기업1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쪽이 낫다. 물론 기업2 역시 기업1

과 마찬가지로 감축비용을 지출하여 배출계수를 낮추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ETS 

시행 후 기업2의 생산량은 시행 전 수준보다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ETS의 도입이 비용 효과적으

로 배출량을 줄인다는 점은 확실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 눈여겨 볼 사항은,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회계 처리할 때 무형자

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느냐 아니면 시장가치(여기서는   )로 

계상하느냐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이다. 배출계수의 초기 값이 두 기업

들 간에 동일한 패널1과 패널2의 결과를 비교하면 단지 무형자산의 가치 계상에서

의 차이는 생산량과 감축투자, 그리고 배출계수에서 두 기업들 간에 차별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기업 모두 생산량을 줄이고, 감축투자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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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출계수를 소폭 줄이지만, 두 기업들 사이의 차이는 없다. 

하지만 두 기업이 각각 직면하는 대부이자율에는 무형자산을 시장가치로 계상하

느냐 아니냐하는 점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패널1 및 패널3에서는 무형자산을 0으

로 처리한 결과, 자산부채비율에 아무런 변화가 타나지 않고 이로 인해 대부이자율

은 변화가 없다. 그에 비해서 패널2 및 패널4에서는 무형자산을 시장가치로 계상하

고, 그 결과 자산이 증가하므로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이고, 이는 자본시장에 긍정적

인 신호로 보내어 대부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시장가격으로 계상하는 경

우, 시장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업의 행태 및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인지도 중

요한 관심사이다. 이 경우는 배출권 시장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를 다루는 

패널2 및 패널4와 낮은 경우  를 다루는 패널5를 비교하면 된다. 시장가격

으로 처리한 배출권 보유분을 낮은 가격으로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자산부채비율

의 변화는 높은 가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비해서 크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자본시

장에 대한 신호기능은 미약해지고, 대부이자율의 하락폭은 줄어들게 된다. 패널5의 

경우를 보면, 기업1의 경우 대부이자율 하락폭이 매우 미미하고 기업2의 경우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이 드러난다.

배출권 할당방식이 기득권보호(grandfathering: GF) 방식인지 벤치마킹(benchmarking) 

방식인지에 따라서도 대부이자율은 크게 변할 수 있다. 패널4와 패널8에서 제시된 

결과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준다. 벤치마킹 방식으로 할당을 하는 경우, 배출계수가 

낮은 기업2는 평균배출량에 의거한 할당량을 받게 되어 기득권보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게 된다. 배출계수가 낮은 만큼 기업2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은 배출권을 더 많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고, 기업1은 기득권보호 방

식에 비해서 더 많은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한다. 이

로 인해 기업2의 자산부채비율은 크게 개선될 것이고, 이는 자본시장에서 기업2에

게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2가 직면한 대부이자율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패널4와 패널8에 제시된 기업2의 대부이자율 수준은 각각 0.998

과 0.604로 현격한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점은, 패널1~8에서 상정한 무상할당의 결과가 패널9~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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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유상할당 의 경우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가 하는 점이다. 패널9와 

패널10은 유상할당에 배출계수의 차이를 상정하고, 이에 덧붙여 배출권의 잉여분 

또는 부족분이 시장에서 거래된 후 기업의 내부 현금자산으로 유보되는 비율이 

0%인 경우와 5%인 경우의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유상할당을 받는 경우, 기업은 배

출권을 시장가격에 구입하고 당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내부유보율이 0인 경우에는(패널9) 생산량, 감축투자, 배출계수가 모두 변

하지만, 실제로 부채자산비율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부이자율은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내부유보율이 0보다 큰 경우(패널10), 

배출권 구입과 제출은 부채를 증가시키게 되고 대부이자율은 상승한다. 하지만 이

자율 상승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보다  기에서이다. 이자율이 

기에서 상승하면 기업1은 이미 직면한 이자율 수준이 높고 배출계수도 높으므로 자금

조달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 효과는 기업1의 생산량이 기에서보다  기에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축투자를 보여주는     역시   

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낮은 배출계수를 보이는 기업2는 기업1보다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대부이자율에 직면하여  기에 오히려 생산량을 2.09에서 2.12로 증가시

키게 된다. 배출계수로 나타나는 기업의 청정생산능력 여부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점이 자산시장에서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대부이자율에서의 

차이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동태적으로 가속화하면서 시간이 흐름

에 따라 특정 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앞의 수치 모의실험 결과들을 통해 ETS의 시행여부 및 시행방식이 과연 얼마나 

일관된 회계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ETS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재무상황 변화가 자산시장에 주는 신호기능의 정도와 감축투자에 대한 유인제공의 

강도를 정리할 수 있다. 아래 <표 5>은 바로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유상할당을 하는 경우(또는 무상할당량이 0인 경우)는 시장가격으로 계상하

는 회계처리 방식이 가장 일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무상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가치 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일관된 방식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감축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는 무상할당을 벤치마크 방식으로 하되 가치를 0으로 평가하지 않는 방식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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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투자유인을 제공한다. 그에 비해서 ETS를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패널NA) 무상

할당을 하되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감축투자에 나서게 만드는 유인이 매우 부족해진다. 무상할당이라도 배출권 시장가

격이 높게 형성되거나 유상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보다 높은 투자유인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시장을 통해서 기업이 직면하는 대부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신

호기능은 유상할당의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무상할당을 하더라도 벤치마크 

방식으로 할당을 시행하는 동시에 배출권의 가치를 0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들에

서 크게 나타난다. 그에 비해서 무상으로 할당하고 무형자산을 가치 0으로 처리하

는 경우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주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호기능을 자산

시장에 전달할 수 없게 된다.

<표 5> 시나리오 분석 결과 II

관련 패널 일관성
자산시장에 주는
신호기능 강도

감축투자에 대한
유인 제공 강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NA × ×

무상할당(GF)/낮은 
배출권(시장)가격 

⑤ ×

무상할당(GF)/높은 
배출권(시장)가격

③ 
(⑤와 비교)

○
무상할당(벤치마킹)/0처리 안한 

경우
⑧ 

(④와 비교)
× ◎ ◎

무상할당(GF)/0처리 안한 경우 ④ × ○
배출권판매수익-자산에 반영

⑥/⑦/⑩ 
(③/⑨와 비교)

○
유상할당(무상할당=0)

⑨/⑩
(④와 비교)

◎ ◎ ○
무상할당 배출권/무형자산 

0처리
①/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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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배출권거래제는 규제당국이 제도 도입 초기에 배출권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

는 문제부터 기업들이 할당받은 배출권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기업 및 산업 전반

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이 실제로 기업의 

미시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변화시키며, 재무제표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변화가 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이자율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배출권거래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감축투자에 대한 유인을 왜곡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형편이다.

본 논문은 회계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배출권거래제의 시행과 운영이 기업들

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배출권의 할당방식과 회계처리상의 

인식 및 계상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극대화 의사결정이 변할 뿐만 아니

라 기업의 재무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론적인 분석모형을 통해 정식화할 수 있

었다. 또한 분석모형을 이용해 균형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하는 대부이자

율이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이는 다시 감축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

로 인해 배출량, 생산비용, 생산량, 감축투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명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치 예를 이용한 모의실험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살펴보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배출권을 시장가격으로 계상하는지

의 여부, 할당방식이 기득권보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벤치마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그리고 시장가치로 계상된 배출권가격이 높게 유지되는지의 

여부가 기업의 생산과 감축투자, 온실가스 배출계수, 그리고 이자율에 시나리오별로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 

연도에만 이러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회계처리 방식이 충족될 경우, 

차년도 이후에는 이질적인 기업들의 특성과 맞물려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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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통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모형 및 분석결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향후 확대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 년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본 연구를 동태적인 

차원에서 확장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 개념을 이용하여 더욱 포괄

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이다. 셋째는 단일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기업들을 대

상으로 삼은 부분균형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의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사회전체적인 후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균형

적인 접근법으로의 확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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