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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f carbon tax is not effective to control CO2 emissions, emission trading (ET) as in Kyoto mechanism will be 

the other alternative. However, for international ET to be viable, it presupposes that an emitter will purchase 

emission permit if emitting above its cap, rather than producing energy-intensive goods less domestically and 

importing abroad instead. Whether a country as a whole does so or not can be revealed by its 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 (BEET). Earlier studies on BEET relied on few selected countries in a partial 

equilibrium context.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BEET in a worldwide CGE context and to 

simulate its sensitiveness to a domestic policy measure such as carbon tax, with a special 

emphasis on Korea. 

 

 

 

 

                                                      
1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지원(KRF-2003-013-B00044) 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연구에 

사용된 GTAP dataset과 GEMPACK의 사용권은 BK21의 지원에 의한 것이며, SGM모형은 Joint Global Change 

Research Institute(JGCRI),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MD, USA의 소유임. 본 연구를 위한 SGM 

software의 사용을 허락해 준 JGCRI의 Ron Sands박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2

요약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배출 저감은 기후 변화 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이 부속서1국가로서 교토 메카니즘을 활용하려면, 국

내 배출량의 결정 요인과 국제적 배출 책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배출 허

용 한도에 대한 누수 요인이 될 수 있는 무역에 함유된 각국의 CO2 배출량을 추정하고, 탄소 세와 같은 국

내 정책 수단이 국제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에 미칠 영향을 일반 균형모형 구조 속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부 국가들에 대해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이 추정된 경우가 있으나 국제적인 연관 관계가 고

려된 분석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세계 무역 CGE모형의 틀 속에서 각국의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를 분석한 새로운 시도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탄소 세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배출 권 거래 제도 등이 대안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는 배

출 수지에 대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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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교토 의정서는 현재 비준 국가들의 배출량이 감축 의무국 전체 배출량의 44.2%에 불과하여 그 발효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이는 부속서B국가 중 지구 전체 GHGs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 등도 비준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의 발효와 별개로 

EU는 2005년부터 독자적으로 역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키로 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교토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는 명분의 하나로 중국, 인도, 멕시코, 한국 등 GHGs 

배출이 많은 비 부속서1 국가들의 동참이 없는 구도하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한국에 대해서도 기후 변화 협약 상의 의무 부담 국가 지위를 수용하라는 국제적 압력은 가중되고 

있는 터이다.  

한국은 기후 변화 협약 상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GHGs 감축 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나, 2000년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일본, 독일, 이태리 등의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였고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2 IEA(2001)에 의하면, 1999년 원유, LNG, 

정유 제품, 석탄 등의 세계3대 수입국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OECD회원국이며 경제 

규모에서 세계 12위라는 위상에 비추어 앞으로도 계속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화석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GHGs 배출 저감은 기후 

변화 협약과는 별개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도 실정에 맞는 

의무 부담 방식을 제시하고 부속서I국가로서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한 적극적인 GHGs 저감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에너지원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면서도 한국의 에너지 소비와 GHGs 배출 수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의무 부담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미흡하다. 앞으로 한국이 교토 메카니즘을 활용하려면, 국내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국제적 배출 책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배출량의 결정 

                                                      
2 KEEI, Energy in Korea, 200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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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는 국내적 요인뿐 아니라, 수출입 구조와 해외 투자 등 국제적 요소도 중요하다. 예컨대 

배출 집약적인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신 수입하여 소비한다면, 국내 배출은 감소하고 대신 

해외 배출이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A국은 주요 철강 생산국으로 그 생산량의 

대부분을 B국에 수출하고 대신 농산품을 수입하여 소비하며, B국은 주요 농산품 생산국으로 

그 생산량의 일부를 A국에 수출하고 대신 A국으로부터 철강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GHGs의 발생은 A국에서는 주로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고, B국에서는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한다. A국의 국내 GHGs발생량은 주로 생산 

활동으로 인한 것이며, B국의 국내 GHGs발생량은 주로 소비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A국의 GHGs발생은 B국의 철강 수요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수요 측면에서 보면 A, B두 

나라에서 발생한 지구 온난화 가스 발생량은 모두 B국의 수요로 인한 것이다. 이 같은 국제 

무역과 연관된 GHGs 배출 관계는 기후 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감축 의무의 국제적 

배분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 무역에 

함유된 각국의 GHGs 배출량을 추정하고, 수입 에너지의 상대가격에 변화를 주는 탄소 세 등의 

정책 수단이 국제 무역의 GHGs 함유량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무역 일반 균형 모형 구조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무역에 함유된 GHGs 배출 수지(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 BEET)와 배출 교역조건(Emission Terms of Trade: ETT) 등을 

계산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 탄소 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화가 BEET와 ETT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이런 정책 수단이 국제적 배출 연관 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BEET나 ETT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 배출량에 대한 분석은 Ahmad and Wyckoff (2003), 

Antweiler(1999), Bosi and Riey (2002), Lenzen(1998), Machado et al (2001), Muradian et al 

(2002), Wyckoff and Roop(1994) 등에서 개념이 정의되었다. 예컨대, Bosi and Riey(2002)의 

분석에서는 국제간의 에너지 교역에서 발생하는 GHG의 발생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을 주로 에너지 수출국의 에너지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출 

가스의 발생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Machado et al (2001)의 경우는 브라질의 수출입에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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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만을 다루었다. Ahmad and Wyckoff(2003)의 경우 세계 주요 국가들의 수출입에 함유된 

배출량을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다루어 이 들 국가들간의 국제 무역을 통한 상호 연관 관계가 

분석되지 아니하였다.  Chung and Rhee(2001)는 국제 산업 연관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환태평양 국가들의 CO2배출의 국제적 상호 연관성을 검토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 무역을 통한 CO2배출의 국제 연관 관계를 일반 균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국제 무역 모형에서 한국은 소국으로 취급되어 주요 국가로서 

포함된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수위의 원유 및 석탄 수입국이며, 세계 10위의 

CO2배출국이라는 점에서 기후 온난화 문제에 관한 한 소국이 아니다. 따라서 저자는 GTAP 

Dataset에서 한국을 독립된 지역으로 재 집계하여 GTAP모형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GTAP-E Dataset의 분석에 적용하고3 SGM 모형4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아래 1장에서는 먼저 GTAP Dataset와 GTAP모형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다. 2장에서는 

GTAP-E의 CO2배출량 통계를 GTAP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국제 무역에 함유된 주요국의 

배출량, 배출 수지(Balance of Emission Embodied in Trade: BEET), 배출 교역조건(Emission 

Terms of Trade: ETT) 등을 계산한다. 여기서는 특히 이들 배출량 지표들이 탄소 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 통계 자료의 구성과 분석 구조 

                                                      
3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grams) Dataset은 미국 Purdue University의 세계무역분석연구소 (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에서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는 세계 무역 통계이며 이 연구소에서는 

GEMPECK software를 사용하여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CGE)구조를 

가진 세계교역 모형(GTAP)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GTAP-E Dataset은 GTAP이 미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연구 용역에 의해 개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및 GHGs배출 통계이다  

4 SGM (Second Generation Model)은 필자가 2003-4 기간 중 연구년을 보낸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Joint Global Change Research Institute (JGCRI)에서 개발한 대표적 기후 변화 관련 CGE 모형이다. 



 6

1. 통계 자료의 구성 

GTAP Dataset의 대부분은 투입-산출 통계이며, 이 논문에서 사용된 GTAP5 Dataset은 

각국의 가능한 최신 투입-산출 통계인 1997년 전후의 산업 연관 분석표들이다.5  다만 1국 

CGE모형에서와는 달리 GTAP모형에서는 국제간의 무역 관계가 포괄적으로 반영된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을 기후변화협약 상의 GHGs 감축 의무국인 “부속서I 국가군”과 “비 

부속서I 국가군”으로 크게 나누었다.  전자는 다시 GHGs 배출 규모를 반영하여 미국(USA), 유럽 

연합(EU), 일본(JPN), 동유럽 및 구 소련연방 지역(Eastern Europe and Former Soviet Union: 

EEFSU), 기타 부속서I국가군(Rest of Annex I Countries: RoAI)의 5개 지역으로, 후자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Energy Exporting Countries: EEX), 중국(CHN), 한국(KOR), 나머지 국가군(Rest 

of the World: ROW)의 4개 지역으로 집계되었다. GTAP 모형의 기본 데이터가 되는 국제 

투입-산출표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5  2004년도 중반 이후에 발표될 GTAP6 Dataset에서는 각국의 2000전후의 최신 산업연관분석표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산업연관분석표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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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제 투입-산출표 

중간 투입 (A) 최종 수요 (F) 총 산출 

(X) 

 

1 국 2 국 3 국 …  9 국 

A1  A2  A3 …  A9 

F1   F2   F3  …  F9  X 

 1 국 A1 

2 국 A2 

3 국 A3 

… 

9 국 A9 

11A   
12A   

13A  … 
19A  

21A   
22A   

23A  … 
29A    

31A   
32A   

33A  … 
39A    

 

.     .    .   …  . 

91A   
92A   

93A  …
99A    

11F   
12F   

13F  … 
19F  

21F   
22F   

23F  …
29F   

31F   

32F   
33F  …

39F  

 

.    .    .   …  .  

91F   
92F   

93F … 
99F   

1X  

2X  

3X  

. 

9X  

   운임,보험  BF 1BA    …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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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   

3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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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11A 는 어떤 대표적인 국가1의 국산 중간재 투입 행렬이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국내 산업을 석탄, 원유, 천연 가스, 석유-석탄 제품, 발전, 농수산,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타 

산업 및 서비스업의 8개 산업으로 단순히 집계하였으므로 각 행렬의 차원은 8x8이다. 예컨대 

8x8차원 행렬
11A 의 원소 는 1국의 i산업의 산출물 중 j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량을 

보여준다. 8x8차원 행렬 

11
ijA

21A 는 2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국의 중간재 투입 행렬이며, 

마찬가지로 8x8행렬 
31A 은 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국의 중간재 투입 행렬이다. 

따라서 
12A 는 1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국의 중간재 투입 행렬이며, 이는 1국의 2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행렬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13A 는 1국의 3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행렬이며 또한 1국으로부터 수입한 3국의 중간재 투입 행렬이다. 다른 A행렬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수요 부문에서
11F 는 8x3 행렬로서 1국의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각 산업 부문 제품에 대한 국내 최종 수요를 보여준다.  
12F 도 8x3행렬로서 

2국의 가계, 기업, 정부 부문에 의한 1국의 8개 부문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보여주며 

이는 또한 1국의 2국 최종 수요 부문에 대한 수출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13F 는 1국의 3국 

최종 수요 부문에 대한 수출 행렬이다. 같은 방식으로 
21F 는 1국의 최종 수요 부문이 2국의 

각 부문으로부터 수입한 수량을 보이는 수입 행렬, 
31F 는 3국으로부터 수입한 1국의 최종 

수요 수입 행렬을 보여준다. 

 

2. GTAP 모형의 구조 

일반적으로 계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모형에는 

각 생산품과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결정하는 수식과 시장 청산 조건이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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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생산요소와 생산품의 수요는 각각 생산자와 가계의 최적화 행동의 해로서 결정된다. 

그리고 모형의 생산. 소비 구조를 결정하는 함수의 패러미터 값은 대부분 투입-산출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도출되고, 모형의 예측 결과가 이 데이터 베이스에 일치하도록 패러미터 값이 

미조정된다. 여기서는 GTAP의 CGE모형 구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미시적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GTAP모형의 공급. 수요 구조에서 특징만을 간단히 소개한다.6 

공급 구조: 표준GTAP 모형에서 각 산업의 생산물은 생산요소 복합재와 중간 투입물 

복합재를 Leontief생산 기술(σ =0)에 의해 결합함으로써 생산된다. 여기서 생산요소 복합재는 

토지, 자본,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CES함수에 의해 부가가치 복합재 둥지로 

집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간 투입물 복합재는 수입 중간 투입물 복합재와 국산 중간 

투입물 복합재 간에 소위 Armington대체( Dσ ) 관계를 가정하여 한 둥지로 집계한 것이다. 

여기서 수입 중간 투입물 복합재는 수입 중간 투입물 상호간의 대체 탄력성, Mσ 를 가정하여 

이들을 한 둥지로 집계한 것이며, 국산 중간 투입물 복합재도 국산 중간 투입물 상호간의 

대체 탄력성, Dσ 를 가정하여 한 둥지로 집계한 것이다. 그러나 생산요소 복합재와 중간 

투입물 복합재는 생산 과정에서 고정 비율로 결합된다고 가정된다. 여기서는 별도로 에너지원 

간의 대체나 에너지와 본원적 생산요소간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7 그러나 이 논문에서 

사용된 GTAP모형에서는 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원 별로 분리됨으로써 에너지 투입물과 다른 

중간 투입물 간의 대체( Dσ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8 이 같은 생산 구조는 아래 <그림1>로 

요약될 수 있다. 

 

                                                      
6 GTAP 모형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 Hertel(1997), GTAP Database 에 대해서는 Dimaranan and 

McDougall(2002) 등을 보라. 

7 GTAP 의 에너지 데타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Malcom and Trung(1999)를 보라. 

8 GTAP-E 모형은 에너지원 사이, 에너지와 본원적 요소 사이의 대체 관계를 모형 속에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본간의 대체 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Vinals(1984, pp. 237-23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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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TAP모형의 생산 구조 

Dσ
VAσ

Mσ

부가가치 중간투입물모든포함에너지  ) (

토지 노동 자본 국산 수입

...     1 해외지역 r 해외지역

0=σ )(Leontief

산업생산

 

수요구조: GTAP모형에서 수요는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로 구분되고 국내 수요는 소비와 

투자로, 소비는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민소득과 소비의 차이로서 

저축이 정의된다. 정부 소비 지출은 Cobb-Douglas함수 (σ =1)에 의해 집계된 각종 생산물의 

복합 재 소비량으로 표현된다. 민간 소비는 대체 탄력성 차이 불변(Constant Difference in 

Elasticities: CDE) 지출 함수를 가정하여 소수의 복합 재로 집계되고 있다.9 예컨대 가계의 

소비에서 에너지 상품들이 동일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이들 에너지 

                                                      
9 이 함수의 성격에 의하면, 동일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패러미터를 가지는 소비 상품들은 하나의 복합 재로 

집계될 수 있다.  CDE 함수에 대한 논의는 Hanoch, G. “Production and Demand Models with Direct and Indirect Implicit 

Additivity,” Econometrica, Vol. 43, 1975, pp. 395-419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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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들을 하나의 에너지 복합 재로 집계될 수 있다.  따라서 석탄, 원유, 가스, 전기 등이 

가계의 지출 함수에서 하나의 에너지 복합 재로 집계되었다.  

 

                             <그림 2> 

                          GTAP모형의 소비 구조 

 

 

 

 

 

 

 

 

                  

         

에너지복합재 비에너지복합재

석탄

국산 수입

...  1 수입지역

...  1 수입지역

국산 수입
.... .... ....

r  수입지역

r  수입지역

효용함수CDE

1=PENσ Dσ

Mσ

MσDσ

수요함수가계의 

 

 

여기서 보인 GTAP모형의 행태는 여러 대체 탄력성의 값(σ )에 크게 의존하며, 한편 이 

대체 탄력성은 모형의 구조, 각 함수의 형태, 사용된 Dataset, 부문별 집계의 정도, 분석 

기간의 설정에 그 값이 의존한다.  

 

 

II. 국제 무역에 함유된 CO2 배출 분석 

1. 국제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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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의 계산방법은 Ahmad and Wyckoff (2003)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 국내 생산과 수입을 통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된 모든 상품 속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함유된 CO2함유량을 

계산하고, 나)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 생산을 통해 발생한는 

CO2배출량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투입 산출 데타와 각국별, 산업별 

CO2배출량 데타가 필요하다.10 이 논문에서는 세계 무역을 포함하는 국제 투입 산출 자료와 

에너지-CO2배출량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GTAP과 GTAP-E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였다.11 

임의의 한 분석 대상 국가를 K국이라고 하면 Ahmad and Wyckoff (2003)의 방법론에 따라 

각각의 K국에 대해 다음의 (1.a)에서 (2.b)까지의 4가지 수치가 계산될 수 있다. 

(1) K국의 국내 발생 CO2배출량으로서, a) K국의 국내 수요(즉, 민간 소비, 투자, 재고 변동, 

정부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 재화와 용역 중 국산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CO2 

배출량; b) K국의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 국내에 발생한 CO2배출량. 

(2) K국의 수입으로 인해 해외에 발생한 CO2배출량으로서, a) K국의 최종 소비 수입품에 

함유된 CO2배출량; b) K국의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수입 중간재에 함유된 CO2배출량. 

위에서 보인 각항을 집계하여 K국에 대해 다음의 (가) – (마)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 데타는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es(IDE)의 국제 산업연관분석표와 교토 대학

교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Navigation (EDEN) 산업연관분석표 및 에너지 배출통계표 등에서 얻을 수 

있다.  IDE 와 EDEN 자료에 의한 환 태평양 지역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은 이해춘, 정현식(2003)을 보라.   

11 GTAP-E 통계에서 각 부문별 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000/)]12/44()1([2 ×××−××= iiijriisjrisjr FOCEFCSTCCFCCO  

단, 여기서 i는 에너지 산업 (석탄, 원유, 천연 가스, 석유-석탄 제품, 전기, 가스 산업), s는 수입 혹은 국산 

에너지의 구분, j는 각 중간 투입 부문과 최종 소비 부문, r는 수출입 대상 지역을 의미한다. 위에서 CO 는 

r지역의 j산업부문에서 s산 에너지 상품 i를 투입함으로써 발생시킨 CO2배출량 (1,000 t-CO2 단위); 는 

r지역의 j산업부문에서 사용한 s산 에너지 상품 i의 소비량 (1,000 toe); 는 TJ단위의 I 에너지 상품량을 

1,000toe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환산 계수; CST 는 r지역의 j산업부문에서 사용한 에너지 상품 i의 탄소 함유 

비율; 는 에너지 상품 i TJ 단위당 배출 탄소량 (t-C); FOC 는 에너지 상품 i중에 함유된 탄소의 산화율을 각각 

의미한다. 

isjr2

isjrFC

iCC

ijr

iE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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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국의 국내 수요로 인해 국내외에 발생한 CO2배출량  = (1.a) + (2.a)  

(나) K국의 국내 생산 과정에서 국내에 발생한 CO2배출량 = (1.a) + (1.b).   

(다) K국의 수출에 함유된 CO2배출량 = (1.b) + (2.b)12  

(라) K 국의 수입에 함유된 CO2 배출량 = (2.a) + (2.b) 

(마) K 국의 무역에 함유된 CO2 배출 수지 = (1.b) – (2.a) 

이 논문에서는 GTAP-E의 각국 산업 부문별 국내 CO2배출량 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별 

배출 계수 행렬을 계산하고, 수출품 생산의 배출 계수가 해당 산업부문의 국내 배출 계수와 

같다는 가정하에 각 산업 부문별 수출품에 함유된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쌍방간 무역에서 한 

나라의 수출은 다른 나라의 수입과 같으며, 모든 나라의 K국에 대한 수출을 집계한 것은 

K국의 수입과 같다. 따라서 K국의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은 K국에 수출하는 각국의 수출품에 

함유된 배출량으로부터 도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의 탄소 세 시나리오 별 장기 배출 전망에 의해 선택한 탄소 세율에 

따라 수입 에너지에 탄소 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과 교역 상대국에 미칠 영향을 배출 

수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GTAP-E의 통계를 이용하여 기준 

연도(1997)에 대해 각국 수출입에 함유된 CO2 배출 수지를 먼저 계산하고 탄소 세 부과 

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13  

 

                                                      
12. 만약 수출품 생산에 수입 중간재의 투입이 없다면 K 국의 수출에 함유된 배출은 모두 K 국의 국내 배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생산 과정에는 수입 중간재가 사용될 것이므로 이 항의 K 국 수출에 함유된 

배출 속에는 수입 중간재에 함유된 만큼의 해외 배출이 포함된다. 그런데 수입 중간재에 함유된 해외 배출은 

수출에 함유된 CO2 배출량과 수입에 함유된 CO2 배출량 계산에 모두 포함되어 이중 계산이 되므로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항은 상쇄된다. 

13 여기서는 편의상 GHGs 를 대표하는 CO2 에 한정하여 배출 수지 등이 분석되었다.  그것은 GHGs 6 가지 중에서 

CO2 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며 그 대부분이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하고, 화석 연료의 수출입 통계는 

다른 에너지 원에 비해 비교적 정확하고 국제간에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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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탄소 세 시나리오 별 배출 전망 

최근까지 CO2배출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며 앞으로도 경제 성장의 지속을 예상하는 

한국으로서는, 부속서1의 선진국들처럼 2008-12년의 제1차 이행 기간 중 1990년 배출 수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목표 설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1997년이나 2000년 수준으로 배출량을 유지하는 것 조차도 경제 성장의 심각한 

희생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SGM모형의 예측 결과에 의하면,14 <그림 3>에서 보인 것처럼 한국이 지금부터 1990년 

수준의 배출 수준을 유지하려면 탄소 톤 당 US$3,060라는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금지 

수준의 조세가 요구되며, 1995년 수준의 배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US$1,890 전후의 

충격적 탄소 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수준의 배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탄소 톤당 US$960 수준의 탄소 세가 요구되며 그 조세 수준도 점차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5% 포인트씩의 배출량 증가를 허용하는 완만한 총 배출량 저감 목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런 시나리오는 아마도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제약일 것이다. 

이런 완만한 저감 시나리오의 경우 아무런 배출 제약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기준선 

(baseline)에 비해 2050년까지 한국은 총 배출량을 약 90백만 탄소 톤 정도 낮출 수 있다.15 

(<그림 4> 참조).  그러나 이 감축 목표 달성을 탄소 세에 의존하는 경우, 에너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한국으로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탄소 톤당 

$400, 그리고 2010년부터 2030년까지는 탄소 톤당 $600 이상의 높은 탄소 세 부과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14 SGM 은 5 년 단위로 12 기간, 즉 60 년을 예측하는 장기 예측 모형으로 아래의 논의는 물론 SGM 모형과 모형에 

내재하는 가정에 크게 의존한다. SGM-Korea 에 대한 소개는 Sands, Jung and Jo (2000)을 보라 

15  탄소 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CO2 배출량 단위가 탄소 톤임을 유의하라. 예컨대, 90 백만 탄소 

톤(tons-C)은 90 x (44/12) =330 백만 이산화 탄소 톤(tons-CO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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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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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탄소 톤당 $50와 $100의 

탄소 세를 각각 2010년부터 부과하는 경우에 일단 논의를 한정해 보기로 한다. 편의상 $50 

탄소 세를 시나리오1, $100 탄소 세를 시나리오 2라고 부르자.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나리오 1하에서 2050년의 배출량은 213백만 탄소 톤, 시나리오 2의 경우 199백만 탄소 

톤으로 전망된다. 이 것은 무 정책 상태의 기준선에 비해 각각 17백만 톤과 30백만 톤 정도를 

저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2010년 이후부터 매년 평균1% 포인트의 배출량 증가를 

허용하는 저감 목표(<그림 3>참조)에 비해, 2030년 77백만 톤과 64백만 톤, 2050년 74백만 

톤과 61백만 톤을 각각 초과하는 것이다. (<부표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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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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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총 배출량이 현재 수준의 약 두 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탄소 톤당 $50과 $100의 탄소 세는 아래 <표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수입 석유 제품의 경우 각각 약 30%와 60%, 수입 

석탄의 경우 각각 약 100%와 200% 인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 경제에 대한 

심각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톤당 $50와 $100 탄소 세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의 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 2>에서는 수입 석탄, 천연 가스, 원유 및 정유 제품의 함유 탄소 톤당 

$50 달러 혹은 $100 달러의 탄소 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들 에너지 별 가격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에너지 가격 인상 율은 1999 년도 일본과 미국의 석탄, 천연 가스, 

원유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탄소 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 율을 기존의 수입 

관세율 등에 부가하는 외생적 쇼크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이 같은 탄소 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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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가 한국과 각국의 국제 무역에 함유된 이산화탄소 배출 수지(BEET)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정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16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소 톤당 동일한 탄소 세가 부과되더라도 가격에 비해 

에너지 단위당 탄소 함유량이 큰 에너지 원의 경우 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예컨대, 탄소 톤당 $50 의 탄소 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일본의 1999 년 수입 원유 가격은 

배럴당 $5.8(33.3%)가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에 비해 탄소 함유량이 많은 석탄의 경우 같은 

$50 의 탄소 세에 대해 석탄의 톤당 가격은 $35.7 (99%)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가격 

인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유의 경우 천연 가스에 비해 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에너지 가격도 또한 비슷한 비율로 높기 때문에 동일한 탄소 세에 대해 

가격 인상 율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3. 탄소 세의 영향과 각국의 배출 수지 비교 

아래 그림들에서는 기준 상태 (baseline)와 두 시나리오 하에서의 각 국/지역의 경상 수

지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 세계를 미국(1. USA), EU(2. EU), 일본(3. JPN), 동유럽 및 구 

소련 연방 소속 국가들(4. EEFSU), 기타 부속서 1 국가들(5. RoA1), 에너지 수출국들(6. EEX), 중

국(7. CHN), 한국(8. KOR), 그 밖의 모든 국가들(9. ROW)의 9 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림 

5>에서는 각 국/지역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를 총 국내 배출량에 대한 백분비로 각각 

계산하여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 

BEET)는 수출에 함유된 CO2 배출량 (Emissions Embodied in Exports: EEX)에서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Emissions Embodied in Imports: EEM)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앞에서 보인 

                                                      
16 시나리오 별 한국의 총 배출량 변화를 동학적으로 분석하려면 기술 진보, 투자, 인구 변화 등으로 인한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 투입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생산 규모와 생산 구조의 변화가 총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GTAP 모형의 구조 내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를 최소한 

반영한 축차적 동학 모형이 SGM 이며 위에서 보인 한국의 장기적 배출량 전망은 이 동태적 SGM 모형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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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국내 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국내 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생한 

배출량의 차이로 정의될 수도 있다. 

 

< 표 2 > 

 에너지 별 탄소 함유량과 탄소 세 부과의 일차 에너지 가격 인상 효과 

 (1999년 가격기준) 

에너지 

에너지 가격: 

US$/에너지 

단위  

에너지 단위당 

탄소 함유량17 

(metric tons-C) 

t-C당$50 

탄소세 부과시 

에너지 가격 

(인상%) 

 t-C당$100 

탄소세 부과시 

에너지 가격 

(인상%) 

수입원유 

(일본) 

수입천연가스 

(미국) 

수입석탄 

(일본) 

 

$17.38/bbl 

($2.99/MBtu) 

$2.22/MBtu 

 

$36/ton 

($1.30/MBtu) 

 

 0.1157tC/bbl 

(0.0199tC/MBtu) 

 0.01447tC/MBtu 

 

0.7135 tC/ton 

(0.0257tC/MBtu) 

 

$23.17/bbl 

(33.29%) 

$2.94/MBtu 

(32.59%) 

$71.68/ton 

(99.10%) 

 

$28.95/bbl 

(66.57%) 

$3.67/MBtu 

(65.18%) 

$107.35/ton 

(198.19%) 

 

 

 

 

 

 

 

 

 

 

 

 

 

주: Bosi and Riey(2002, p.35)에서 IEA Statistics(2001)에 의거 계산한 표를 미국 Department of Energ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1994)의 에너지 별 탄소 함유량 통계를 이용하여 재구성. 

 

한국의 수입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정유 제품 등)에 대한 탄소 세 부과는 

                                                      
17 탄소 함유량 계산은 화력 발전용 연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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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므로 한국의 경상 수지를 개선시키는 반면 에너지 수출 

국가군의 경상 수지를 다소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수입 에너지 가격의 변화에 대한 국내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매우 낮아서, 탄소 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이 두 지역의 경상 수지와 배출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각 국/지역의 

국제 무역에 함유된CO2배출 수지의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18 

기준 연도의 EU 배출 수지는 약108Mtons-CO2상당량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EU전체로서 역내에 발생한 배출량(2,711Mtons-CO2)보다 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역내 

외에 발생시킨 CO2 배출량이 이만큼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이 수출에 함유된 CO2배출량보다 약108Mtons 더 많으며 <그림 5>에서는 이 

적자 폭이 EU전체 배출량의 약 3.9%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내 

생산에서 발생한 CO2배출량은 약1,005Mtons이나 국내 수요로 인해 국내 외에 발생시킨 

배출량은 이 보다 약 73Mtons이 더 많은 1,078Mtons에 달하며, 이 배출 수지 적자폭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2%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국내 배출량이 적은 대신 해외에 유발시킨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약 0.7Mtons-CO2의 배출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총 배출량 382Mtons의 약 0.2%이다.  

미국의 CO2 국내 총 배출량은 4,761Mtons으로 EU의 1.7배, 일본의 약 4.7배에 이르나 

배출 수지 적자폭은 약52Mtons으로 국내 총 배출량의 1.1% 정도이다. 이는 미국의 국내 

수요로 인한 해외 순 배출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EU와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음을 

뜻한다. 즉, 미국의 국내 총 배출량은 매우 많지만, 해외에 대한 배출 유발 측면에서 볼 때 

EU나 일본에 비해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부표1 참조) 이 수치는 기후 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생산 측면에서 보느냐 수요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토 의정서에 

                                                      
18 자세한 수치는 <부표 1,2,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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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후 협상에서 부속서B국가 간의 감축 의무 할당량 조정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5> 

각 국/지역의 배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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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교토 의정서 부속서B국인 H국이 국내에서 10Mtons-CO2상당량의 GHG를 

발생시키는 생산 시설 X를 비 부속서B국인 G국으로 이전하고 대신 G국으로부터 X의 

생산량을 전량 수입하여 소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결과 세계 전체적으로는 

GHG의 배출량에 변화가 없지만 G국은 국내 GHG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만약 교토 메커니즘에 따라 G국이 10Mtons-CO2의 국내 배출 저감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로 인정 받아 이 것이 배출 권으로 거래된다면 세계 전체로서는 오히려 

GHG의 배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간의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출 수지의 국내 총 배출량에 대한 비중은 EU의 경우 3.9%, 

일본의 경우 7.2%이며 이는 부속서B국가들의 제1차 감축 목표 기간 (2008-12)중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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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목표인 1990년 수준의 5.2%라는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수치이다. 즉, 감축 

목표의 기준을 국내 배출량으로 보느냐 국내 수요로 인한 배출량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만약 국내 수요로 인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저감 목표를 설정한다면 

일본과 EU의 배출 저감 목표량은 각각 7.2%와 3.9% 포인트 증가할 것이며 동구권 및 구 

소련 지역과 그 밖의 부속서 1 국가들의 배출 감축 목표량은 각각 2.8%와 5.0% 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그림 6> 

 

 

 

 

 

 

위에서 <그림 3>와 아래의 <그림 5>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경상 수지  

 

시나리오별 각국의 경상수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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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무 정책) 시나리오 1 : $50 탄소세 시나리오 2 : $100 탄소세

 

위에서 <그림 5>과 <그림 6>은 각각 일본(3)이 경상 수지 흑자국이면서 배출 

수지에서는 적자국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일본의 수입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배출 집약적인 상품임을 뜻하며 이는 배출 교역조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부표 3>참조) 즉 

일본의 배출 교역조건은 0.31로서 이는 수입품이 같은 단위 량의 수출품에 비해 3배 이상 

CO2집약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경상 수지 적자 폭은 9개 지역 중 가장 

크지만 배출 교역조건은 0.94로서 수입품이 수출품보다 미소하게 배출 집약적이며 배출 수지 

적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EU의 경우도 경상 수지는 흑자이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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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이 0.78로서 수입품이 수출품에 비해 배출 집약적이어서 배출 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동구권과 구 소련 지역의 경우 경상 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출 교역조건이 

1.53으로서 수출품이 수입품에 비해 매우 배출 집약적이어서 배출 수지는 흑자로 나타나고 

있다. 구 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교토 의정서에서 

할당된 배출 감축 목표량 보다 이 지역의 실제 배출량이 낮게 발생하여 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 배출 허가권(CER)이 순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배출량을 국내 수요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이 지역의 소위 허풍(hotair) 발생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국내 생산이 크게 증가한다면 생산 측면에서 

허풍의 발생량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며 경상 수지가 악화되면 배출 수지 흑자 폭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중국의 경우 배출 교역조건이 2.70으로서 수출품이 수입품에 비해 매우 배출 집약적이며 

경상 수지도 흑자를 보여, 배출 수지 흑자는 경상 수지 흑자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배출 교역 조건은 1.06으로서 수출품이 수입품에 비해 미소하게 

배출 집약적이어서 경상 수지가 다소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출 수지는 미소한 적자를 

보인다. (그림 5 참조)  

<그림 7>과 <그림 8>에서는 각국의 쌍방간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와 경상 수지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19 이 두 그림을 비교하여 보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어느 나라가 

                                                      
19 GTAP 이 각국간 통계상 불일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공식 통계와 GTAP 통계상에는 약간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통계 기준이 된 1995 년 산업 연관 분석표 상에는 1995 년도에 약간의 경상 수지 

적자가 기록되고 있으나, GTAP 통계에서는 오히려 미소한 흑자가 기록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다.  <그림 6>에서 

보인 경상 수지와 <그림 8>의 쌍방간 경상 수지의 합계도 실제 경상 수지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요인 이외에도 국제수지와 무역 통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주로 운송비, 보험 등 수출입품의 가격 

표시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쌍방간 경상 수지는 쌍방간 수출 행렬로부터 집계된 것으로 수출 상품의 가격 표시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차이는 배출 수지 계산에도 반영된다.  우리의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 

수치는 Ahmad and Wyckoff(2003)의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전자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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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더 에너지(CO2)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여기서 

미국은 EU, 동구 및 구 소련 지역(EEFSU), 한국에 대해 경상 수지 흑자를, 일본, 기타 

부속서1 국가군(RoA1), 중국, 기타 다른 나라들(ROW)에 대해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 EU는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 경상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동구 및 구 소련 지역(EEFSU), 기타 

부속서1국가군(RoA1), 에너지 수출 국가군(EEX)에 대해서 경상 수지 적자를, 그 외 모든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대해 경상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림 7>의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는 <그림 6>의 경상 수지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7>에 의하면20 모든 국가 및 지역은 일본에 대해 배출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은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배출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비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주로 수출함을 의미한다.  

EU의 배출 패턴도 일본에 대한 교역을 제외하면 마찬가지이다. 반면, 모든 국가 및 지역들은 

동구 및 구 소 연방 지역(EEFSU)에 대해 배출 수지 적자를 보이며, 동구 및 구 소련 

지역(EEFSU)을 제외한 모든 국가 및 지역은 중국에 대해 배출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 

것은 동구 및 구 소 연방 지역과 중국의 수출이 수입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출 집약적임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 동구 및 구 소련 지역(EEFSU), 기타 부속서 1국가군(RoA1), 

에너지 수출 국가 군(EEX), 중국(CHN), 기타 다른 나라들(ROW)은 배출 수지 흑자를, EU, 

일본(JPN), 한국(KOR)은 배출 수지 적자를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은 동구 및 구 소련 

지역(EEFSU), 기타 부속서 1국가군(RoA1), 에너지 수출 국가 군(EEX), 중국(CHN), 기타 

                                                                                                                                                                              
산업부문의 수출에 함유된 배출을 집계한 것으로 가계 부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GTAP 통계에서 

국제 시장가격으로 계산된 수출 통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수출을 수입국 국내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경우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다소 크게 나타난다. 

20 <그림 7>의 근거가 되는 배출 수지의 통계 수치는 <부표 2>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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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ROW)에 대해 배출 수지 적자, EU,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배출 수지 흑자를 

보인다. 이 것은 대략적으로 미국이 EU, 일본, 한국에 대해서는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고, 그 밖의 국가 및 지역 등으로부터는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 패턴을 

반영한다. 한국은 미국, 구 소련 지역(EEFSU), 기타 부속서 1국가군(RoA1), 에너지 수출 

국가군(EEX), 중국(CHN)에 대해서는 배출 수지 적자를, EU, 일본(JPN), 기타 

국가군(ROW)에 대해서는 배출 수지 흑자를 보인다.21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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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21 쌍방간 배출 수지의 자세한 수치는 <부표 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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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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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각 국/지역과 한국간의 쌍방 배출 수지 

한국의 기준 연도 국내 CO2배출량을 산업 부문 별로 살펴 보면 발전 부문이 133백만 

톤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으로 59백만 톤을 

배출하여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부표 7 참조) 에너지 원 별로 살펴보면, 석탄 사용으로 

인한 국내 배출량은 126백만 톤이며, 이 중 수출품 생산으로 인한 것은 약 21백만 톤에 

해당한다. 국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CO2는 석유_석탄 제품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의 약 60%인 약 230.2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수입 천연 가스의 사용으로 국내에 

발생한 CO2배출량은 약25.7백만 톤에 상당한다.  한국의 전 산업 부문 국내 총 배출량 

382.2백만 톤 중 수출품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은 약39.6백만 톤, 수입품에 함유된 

CO2배출량은 약 40.3백만 톤으로 배출 수지 적자폭은 약 0.7백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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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와 한국간의 쌍방간 배출 수지를 <그림 9>에서 살펴 보면22, 한국은 EU, 일본, 

기타 세계 여러 나라(ROW)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 

기타 부속서 1 국가군, 에너지 수출 국가 군, 중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EU, 일본, 기타 세계 여러 나라(ROW)에 대한 배출 

수지 흑자, 미국, 기타 부속서 1 국가군, 에너지 수출 국가군, 중국에 대한 배출 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한국의 수입 에너지에 대한 탄소 세 부과는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비해 한국과의 

교역 관계가 비교적 밀접한 일본(3)과 중국(7)의 배출 수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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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22 <그림 9>는 <부표 2, 5, 6>의 KOR 행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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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따른 다른 국가/지역과

한국간의 쌍방 경상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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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 EU, 일본, 기타 부속서1국가군(RoA1), 에너지 수출 

국가군(EEX)과의 교역에서 경상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와 일본과의 

교역에서 경상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배출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입품에 비해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배출 집약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주로 에너지 집약적인 중화학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반영한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대해 경상 수지는 흑자이나 배출 수지가 적자이다. 이 것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품에 비해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더 배출 집약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의 탄소 세 부과는 에너지 수출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경상 수지를 다소 

개선시키고 에너지 수출 국가군의 한국에 대한 경상 수지를 다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 반향 효과를 통해 한국과 다른 국가 및 지역간의 쌍방간 경상 

수지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쌍방간 배출 수지에 대한 영향은 훨씬 

미약한데, 이것은 배출 수지가 산업 구조와 에너지 효율 등 장기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9,10>에 의하면, 한국의 탄소 세 부과는 에너지 수출 국가(6 

EEX)들에 대한 한국의 경상 수지를 개선시키는 대신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1 

USA), EU(2), 일본(3 JPN)에 대한 한국의 경상 수지 적자폭을 다소 확대시킨다. 배출 수지의 

경우 에너지 수출 국가 군(6 EEX)에 대한 한국의 배출 수지 적자폭이 다소 완화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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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7 CHN)과 미국(1 USA)에 대한 배출 수지 적자는 미소하게 악화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에 가용한 대체 에너지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서 탄소 세가 국내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한국이 제1차 의무 감축 기간(2008-

2012)이 후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GHGs감축 의무를 받아 들이게 되는 경우 탄소 세와 같은 

조세적 수단 보다는 배출 권 거래 제도 등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 하의 배출 권 거래 제도는 세계 주요 배출국이 누락된 상태하에서는 의도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각국의 총 배출 허용 한도를 우회하는 국제 무역을 

통한 누수 현상(carbon leakage)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을 통한 누수 현상은 

위에서 보인 것처럼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위의 논의는 

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 세 등의 조세 정책 수단에는 한계가 있으며, 배출 감축 

의무와 관련된 국제 협상에서는 국제적 배출 책임을 세계 무역 구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미국의 비준 거부와 러시아의 유보적 입장으로 현재 교토 의정서의 미래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로 미루어 보아 교토 의정서는 결국 어떤 

수정된 형태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 (UNFCCC)은 기후 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기본적으로 각국의 GHGs 국내 배출량에서 구하고 있다. CO2는 GHGs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CO2의 국내 배출량은 각국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일국의 CO2 국내 배출량은 국내외 수요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배출의 궁극적 책임은 국내외 수요자에 분포되어 있다.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생산 과정에서 

CO2를 직접 배출하는 국가에 있는가, 아니면 배출을 유발하는 제품을 최종 소비하는 국가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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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는 국내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국내 수요로 인해 유발된 국내외 배출량의 차이, 달리 말하자면, 

수출과 수입에 함유된 CO2배출량의 차이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의 무역에 함유된 

CO2배출량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기후 온난화에 대한 선. 후진국 간의 역사적 책임 논쟁에 

더불어 지구 온난화의 국제적 책임을 배분하는 협상에서 새로운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은 무역에 함유된 

CO2배출량에 대한 통계와 연구 성과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을 추정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 

함유된 배출 관계는 국제적인 연관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국제 무역이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 CGE모형의 틀 속에서 각국의 배출 

수지를 분석하고자 한 새로운 시도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총 배출 수준은 높으나 국내 총 수요의 해외 배출 유발 정도가 낮아 

배출 수지가 균형에 접근한 나라(예. 미국, 한국)와, 국내 총 배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내 총 수요의 국내외 총 배출 유발 정도가 높아 배출 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나라(예. 일본, 

EU)가 부각되었다. 그리고 경상 수지와는 달리 배출 수지는 에너지 효율, 에너지 집약도, 

산업 구조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탄소 세 등 에너지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말미암아, 국내 에너지 

소비가 크고 세계 10위 수준의 기후 온난화 가스 배출국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제적인 

GHGs 저감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한국의 선택은 국제적 감축 의무를 

수용하되 신축적인 감축 목표량을 할당 받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량에 대한 엄밀한 통계와 함께 기후 온난화 가스 배출의 국제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배출 저감 정책 수단으로서 탄소 세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면, 한국의 배출 저감 

수단은 탄소 세와 같은 조세적 수단 보다는 오히려 배출 권 거래 제도가 되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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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 하의 배출 권 거래 제도는 세계 주요 배출국이 누락된 

상태하에서 국제 무역을 통한 누수 현상으로 인해 의도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수요 측면에서 기후 온난화의 국제적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무역에 함유된 

배출량에 대한 분석하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앞으로 한국이 국제적 배출 저감 의무를 지게 될 

경우를 가정하면 기후 온난화의 국제적 책임을 세계 무역 구조 차원에서 설명하고 협상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될 것이며 이 연구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GTAP-E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일, 그리고 이런 분석에 더욱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는 문제 등은 이 논문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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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부 표 1> 

배출 수지(BEET)와 국내 총 배출량: Baseline case 

단위:1,000 tons-CO2, % 

국명 BEET 국내 배출량* BEET(%)** 

1 USA -51596.1 4760724 -1.08379 

2 EU -108381 2811596 -3.85479 

3 JPN -72659.9 1004920 -7.23041 

4 EEFSU 35854.03 1273814 2.8147 

5 RoA1 39496.93 788470.5 5.00931 

6 EEX 102901.7 2559818 4.019884 

7 CHN 100053.3 2778560 3.600904 

8 KOR -737.851 382195.6 -0.19306 

9 ROW -44932.6 1986923 -2.26142 

주: *국내 산업부문 총 배출량. ** 국내 배출량에 대한 백분비. USA=미국, EU=유럽연합, JPN=일본, 

EEFSU=동유럽 및 구소련, RoA1=기타 부속서 1 국가군, EEX=에너지 수출국가군, CHN=중국, KOR=한국, 

ROW=기타 모든 나라 

 
 
 
 
 
 
 
 
 
 
 
 
 
 
 
 
 

 



<부표 2> 

쌍방간 BEET 행렬 (=행 국가의 수출에 함유된 배출량 – 열 국가의 수입에 함유된 배출량):  baseline   

단위: 1,000tons-CO2 

 1 USA 2 EU 3 JPN 4 EEFSU 5 RoA1 6 EEX 

1 USA 0 14342.36 9787.352 -3591.44 -20871.5 -24943.7

2 EU -14342.4 0 3550.975 -19471.4 -14440.1 -29986.3

3 JPN -9787.35 -3550.97 0 -3096.08 -5349.77 -26427.2

4 EEFSU 3591.436 19471.4 3096.083 0 861.0135 1419.245

5 RoA1 20871.49 14440.14 5349.768 -861.014 0 -1875.91

6 EEX 24943.68 29986.33 26427.15 -1419.24 1875.914 0

7 CHN 25319.73 22290.94 17125.93 -722.058 3879.759 7079.052

8 KOR -685.056 2086.59 1978.399 -235.421 -1216.58 -5214.19

9 ROW 1684.679 9314.292 5344.317 -6457.33 -4235.8 -22954.6

 

 

 
 
 
 
 
 
 
 
 
 
 
 

 

 7 CHN 8 KOR 9 ROW  합계 

1 USA -25319.7 685.0559 -1684.68 -51596.2 

2 EU -22290.9 -2086.59 -9314.29 -108381 

3 JPN -17125.9 -1978.4 -5344.32 -72660 

4 EEFSU 722.0576 235.4214 6457.325 35853.98 

5 RoA1 -3879.76 1216.584 4235.796 39497.09 

6 EEX -7079.05 5214.19 22954.62 102903.6 

7 CHN 0 2133.685 22946.24 100053.3 

8 KOR -2133.69 0 4682.117 -737.83 

9 ROW -22946.2 -4682.12 0 -44932.8 

 
 
 
 
 
 

 

 



<부표 3> 

CO2 배출 교역조건 (= 행 국가의 열 국가에 대한 수출 한 단위에 함유된  

배출량/ 행 국가의 열 국가로부터 수입 한 단위에 함유된 배출량) 

 1 USA 2 EU 3 JPN 4 EEFSU 5 RoA1 6 EEX 

1 USA 1 1.440155 3.088931 0.422279 0.714758 0.663991

2 EU 0.69437 1 1.704108 0.449173 0.615744 0.377968

3 JPN 0.323737 0.586817 1 0.192183 0.324312 0.18039

4 EEFSU 2.368102 2.226313 5.203372 1 1.40093 1.006189

5 RoA1 1.399075 1.624051 3.08345 0.713812 1 0.643361

6 EEX 1.506045 2.645726 5.54354 0.993849 1.554337 1

7 CHN 2.213508 4.411521 5.641584 0.860877 2.223969 1.808126

8 KOR 1.063182 1.800455 3.116374 0.478816 0.983266 0.605912

9 ROW 0.924774 1.38244 2.875989 0.451652 0.89048 0.645898

합계 1.057569 1.280333 3.240756 0.651709 0.756065 0.570464

 

 

 
 

 7 CHN 8 KOR 9 ROW Total 

1 USA   0.451772 0.940573 1.081346 0.945565

2 EU  0.226679 0.555415 0.723358 0.781047

3 JPN 0.177255 0.320886 0.347706 0.30857

4 EEFSU 1.161607 2.088483 2.214096 1.534428

5 RoA1 0.449647 1.017019 1.12299 1.322638

6 EEX 0.553059 1.650406 1.548232 1.752959

7 CHN 1 2.488247 3.028847 2.697737

8 KOR 0.401889 1 1.003396 1.058941

9 ROW 0.330159 0.996615 1 0.950087

합 계 0.370681 0.94434 1.052535 1

 

 
 
 
 
 
 
 
 
 
 
 

 
 
 
 
 
 



<부표 4> 시나리오별 한국의 CO2 장기 배출전망                      단위: 백만 탄소톤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기준선(무정책) 79.58663 99.30692 125.08802 148.83335 169.67775 189.08616 203.56291 211.2992 216.7333 220.1238 225.114 230.2304

$50 탄소세 79.58662 99.3069 125.08784 143.15636 160.83847 177.25493 188.95299 195.9517 200.8817 203.9184 208.4819 213.2379

$100 탄소세 79.58658 99.307 125.08786 138.43272 153.69734 167.69969 177.15808 183.6014 188.1326 190.8953 195.1044 199.5701

매 5 년 5% 

포인트증가시 79.58659 99.30688 99.30692 99.30532 104.27263 109.23757 114.20278 119.1683 124.1335 129.099 134.0643 139.0297

 

 
 
 
 
 
 
 
 
 
 
 
 
 
 
 
 
 
 
 
 
 
 
 
 
 
 



 

<부표 5> 

쌍방간 BEET 행렬 (=행 국가의 수출 함유 배출량 – 열 국가의 수입 함유 배출량) :  

 시나리오 1 (한국의 $50 탄소세 부과)                      단위:1,000tons-CO2 

 1 USA 2 EU 3 JPN 4 EEFSU 5 RoA1 6 EEX 7 CHN 8 KOR 9 ROW 합계 

USA 0 14332.09 9810.568 -3591.26 -20888.5 -25149.9 -25313.6 911.9618 -1683 -51571.6

EU -14332.1 0 3565.819 -19462.3 -14445.7 -30116.5 -22281 -1999.9 -9302.9 -108375

JPN -9810.57 -3565.82 0 -3100.86 -5359.07 -26472.9 -17152.9 -1913.71 -5363.86 -72739.8

EEFSU 3591.264 19462.3 3100.864 0 859.5034 1389.197 721.8474 288.6387 6456.925 35870.54

RoA1 20888.47 14445.68 5359.071 -859.503 0 -1908.76 -3875.63 1313.734 4240.295 39603.35

EEX 25149.94 30116.49 26472.93 -1389.2 1908.762 0 -7002.56 3785.955 23111.92 102154.2

CHN 25313.57 22280.96 17152.93 -721.847 3875.634 7002.562 0 2360.502 22947.39 100211.7

KOR -911.962 1999.902 1913.709 -288.639 -1313.73 -3785.95 -2360.5 0 4558.423 -188.757

ROW 1682.996 9302.903 5363.86 -6456.92 -4240.3 -23111.9 -22947.4 -4558.42 0 -44965.2

total 51571.63 108374.5 72739.75 -35870.5 -39603.3 -102154 -100212 188.7568 44965.19 0

 

 

 

 

 

 

 

 

 
 
 
 
 
 
 
 
 
 
 
 



 

<부표 6> 

쌍방간 BEET 행렬 (=행 국가의 수출 함유 배출량 – 열 국가의 수입 함유 배출량) :  

 시나리오 2 (한국의 $100 탄소세 부과)                           단위:1,000tons-CO2 

 1 USA 2 EU 3 JPN 4 EEFSU 5 RoA1 6 EEX 7 CHN 8 KOR 9 ROW 합계 

USA 0 14325.87 9824.002 -3591.96 -20891.2 -25281.3 -25310.3 1043.085 -1682.14 -51563.9

EU -14325.9 0 3574.648 -19456.3 -14441.8 -30201.9 -22275 -1951.85 -9296.04 -108374

JPN -9824 -3574.65 0 -3103.66 -5364.44 -26499.8 -17168.6 -1877.52 -5375.27 -72788

EEFSU 3591.96 19456.3 3103.659 0 859.2782 1370.347 722.3128 319.8072 6456.915 35880.58

RoA1 20891.18 14441.8 5364.445 -859.278 0 -1931.55 -3874.25 1369.88 4241.295 39643.53

EEX 25281.31 30201.89 26499.83 -1370.35 1931.55 0 -6952.07 2850.526 23213.04 101655.7

CHN 25310.31 22275.05 17168.63 -722.313 3874.253 6952.071 0 2488.726 22947.77 100294.5

KOR -1043.09 1951.852 1877.525 -319.807 -1369.88 -2850.53 -2488.73 0 4488.611 245.9631

ROW 1682.141 9296.035 5375.267 -6456.92 -4241.29 -23213 -22947.8 -4488.61 0 -44994.2

 
 
 
 
 
 
 
 
 
 
 
 
 
 
 
 
 
 
 
 
 



<부표 7> 

한국의 산업부문. 에너지 별 CO2 국내 배출량                          (단위: 1,000tons-CO2) 

 농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석유_석탄제품 발전 에너지집약산업 기타산업및서비스업 합계 

석탄 70.19404 0.000135 5.98E-06 0.450417 0 87419.46 35094.38 3448.318 126032.8

원유 2.16E-07 5.57E-07 0.000893 0.001139 0 0.003055 0.002023 0.00041 0.007521

천연가스 4523.946 8.61E-06 0.000357 3.22E-06 0.007168 15313.01 1428.071 4437.179 25702.22

석유_석탄제품 10087.4 0.035805 0.000177 4.992504 14379.87 30187.18 22192.26 153345.9 230197.6

전기 0 0 0 0 0 0 0 0 0

도시가스 0.449848 2.93E-13 1.87E-10 2.3E-09 1.33E-10 63.15906 0.017902 199.3256 262.9524

합계 14681.99 0.035949 0.001432 5.444063 14379.88 132982.8 58714.73 161430.7 38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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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our paper is to estimate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hina . One of the features that distinguish our study with 
previous studies is that we connect environmental regulation with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China’s regional economy. Though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1993-1999 incurred the deterioration of annual productivity as much as 
3.63%, the performance of productivity loss conside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had 
been improved from 5.5% to 3.1 % over the same period.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made a higher effect to the eastern region. Nonetheless, the Eastern region 
had kept the higher technical efficiency. The levels of Chinese environmental 
regulation, which are under initial step, are not yet high enough to induce most of 
polluters to reduce pollution emission. In the futur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should be overall enforced, and drastic measures for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and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investment should be taken up. China could 
find out the breakthrough on the current dilemma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hen a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ally become a 
common object of both China’s government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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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hina’s rush toward an economic growth has made china one of the five fastest 

growing economies in the world. In the process, almost 125 million people have been 
lifted from absolute poverty, and increasing national welfare made the economic life 
quality of China’s people level up. But as the reform and openness for an economic 
growt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around of Eastern region in which geologically 
locates in the coast. It has brought serious disparity against other inner regions. 
Moreover, the impressive high economic growth in China has come at the expense of 
enormous environmental pollution1  

It has been well known that the increased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is really 
fatal as much as life-threatening level in China. In reality, China government had 
made environmental statutes in 1982, 1989, 1993, 1994 and 1996, and pronounced 
principal environmental programs. However,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had little performance, and could not constraint pollution emissions. 
China’s government released China’s agenda 21 in 1994, and for the first time issued 
a five- year plan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96. But traditional opponents 
against environmental protection such as the production-oriented ministries had 
retreat the position of Chinese government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ese 
government modified the original orbit to achieve 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promised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would be phased in only to the extent that 
China’s economy could handle. This standpoint of china’s government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ay make a different effect to 
national economy as well as regional and provincial economies.  

The purposes of our paper are to estimate the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hina, and to analyz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mong 3 regions and 28 provinces. Hence, we try to connect environmental 
regulation with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China’s regional economy.  

Previous studies that tried to measur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e 
classified as two flows. First, Pitman (1983), Gallop & Robert (1983) and Repetto et 
al. (1996) measure cost and benefit for the reduction of pollution and Barbera & 
Macconnell (1990) and Morgenstern et al. (1997) estimate the effects which pollution 
abatement control costs might have to production cost or total factor productivity. 
Second, a series of studies measure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the change of inputs 
and outputs. The studies about the estimation of efficiency are further extended and 
modified to measur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addition to capturing efficiency. 
Two competing approaches, the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approaches, share 
equal responsibility in providing tools of measu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2.  

Non-parametric approach to measure efficiency and the performance has been used 
in measuring technology for different production performances. Since Shephard 
(1970) estimates production efficiency based on production frontier curve. Caves et al. 
(1982), Fare et al. (1985), Fare et al. (1994) develop production efficiency or 
productivity with various data.  

In particular, Fare et al. (1986, 1989, 1996), tyteca (1997), Zaim & Taskin (2000), 
Boyd and McClelland (1999), Sanco et al.(2000), Zofio et al.(2001), and  Kang and 
Kim (2002) introduce environment in the measurement of technical efficiency or 

                                                           
1 Eight of the ten most polluted cities in the world are now in China. Over a half of 88 Chinese cities 

exceeded WHO guide lines for safety in terms of ambient concentrations of SOx in 1995.  
2 Non-parametric approach do not need assumption about producer’s behavior and functional form , 

which is different from parametr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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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A principal feature that can distinguish these is measures of efficiency, which are 

classified into radial efficiency measure and hyperbolic efficiency measure. The 
former considers it efficiency improvement when outputs and pollutants increase 
simultaneously, whereas the latter allows for simultaneous reduction in the 
undesirable outputs with an expansion in the desirable outputs. Fare et al. (1986, 
1996), tyteca (1997), Fare et al. (1996), and kang and Kim (2002) use a radial 
efficiency measure for technical efficiency conside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Fare et al. (1989), Fare et al. (1989), Zaim & Taskin (2000), Boyd 
and McClelland (1999), and Sanco et al.(2000) introduce hyperbolic measure of 
technical efficiency.  

To the best of knowledge, there have not been the literatures that connect 
environmental regulation with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d make a clear 
relation between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hina’s three regions and 28 provinces. Focusing on 1990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had the actual effect in China, we analyze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using desirable output, pollutants (waste water discharge quantity 
and Sox emission), capital stock, and labor force in 28 provinces for 1993-1999.  

Following radial efficiency measure based on output distance function, we introduce 
production technology to model joint production of desirable outputs and undesirable 
pollutants. We compare relative technical efficiencies for each output distance 
function under strong disposability and weak disposability, and estimate the 
opportunity cost of pollution regulation by productivity loss. A basic assumption of 
this approach is that we can distinguish production technologies between strong 
disposability and weak disposability. Based on the two restricted technology and 
unrestricted technology, we can estimat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mparison of a point on the frontier curve with an internal point within the frontier 
curve by linear program allows measure of relative technical efficiency in sample.  

Next chapter presents a theoretic model about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based on the assumption on technical 
constraints. Data and empirical results are analyzed in chapter 3, an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are presented in chapter 4.  
 

2. Model  
 

A premise of model is based on the point that different technologies about 
production equipment and the operation incur different production performance, 
which can be measured as technical efficiency. We categorize the condition of 
production technology as an unregulated technology and a regulated technology3 That 
is, according to two technologies, potential effect of production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differ, and can be measured by different production efficiencies.  

  We assume our model considering joint-production that producers produce 
desirable outputs and undesirable pollutants simultaneously. An unregulated 
                                                           
3 An unregulated technology under strong disposability is assumed to be the production set that a 

producer can increase or decrease outputs freely without pollution control activity. It means that the 
production under an unregulated technology, as usual , burdens only factor costs without additional 
costs for pollution reduction, while a regulated technology under weak disposability is the production 
set that a producer should produce his outputs under a certain regulation. Hence, the production of 
desirable products under a regulated technology should burdens additional cost accompanied by 
pollution reduc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ring about additional cost or the reduction of 
production efficiency due to pollution ab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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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set applies for production of desirable outputs and pollutants, of which 
enlargement and reduction is decided freely, whereas a regulated production set is 
used for simultaneous production of desirable and undesirable outputs, of which 
enlargement and reduction is restricted. When desirable outputs should be reduced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ccompanies a certain 
cost to production.  

To describe the technological background of the model used, we assume that when 
production technology is F (x), F (x) produce desirable outputs y ∈ R+

M, pollutants w ∈ 
R+

l, and inputs x ∈ R+
N. We put observed output matrix, pollutants matrix, and input 

matrix as (Y=y1, y2,…, ym), W (W= w1, w2…wI), and X(X=x1, x2…xn), respectively. 
Assuming that the production process satisfies strong disposability of desirable 
outputs, and undesirable pollutants, production set under strong disposability is 
written as follows:  

 
                     (1)  }0,,,:),{()( ≥≤≥≥= ZxZXwZWyZYwyxF S

 
This production set shows how much output can be produced. Z is a K*1 intensity 

vector which serves to construct the boundary of the unregulated production set from 
the convex combinations of the observed inputs and outputs. This set makes 
maximum desirable outputs achieved, given input vector X. Z ≥0 means that 
production scale is under constant return to scale. 4  Similarly we need regulated 
production set under the weak disposability of undesirable outputs. The production set 
that satisfies weak disposability of undesirable output is represented as follows: 

 
                     (2) }0,,,:),{()( ≥≤=≥= ZxZXwZWyZYwyxF W

 
where, ZW = w implies that as pollutants can not be disposed freely in the vector of 
pollutants vector, the condition allows for feasible radial contradictions of undesirable 
outputs from the origin. For example, if an output vector y is produced with an input 
vector X under weak disposability of products, then output vector, y’ is less than y, i.e., 
if λ is technical efficiency, y’= λy, 0≤λ≤1. Hence, Eq. (1) and Eq. (2) indicate 
reference production set which the technical efficiencies can be measured.  
<Figure1> clearly shows difference between FS (X) and FW(X). When there are A 
desirable output and an undesirable pollutant. <Figure 1> shows the production 
frontier curve by an output and a pollutant. FS (X) includes an area bounded by region, 
OEBCDO. FW (X) is restricted by region, OABCO. If FW(X) ⊆FS (X), the output 
may be lost due to the lack of disposability. If disposability of w is costless, dot line 
on EB is a technological part explainable for this situation. If disposal of w is not 
costless inputs like capital and labor should be used in disposing pollutants not 
desirable outputs. The EB segment is no longer feasible for this. Inputs also must be 
expended in deleting the pollutants. Outputs, OE are impossible given the reduced 
inputs available, and reducing w is achieved under certain costs along line OA and AB. 
Of the production combination set attainable under regulation, the area in which can 
not be reached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occur because production frontier 
curve is restricted. Using the gap between the two production sets, we estimate 
technical efficiency of production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4 Fare et al.(1994) considered ∑ Z ≤ 1 as non-increasing return to scale and ∑ Z=1 as variable return to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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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duction frontier curve under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We introduce Output distance function, which measures the level of production 
efficiency without price of data or without assuming maximization behavior of 
producers by comparing distance between a point on production frontier curve and an 
internal point within production frontier curve. Fare et al. (1994) define the output 
distance function, D (x, y, w) the same as follows: 

 
 
                             })/),((:inf{),,( FwywyxD ∈= λλ                                (3) 
 

where, λ is technical efficiency level, and F is production set. Output distance 
function is defined as reciprocal of maximum output vector for actual output vector 
given input vector X.5  

A random point of product set within the frontier curve (D (x, y, w)≤1) is 
inefficient, while a point on the frontier curve (D (x, y, w)=1) is efficient. Using this 
output distance function, we estimate technical efficiency under strong disposability. 
We can also do the opportunity cost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this function.6 
Practically, Linear programs are used in measuring technical efficiency of a random 
point in the production set. First, a measure of technical efficiency that satisfies the 
strong disposability of inputs and desirable outputs is the same as follow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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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utput distance function has reciprocal relation with Farrell technical efficiency.  
6 Fare et al. (1986, 1989) and Zaim & Taskin (2000) measure this opportunity cos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with the relative rate of efficienc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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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θs  is Farrell’s technical efficiency, which shows a reciprocal with distance 
function, Ds . Y is an output vector, which forms a maximum output combined with 
intensity vector, and W is a pollution vector, which forms a maximum pollutant by 
intensity vector. Yi and wi are i producer’s actual output and actual pollution emission. 
Input vector X with Zi makes a combination of minimum input, which is always less 
than producer’s actual input.  

 Next, the linear program of technical efficiency for the technology, which satisfies 
the strong disposability of inputs and desirable outputs and the weak disposability of 
pollutants, is the same as follow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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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near program in Eq. (4) maximizes potential output relative to the production 

set, FS (X), while Eq. (5) maximizes potential output relative to the production set 
FW(X). A sign of inequality denotes the strong disposability of inputs and desirable 
outputs, and an equal sign represents the weak disposability. Ds(x, y, w) and Dw (x, 
y,w) , of course, have random values between 0 and 1. As seen in <Figure1>, one 
point on the frontier curve has maximum efficiency, 1. But an internal point in the 
frontier curve has inefficiency less than 1.  

Hence, Ds and Dw measure the actual levels of efficiency far away from maximum 
efficiency. For instance, when a random production level is the point g in <Figure1>, 
the efficiency level at g may be compared with a radial point, h and h*. The efficiency 
level at the point g under unregulated technology is Ds = og /oh <1, and that under 
regulated technology is DW = og / oh* <1. The gap between two efficiency levels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occurs as 0 ≤ Ds ≤ Dw ≤ 1. 7 A inefficient point h* 
under no regulation can be an efficient point under regulation (h*=oh*/ oh <1 →
h*=oh*/oh*=1). Though the desirable output in h* decrease more than h, pollutant 
emission also decreases at the certain rate with reduction of desirable outputs. The 
movement of production point from h to h* implies the corresponding reduction of 
pollutants instead of decreasing constant desirable outputs. The result shows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Hence, the loss of 
efficiency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 is expressed as the relative gap between 
two distance functions. If government regulate polluters to compliance pollution 
emission, desirable outputs and pollutants are on trade-off, and the opportunity cost of 
pollutants may be estimated as lost desirable products due to pollution reduction.  

If we define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EI) with the relative rate of two 
efficiencies. The EI is the same as follow8:  

 
                                                           
7 The rank of the efficiency becomes the converse by the efficiency measure of Shephard (1970). The 

loss of production efficiency can also be estimated by the gap. 
8 EI is also derived based on pollution emissions under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i.e., EI = 
δw0/ θ w0= δ / θ = Ds / 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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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WS DDyyEI /// 00 === θδθδ
 

where, if EI=1(DS=DW), there is no technical constraints followed by compli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e., the transformation of strong disposability into weak 
disposability do not require the opportunity cost at al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do not trigger on additional cost for polluters. Conversely, EI<1 implies that the 
compli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nstraints production and require the 
opportunity cost of technical transformation or incur additional cost of producers. 
Hence, the size of efficiency loss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easured by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This technical efficiency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productivity.9 We connect 
technical efficiency with productivity defined as a relative rate of desirable output for 
inputs. We can measure the change of productivity resulting from technical 
inefficiency. First of all, let’s assume the production frontier function by a frontier 
approach igno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as follow: 

                                                                                  (7) )( i
f xFAy ×=

 
A traditional production function of Solow’s types is the same as this production 

function, in which xi is each input and yf is an output on production frontier curve. 
With the equation, the output distance function by frontier approach is defined with 
actual output y as below.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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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considering technical efficiency in production function, productivity in Eq. 

(8) is derived as follows:  
 

                                                                       (9) ) )F(x(Dy /   TFP iO ×=
 

The level of productivity in Eq. (9) is located on production frontier curve. The output 
distance function ranges 0 ≤DO ≤ 1 according to technical efficiency λ. If a producer 
did not arrive at the maximum efficiency, the producer’s productivity would be 
shrunk due to technical inefficiency.11 Estimating the productivity loss resulting from 
technical inefficiency, we can measure it as a gap between a productivity from an 

                                                           
9 The conventional approaches of Solow’s types did not consider technical inefficiency because they 

assumed producers always attain maximum outputs given inputs. The frontier approaches include 
inefficient production within frontier production considering the actual cases that all producers 
always can not accomplish same maximum outputs. Hence, Solow’s types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echnical progress and technical efficiency, whereas frontier types consider productivity as 
technical progress plus technical efficiency. The former stands for the consequence of innovation or 
creation of new technology , and the latter indicates the effects catching up advance technology 

10 Input and output distance functions are accurate reciprocals each other under constant return to scale 
as they have a duality.  

11 Productivity (TFPf  =D0 TFP) under frontier approaches include technical efficiency in traditional 
productivity. But focusing only on the relative change of inputs and output due to introduction of 
technical efficiency, for convenience’ sake, we explain their relationship based on Slow’s types of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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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y /DO ) on production frontier curve and a random productivity from an actual 
output. That is, the productivity loss due to technical inefficiency is the same as 
follows: 

 
          PL                 (10)   )F(xy/  1)-)((1/D   )F(xy/  - ))F(x(Dy /   iOiiO ×=×=
 

Hence, the rate of production loss (RPL) is expressed as relative rate of a production 
loss for a productivity on production frontier curve, i.e., PL/(y/ DO *F (xi))= 1- DO.  
Furthermore, let’s conside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he output distance function igno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in Eq. (8) is substituted into the output distance functions of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respectively, 
and each one is also derived from productivity introducing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strong and weak technology.  

As a ratio of output/input can be reduced under the productivity measure 
conside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when production resources are transformed 
from the production of desirable output to the reduction of pollutants, the productiv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ore reducing than that despising 
environmental regulation. Because the productivity loss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different productivity under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the productivity loss is expressed as follow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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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f DO

s = DO
W , PL = 0. If DO

s < DO
W , PL>0. Hence, the RPL is computed as 

the relative rate of productivity loss for productivity of strong disposability igno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RPL = (1- DO

s / DO
W) = (1- EI).12  

 
3.  Data and Results 
 
We use China’s 28 regional output, pollutants, and inputs for 1993-1999 as sample 

data in the empirical test. Output, wastewater discharge, Sox emission are from 
China’s statistical yearbook, and 28 regional capital stocks were estimated by new 
investment data, which are from China’s statistical yearbook and provincial statistics 
1949-1989. Actual data variables in empirical test are total output, wastewater 
discharge, Sox emission, average labor force and capital stock, respectively. Output 
and capital stock was transformed into real values with GDP deflator (1978=100). 
With linear programs for optimal solution, we measure two different technical 
efficiencies under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As the production frontier curve 
is formed by sample data in the program, the best practice in the sample has 
maximum efficiency level 1. 13 We use ‘What’s Best’ computer program available for 
optimal solution of linear program. The linear program was repeatedly computed for 
the values of technical efficiencies under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12 The productivity under strong disposability of pollution emission, TFPs = y/ (Ds F(xi)) is the 

attainable level under no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productivity under weak disposability of 
pollution emission, TFPw = (y/ (Dw F(xi)) is the attainable level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So, 
the rate of productivity loss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 is PL/ TFPs = (TFPs –TFPw)/ TFPs. 

13 Measurement of relative efficiency has been widely used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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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urning to empirical results, it is instructive to check the pattern of sample 
data for 1993-1999. What we look at with sample data are as follow: First, we will 
examine the change of output, pollutants, and inputs. Assuming that other variables 
generally are constant, increase of desirable output brings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while increases of pollutants and inputs can 
deteriorate them. Second, sample data can show the connection of outputs, pollutants, 
and inputs. If economic growth is not accompanied by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pollution abatement both outputs and pollutants generally increase. Third, we can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s of growth for 3 regions and 28 provinces in sample 
data.  

<Table 1> presents annualized growth rates of output, wastewater discharge, Sox 
emission, capital stock, and labor force in 28 provinces over the 1993-1999 period.14 
The national annualized growth rate of output is 10.5%, the East 11.16%, the Middle 
10.70%, and the West 9.54 % for 1993-1999. The Eastern region reports a higher 
growth rate than other regions. In the annualized change rate of wastewater discharge 
quantity, the national change rate is 0.04%, the East –1.49%, the Middle –3.44%, and 
the West 5.02%. The reason that the Western region did not show a decreasing pattern 
resulted from Tibet’s weird growth rate of wastewater discharge. Despising Tibet, the 
Western region also showed a decreasing change. The provinces that reported 
increasing trends in wastewater discharge are Sandong, Hebei in the East, Shanxi in 
the Middle, and Tibet, Ningxia in the West. In the annualized change of Sox emission, 
most of provinces showed increasing patterns. The National is 3.9%, the East 3.62%, 
the Middle 5.27%, and the West 3.02%. In the annualized growth rate of capital 
stocks, all provinces showed higher growth rates than desirable output. The Eastern 
region grew at 14.25% higher as much as 3-4 percent point than the other regions. In 
the annualized growth rate of labor force, the National was 0.61%, and the middle and 
Western regions showed increasing patterns, but the eastern region showed the 
opposite pattern. The provinces that leaded the minus growth rate of labor in the 
Eastern region were big cities as Beijing, Tainjin, and Shanghai, of which cause came 
from the control policy of labor force for these cities.  

<Table 1> shows that China had a high economic growth supported by capital stock. 
Wastewater discharge over the same period showed a decreasing trend, which is 
different from a general growth pattern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a proportional 
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discharge. SOx emission showed a 
low growth rate contrary to the annualized growth rate of output, implying that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enforced little by little for 1993-1999. However, 
the facts that the wastewater discharge did not show a big change, and Sox emission 
also did not report a high growth rate indicates that th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in the initial stage. If the regulatory level arrive at a normal step, it is 
expected that China could not keep so high economic growth in continuously 
deteriorating pollution.  

<Table 2> shows technical efficiency of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and rate of productivity loss in China’s 28 provinces 

                                                           
14 Reduction of wastewater discharge occurred according as effluent charge system had been enforced 

from the middle of 1990s. The wastewater discharge of urban industries had continuously decreased, 
whereas that of rural industries had annually increased as much as 17%.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is largely in the hands of local officials, who are often poorly trained, ill 
equipped, and unmotivated to enforce environmental regulations. Furthermore, local officials often 
have an economic stake in the very companies they are supposed to be regu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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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1993-1999. 15  A linear program for output efficiency measure is used to get 
technical efficiency. Under the strong disposability that means free disposability of 
pollutants without burden of pollution control cost, the national technical efficiency is 
0.891, implying that other provinces had technical inefficiency as much as 10.9 %. 
The eastern region showed the highest efficiency, 0.944 followed by the Middle 0.916 
and the West 0.804. The gaps of technical efficiency ignoring pollutants among 3 
regions also showed that the eastern region always keep a higher efficiency level.16 
For instance, Qinghai’s technical efficiency in the West (0.51) is a half level of 
Shanghai’s maximum efficiency in the East, implying that a significant extravagance 
of resource or inefficiency of production occurred due to the gaps of technical 
efficiencies among provinces.17  

Hence, if all provinces could keep maximum efficiency 1, they would save 
significant input resources or increase output. The provinces of maximum efficiency 
were Shanghai, Liaoning, Jiangxi in the East, Hubei in the Middle, and Guizhou in the 
West. In addition, the provinces that reported high efficiency were Tainjin, Jiangsu, 
Sandong in the East, Hunan, Shanxi, Jiangxi in the Middle, and Ninxia in the West, 
whereas the provinces of the low technical efficiency were Xinjiang, Quinghai, Tibet, 
and Yunnan in the West.    

Measuring the technical efficiency of weak disposabilit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roducers should pay pollution control cost, we can examine the effect of output 
reduction due to control of pollution emission. <Table 2> shows that maximum 
efficiency increased from 6 to 8 provinces under the weak disposability. As expected 
in (Figure1), this indicates that the frontier curve was more shrunk under weak 
disposability. The national average technical efficiency of weak disposability were 
0.927, higher than 0.891, that of strong disposability. Hence, it implie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n 28 provinces can bring reduction of production to some 
extent. Three region’s technical efficiencies under weak disposability, of course, were 
higher than those under strong disposability, especially with a higher technical 
efficiency in the East. The gap of technical efficiency between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can show the effect of production constraint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 A big gap denote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ring more 
production cost to provincial economies. The provinces that showed a significant gap 
between two technical efficiencies were Beijing, Tainjin, Guangdong in the East, and 
Xinjiang, Tibet in the West. Most of provinces showed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efficiencies under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though there exist the 
differences of extent.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EI) computed by two technical efficiencies under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is used in measuring the ext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 EI close to 1 indicates a low impact of regulation, while an EI far away 
to 1 means a high production burden. The National EI for 1993-1999 were 0.961, very 

                                                           
15 Technical efficiency indicates catching up of advanced technology, i.e., movement from an internal 

point to a point on the frontier. It is distinguished with technical progress, which means the shift in 
the frontier.  

16 Technical efficiencies ignoring pollution emission were the National 0.791, the East 0.885, the 
Middle 0.822, and the West 0.648.It means that 20.9 % of production inefficiency occurred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provinces were on production frontier. The levels of the technical efficiencies 
ignoring pollutants were lower than those considering pollutants because producers can improve the 
technical efficiencies by including pollution factors in decision-making of production. Fare at al 
(1989) mention that failure to credit producers for pollution reduction as well as for desirable outputs 
can severely distort a ranking of technical efficiencies.   

17 It has a meaning that using same inputs, Shanghai can produce double outputs more than Qi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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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to 1. The EIs of 3 regions are the Middle 0.991, the East 0.967, and the West 
0.931, which resulted from significantly low EI of Tibet in the West. Ignoring Tibet, 
average EI in the West is 0.979, higher than that in the East. The principal cause that 
the East showed a lower environmental performance than the Middle may be its 
economic structure depending on high pollution emission, and another reason is 
environmental regulation that has been relatively enforced in the East region.  

As generally occurred in the beginning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gions that have fast growth also emit more pollutants. China can not be 
exception in this point. The cases of Beijing, Tainjin, and Gaungdon in the East 
support this tendency,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indices of these in the East 
relatively showed very low levels. However, though Shanghai and Fujian showed 
maximum efficiency, their technical efficiencies ignoring pollutants already showed 
maximum efficiency, implying that increase of pollutants does not make an effect to 
efficiency levels. It does not mean that pollution emission is no problem, but that 
Shanghai and Fujian have already kept high technical efficiencies enough to absorb 
environmental regulation. Hence, it seem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provinces 
in the eastern region has burdened much to these provinces. On the other hand, most 
of provinces within the middle region showed high EIs almost close to 1, implying 
that the middle region has the least impact to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reason 
that EIs of provinces within the West had high levels, but showed their uneven 
patterns among provinces is ascribed to the gaps of unstable economic growth that 
often happen to backward regions. Conside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provinces within the West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chnical efficiency 
contrary to the provinces in the East, in which have grown up in stable step. Generally, 
a high EI means that a national economy or a provincial economy has a sound 
economy structure enough to absorb environmental regulation. But China’s higher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is not the result from a advanced economic structure 
but from a low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ver the same period, because China 
did not yet go through enough periods considering the idea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free market system.18 China’s government practically started to turn 
into its policy to balanc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middle 
of 1990s. But the policy has not been carried out to its original intention, confronting 
to strong objection of the productive –oriented opponents.  

Meanwhile, technical efficiency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productivity as seen in 
theoretic model. Technical efficienc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is used in 
measuring the impact on productivity. We can use technical efficiencies considering 
pollutants in measuring productivity change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Measuring the annualized rate of productivity loss, the national rate of productivity 
loss was 3.63% and the East 3.31%, the Middle 0.89 %, and the West 6.79%. The 
Middle showed the least rate of productivity loss, whereas the West showed the 
highest 6.78%, resulting from a very high rate, 45.5% of Tibet. The rate of 
productivity loss ignoring Tibet in the West became much lower level. As expected, 
Beijing, Tainjin, and Guangdong in the East showed very high rates of productivity 

                                                           
18 It has been well known that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 is now a very low level. It is natural 

that when enforcement budge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inspection level of pollution emission 
are low in developing countries, its compliance level is also very low.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in Korean regional manufacturing for 1991-1998 was 0.933, That in 
China is a much higher level. This indicates not that the environmental efficiency in Korean regional 
manufacturing is low but that China’s level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Korean environmental 
regulation. This incurred the higher environmental efficiency index in China’ 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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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resulting in high rate of productivity loss in the East. Conversely, most of 
provinces except Tibet and Xinjiang in the West did not show significant high rates of 
productivity loss. Hence it is estimated that Beijing, Tainjin, and Guangdong in the 
East, Tibet and Xinjiang in the West have the economic structures that pursue 
economic growth under relatively high pollution abatement burden. But, any other 
province did not show a significant rate of loss, indicating that these provinces were 
not importantly influenced by environmental regulation.  

<Table 3> shows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and rate of productivity loss, 
which may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efficiency and 
the rate of productivity loss in three regions.  

First,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under strong disposability, the 
provinces in the eastern region that showed maximum efficiency and efficiency over 
0.9 in the East were 36.4% and 36.4%, respectively, whereas corresponding provinces 
in the West were 11.1%, respectively. It means that provinces in the East have the 
distribution of high efficiency. Moreover, the corresponding provinces in the Middle 
were 12.5 % and 50 %, respectively. The total distribution over 0.9 in the West was 
62.5% close to 72.8% of that in the East.  

Secon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under weak disposability, 
the East showed the distribution of higher efficiency. The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over 0.9 was 90 % of all provinces in the East, whereas that below 0.9 in 
the West was 66.7%. Gap of distribu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s very 
significant.  

Third, in distribution of the rate of productivity loss, no productivity loss were 
36.4% in the East, and the distribution over 10% in the East and the West were 9 % 
and 11.1%, respectively. But that in Middle was 0%.  
As a result, all provinces in the Middle distributed within 10%. The middle region, in 
which overall average rate of productivity loss was the least, had the least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We examined the impact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until now. But we did not analyze the change pattern of 
technical efficiency and EI over the same period. Hence, we measure the trends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which may offer important implications in 
forecasting the possibility of China’s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0s. First of all, 
we grasp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hrough trend of China’s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able 4> shows the trends of these factors for 1993-
1999. Technical efficiency under strong disposability increased from 0.861 to 0.896, 
while that under weak disposability also similarly changed from 0.916 to 0.925. Its EI 
showed a great improvement from 0.940 to 0.969, and RPL also reduced from 5.5% 
to 3.1%.  

On the other hand, <Table 5> shows annualized growth rates of each technical 
efficiency and EI. Looking at 28 provinces, we can make a clear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First, annualized growth rates of technical efficiency under strong disposability 
were the National 0.67%, the East 0.51%, the Middle 1.44%, and the West 0.11%, 
implying that the middle region had grown at the fastest. One of the particular results 
is that 5 provinces in the West showed minus growth rate, which is different from 
most of provinces in the East and the Middle. This is because the provinces in the 
West could not catch up the fast speed of technology change in the East.  

Second, annualized growth rates of technical efficiency under weak disposability 
were the National 0.16, the East –0.02%, the Middle 1.35%, and the West –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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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as the gaps of technical efficiencies under the strong and weak 
disposability reduce greatly in the East and the West, the East and the West had much 
higher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han that in the 
Middle.  

Third, annualized growth rates of environmental efficiency were 0.50 and the West 
accomplished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efficiency at the highest speed. The 
East, of course,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though the growth rate is not high 
as much as that in the West. The provinces that played a leading role to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efficiency were Beijing, Tainjin, Shandong, Hubei in 
the East, Heilongjiang Shanxi, Jianxi in the Middle, and Xinjiang, Tibet, and Qinghai 
in the West.  

Fourth, changing points of RPL were the National –0.41% point, the East –0.49% 
point, the Middle –0.07% point, and the West –0.63% point. Even though the West 
showed the lowest levels of technical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its 
improving speed was the fastest of 3 regions, followed by the East. The Middle 
showed a little improvement, but it was a very low.  

We may have some questions why improving speed of environmental efficiency in 
the West was the fastest, whereas that in the Middle was the latest of 3 regions. The 
reason is that as EIs in 1993 were the Middle 0.988, the East 0.94, and the West 0.896, 
the Middle already arrived closely to 1, whereas the West far away from 1 has the 
highest potential of improvement. Though the East had higher technical efficiency 
level than the other regions, the East had relatively lower EI, implying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enforced in the East brought to a higher burden in the region. 
Hence, the annualized growth rates of EI in three regions were ranked to the West, the 
East, and the Middle.19 One of causes that Chinese regional economies had shown 
environmental improvement is that according as environmental pollution 
accompanied by economic growth came to the front as one of the serious issues in the 
middle of 1990s, China’s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d gradually e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initial step 
seemed to be connected with pollution reduction by polluters. Further, China’s 
government had complemented institutional drawbacks that had little effectiveness, 
and this induced polluters to reduce pollution emission, and improve production 
system simultaneously. However, we have some questions about whether this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China’s economic growth continue even in 2000s, 
because it is not easy to reduce pollution emission in the initial stage with weak 
environmental regulation, but i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uch enforced and 
several drawbacks start to be complemented, the reduction of pollution emission 
require much higher cost for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20 It will become one of 
principal concerns how the impact of China’s environmental regulation changes in the 
future.   

 
 
 

                                                           
19 The levels of EIs in 1999 were the National 0.969, the East 0.973, the Middle 0.992, and the West 

0.941.  
20 As Japan and Korean that have experienced the economic growth of capitalism ahead had relatively 

enforced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a long tim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production 
could be much higher than that in China. For referenc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Korea’s 
regional manufacturing had continuously deteriorated in 1990s, differing from the China’ 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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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ding Remarks 
 
We analyzed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nder environmental regulation 

in China’s three regions and 28 provinces. The empirical tests focused on the 1990s 
which showed a weak but visible som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1993-1999 brought to the deterioration of productivity as 
much as 3.63%.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China’s regional economy had 
been improved over the same period. But as Xu (2000) mentioned, this regulation 
practically is under starting point, and its level is not yet high enough to induce most 
of polluters to equip advanced pollution abatement facilities.  

Furthermore, China also has yet a low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due 
to low enforcement budget, pollution inspection, and corruption of inspectors. 
Excepting a weird case of Tibet in the Western regions, empirical result showed that 
provinces in the East had much poor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 main cause 
results from the enforced regulation in the eastern region. However, the impa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economic growth is globally very low. The eastern region 
had kept higher technical efficiency, even though it had higher environmental 
regulation. As a result,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the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is not yet high in the eastern region. Rather, considering the fatal 
pollution level in the East, the level of regulation should be much enforced.  

Fortunately, China’s government declar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s one of 
basic strategies in 21 C. In the future, th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should be 
overall enforced, and regulatory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well. Japan also has a 
history of severe pollution resulting from a very fast economic growth. The Japanese 
model that accomplished high economic growth and simultaneously brought fatal 
pollution, finally cleaned up might be the similar course that china should follow. As 
Japan overcame pollution by developing advanced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China should also reduce dependence on poor pollution abatement equipment, and 
enlarge advanced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expenditures.  

Especially Japan and Korea that have adopted fully free-market economy, despite 
entrenched bureaucracy, already have national consensu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growth, and have 
developed institutional systems to respond quickly against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China, however, seems to have some delicate difficulties not to proceed 
environmental protection effectively due to political structure that is not conducive to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an internal confrontation of interests 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Ultimately, China could find out the breakthrough on the 
current dilemma whe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ecome commonly the national 
object of both China’s government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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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nualized growth rate of output, pollutants, and inputs  
(1993-1999)  
                                                                                     (Unit: %)  
 output waste 

water 
SOx 

emission 
Capital Labor 

National  10.51 0.04 3.90 12.18 0.61 
Shanghai 11.59 -6.76 1.56 18.00 -1.46 
Beijing  10.52 -2.52 -0.61 14.38 -0.96 
Tianjin 11.84 -1.44 3.16 11.67 -2.09 
Zhejiang 12.55 -0.52 7.22 16.43 0.01 
Guangdong 11.28 -3.07 5.43 14.24 1.30 
Fujian 14.70 -3.10 4.55 18.73 1.17 
Jiangsu 10.87 -2.06 5.30 13.52 -0.67 
Liaoning 7.00 -3.71 -1.91 8.74 -1.37 
Shandong 12.19 5.21 5.21 12.05 0.82 
Hebei 11.82 2.83 7.51 15.25 0.80 
Guangxi 8.39 -1.26 2.38 13.70 1.44 
Average 11.16 -1.49 3.62 14.25 -0.09 
Heilongjiang 9.70 -3.96 1.31 9.06 2.00 
Hubei 11.87 -2.51 3.69 14.12 -0.22 
Jilin 9.06 -2.85 5.59 9.46 -1.80 
Hunan 11.40 -4.99 4.39 11.82 2.53 
Henan 12.16 -0.65 10.99 12.33 2.53 
Shanxi 7.55 2.60 12.60 7.01 0.24 
Anhui 11.94 -7.31 3.06 11.13 1.39 
Jiangxi 11.91 -7.85 0.57 10.19 0.59 
Average 10.70 -3.44 5.27 10.64 0.91 
Xinjiang 8.93 0.75 1.53 11.51 0.60 
Qinghai 7.85 -4.53 3.62 12.79 1.78 
Ningxia 9.06 3.55 4.44 10.25 2.76 
Yunnan 9.49 -0.28 7.48 13.41 1.28 
Sichuan 11.26 -6.07 -0.64 12.77 -0.27 
Tibet  12.71 53.90 1.71 10.31 1.31 
Shaanxi 8.18 -1.74 0.30 10.18 0.60 
Gansu 10.41 -1.63 1.44 7.45 0.79 
Guizhou 7.99 1.22 7.34 10.59 1.85 
Average 9.54 5.02 3.02 11.03 1.19 
Data : China’ s Statistical Yearbook(199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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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chnical efficiency and rate of productivity loss (1993-1999) 
                                                                           (Unit : level, %)  
 Ds Dw EI RPL 
National  0.891 0.927 0.961 3.63 
Shanghai 1.000 1.000 1.000 0.00 
Beijing 0.817 0.983 0.831 16.78 
Tianjin 0.915 0.995 0.920 8.06 
Zhejiang 0.883 0.892 0.989 1.08 
Guangdong 0.893 0.988 0.903 9.54 
Fujian 1.000 1.000 1.000 0.00 
Jiangsu 0.973 0.975 0.998 0.22 
Liaoning 1.000 1.000 1.000 0.00 
Shandong 0.995 1.000 0.995 0.46 
Hebei 0.903 0.906 0.997 0.29 
Guangxi 1.000 1.000 1.000 0.00 
average 0.944 0.976 0.967 3.31 
Heilongjiang 0.915 0.920 0.995 0.52 
Hubei 1.000 1.000 1.000 0.00 
Jinlin 0.825 0.825 1.000 0.11 
Hunan 0.983 0.990 0.993 0.72 
Henan 0.833 0.859 0.970 3.00 
Shanxi 0.947 0.948 0.998 0.18 
Anhui 0.865 0.879 0.985 1.57 
Jiangxi 0.959 0.969 0.990 1.05 
average 0.916 0.924 0.991 0.89 
Xinjiang 0.771 0.848 0.909 8.44 
Qinghai 0.510 0.519 0.983 1.64 
Ningxia 0.996 0.996 1.000 0.00 
Yunnan 0.777 0.796 0.976 2.31 
Sichuan 0.881 0.885 0.996 0.38 
Tibet 0.545 1.000 0.545 45.53 
Shaanxi 0.868 0.894 0.971 2.66 
Gansu 0.885 0.886 1.000 0.04 
Guizhou 1.000 1.000 1.000 0.00 
average 0.804 0.869 0.931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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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Distribution of technical efficiency and rate of productivity loss 

in 3 regions  
                                                                                       (Unit : %)  

 Ds Dw RPL 
 0.9< 0.9~1 1 0.9< 0.9~1 1 >10% 1~10% 0% 
East  27.3 36.4 36.4 9 45.5 45.5 9 54.5 36.4 

Middle 37.5 50 12.5 37.5 50 12.5 0 87.5 12.5 
West  77.8 11.1 11.1 66.7 11.1 22.2 11.1 66.7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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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 Change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loss (1993-

1999)  
                                                                                  (Unit: Level, %) 

 Ds Dw EI RPL 
1993 0.861 0.916 0.940 5.5 
1994 0.867 0.907 0.960 3.5 
1995 0.897 0.934 0.964 3.5 
1996 0.904 0.935 0.97 3.1 
1997 0.906 0.94 0.966 3.4 
1998 0.904 0.938 0.967 3.2 
1999 0.896 0.925 0.969 3.1 
Annualized 

growth rate  
0.67 0.16 0.51 0.4* 

  Footnote:  * is  % point of annual averag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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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nualized change rate of Technic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loss (1993-1999)  
                                                                         (Unit : %, % point) 
 Ds Dw EI RPL* 
National 0.67 0.16 0.50 -0.41 
Shanghai 0.00 0.00 0.00 0.00 
Beijing 1.07 0.00 1.07 -0.85 
Tianjin 4.26 0.00 4.26 -3.67 
Zhejiang 0.21 0.12 0.09 -0.09 
Guangdong -0.07 0.00 -0.07 0.07 
Fujian 0.00 0.00 0.00 0.00 
Jiangsu 0.21 0.21 0.00 0.00 
Liaoning 0.00 0.00 0.00 0.00 
Shandong 0.63 0.00 0.63 -0.62 
Hebei -0.22 -0.60 0.39 -0.38 
Guangxi 0.00 0.00 0.00 0.00 
Average 0.51 -0.02 0.53 -0.49 
Heilongjiang 1.51 1.21 0.30 -0.29 
Hubei 0.00 0.00 0.00 0.00 
Jinlin 2.65 2.66 -0.01 0.01 
Hunan 0.00 0.00 0.00 0.00 
Henan 1.87 1.99 -0.12 0.11 
Shanxi 2.53 2.30 0.22 -0.22 
Anhui 1.80 1.92 -0.12 0.12 
Jiangxi 1.64 1.24 0.39 -0.39 
Average 1.44 1.35 0.08 -0.09 
Xinjiang -0.25 -3.20 3.05 -2.66 
Qinghai -2.92 -4.01 1.14 -1.09 
Ningxia -0.52 -0.53 0.00 0.00 
Yunnan -0.99 -1.47 0.48 -0.47 
Sichuan 0.81 0.73 0.09 -0.08 
Tibet 4.91 0.00 4.91 -2.43 
Shaanxi -2.23 -2.47 0.24 -0.24 
Gansu 2.74 2.77 -0.03 0.03 
Guizhou 0.00 0.00 0.00 0.00 
Average 0.11 -0.70 0.82 -0.63 
Footnote: * is annual average change point of productivity loss rate.  
 





환경친화지정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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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년 리우선언을 계기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1992 (ESSD:

의 개념하에서 환경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화적인 생산과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경영이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 ,

등을 통하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환경친화기

업을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기업의 환경관리 현황 환경성 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이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1) 그리고 환경친화기업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기업의 환경관리 방식을 규

제중심적 환경정책에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리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사업체는 년 개 년 개에서 년1995 28 , 1996 108 2002

월 기준으로 개에 이르고 있다8 131 .

일반적으로 환경친화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은 생산비용에 환경개선비용이 추

가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를 가져오고 또 환경경영을 하는 업종에서도 환경



비용부담율이 큰 산업일수록 경영성과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되어왔다 즉. ,

등은 이론적으로 환경규제 강화로Pethig(1975), Yohe(1979), McGuire(1982)

환경비용 상승을 유발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였다 그.

러나 는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Porter(1990)

대해 반박하면서 오히려 환경규제 강화는 기술혁신을 가져오게 되어 궁극적으

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기술 인력 자금 앞선 기술 등으로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여 대기업의, , ,

환경경영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에 비해 작을 것이라는 주장과 장기간 환경경

영을 수행해 온 기업은 단기간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환경경

영에 대한 정보 축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환경비용의 부

담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 그리고 기업의 환경비용부담 기,

업의 규모 환경경영 연수에 따라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친화기업의 현황 및 경영성과를 수익성 안정성, ,

성장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친화기업의 업종별,

업체수의 현황과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비용부담율과 경영성과를 분석한 후 환

경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산업재배치 무역거,

래 생산성 경영성과에 관한 기존연구를 광범위하게 고찰한다 그리고 제 절에, , . 3

서는 환경경영을 하는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대해서 네 가지 가

설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경영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을 설명한 후 분석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

과를 바탕으로 요약 및 정리를 한다.

환경친화기업의 현황 및 기존연구 고찰II.

환경친화기업의 현황1.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은 경제개발 시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왔

으나 세기말부터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래20 .

서 우리나라도 년부터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1995



화기업지정제도를 도입했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기존의 규제 중심적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토록 하여

자율적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 업체수는 년 개 년 개 년 개에서1995 28 , 1996 108 , 1999 112

년에는 개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표 참조2002 131 .(< 1> )

표 환경친화지정 기업수< 1>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호: , ,

주 는 년 년 월 기준임:*) 2001 2002 8 .

업종별 환경친화지정기업 사업장은 제조업 개 서비스업 개로 구성되어114 , 17

있다 제조업 사업장의 업종별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관련 개 사업장으로. 32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자부품 개 사업장 음식료품 개 사업장 기계 및 장29 , 15 ,

비제조업 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참조9 .(< 2> )

표 업종별 환경친화기업 사업장수< 2>

제조업의 업종별 환경비용부담을 환경자금부담율과 환경투자부담율로서 나타

내 보면 제 차금속의 환경자금부담율은 이고 환경투자부담율은 로 가1 8.5% 2.8%

장 높고 다음으로 비금속광물의 환경자금부담율과 환경투자부담율은 각각

이고 종이인쇄출판업은 로 높은 수준의 환경비용부담을3.2%, 1.2% 2.5%, 0.3%

나타내고 있다.2) 반면 운수장비업의 환경자금부담율과 환경투자부담율은 각각,



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목재나무가 이고 조립0.4%, 0.3% , 0.9%, 0.5%

금속기계장비업은 를 나타내고 있다 표 참조1.3%, 0.5% .(< 3> )

표 제조업 업종별 환경비용부담율 년기준< 3> (2002 )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년중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재 결과: , 2003, 2002

이러한 기업들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으로 나, ,

누어 볼 수 있는데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본경상,

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등이 있고 안정성 지표로는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 , ,

부채비율 등이 있으며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수익, , ,

증가율 등이 있다 이들 지표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영업.

이익율 안정성지표로 자기자본비율 성장성지표로 매출액증가율을 사용한다, , .

매출액영업이익율은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에 영업외손실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

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생산효율성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 과 관리( )

효율성 매출총이익 대비 영업이익 로 구성된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을 이용 총( ) .

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지표로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

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도 매출액에서 당해연도 매출.

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의 척도로



이용된다.

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수익성은 이고 안정성은 성장2001 5.5% 39.1%,

성은 이었는데 년엔 수익성이 안정성이 성장성이3.0% 2002 6.7%, 42.1%,

로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년13.9% . 2002

기준으로 규모별로는 대기업 수익성은 중소기업 보다 양호하나 대기업은 관리

효율성보다는 생산효율성이 더 높고 중소기업은 생산효율성 보다 관리효율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안정성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양.

호하나 성장성은 중소기업이 더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표 참조.(< 4> )

표 전체 제조업의 경영성과< 4>

단위: %

기존연구 고찰2.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추가비용을 유발하여 국가의 국제경쟁력이나 기업

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

다 이러한 연구는 개방경제하에서 국가간 해외직접투자나 무역거래량의 변화로.

분석한 실증연구와 기업의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나 경영성과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환경규제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는 Bartik(1988),

외 등 많은Friedman (1992), Levinson(1992), McConnell and Schwab(1990)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환경규제 강화는 산업재배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는 오염다배. Xing and Kolstad(2000)

출 산업의 경우 선 후진국간 환경규제는 산업재배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였으나 노상환 은 우리나라의 경우 차금속 석유화학 등의 오(2002) 1 ,

염다배출 산업의 경우도 산업재배치 효과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환경규제와 수출 및 무역거래량과 관련된 연구로, Grossman and

등 많은 연구가 있는데Krueger(1993), Tobey(1990) Kalt(1988) Grossman

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의 차가 미국 멕시코간 무and Krueger(1993) -

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고

역시 광업 종이 화학 제철업종을 대상으로 개국을 분석한 결Tobey(1990) , , , 23

과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는 미국. Kalt(1988)

제조업을 대상으로 개 산업분야에 환경규제가 무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78

지 못하고 있으나 제조업 전체의 경우는 부의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서 화학부문을 제외한 제조업의 경우는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리고 환경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

은 화학 비금속광물 철강의 경우는Barbera and McConnell(1990) , , 10 12%,˜

제지의 경우 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고 는30% , Gallop and Roberts(1983)

전기설비의 경우 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며44% , Have and

은 전체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감소한다고 주장Christainsen(1981) 8 12%˜

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연구로. Repetto(1995)

는 환경성과와 수익성간 부의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Hitchens et

역시 치열한 경쟁상황에 있는 기업의 경우도 환경비용이 기업의 생존al(1996)

이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표 환경정책이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연구< 5>

자료: Jaffe et al,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U. S. Manufacturing : What Does the Evidence Tell U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XXXIII, pp 132 163; Adams Jan,˜

1997, Environmental Policy and Competitiveness in a Globalised

Economy: Conceptual Issues and a Review of the Empirical

Evidence, OECD Proceedings-Globalization and Environment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 분석III.

가설설정1.

환경경영은 기업활동의 전 과정을 걸쳐 환경성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성 수

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말하는데 이

들의 조화는 환경영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 대상범위는 구매에서

부터 생산 유통 소비 사용 그리고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기업, , ,

과 연계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환경경영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환경경영은 환경규제를 준.

수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경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유발되어 기업경쟁력 약화

가 예상된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경영은 환경경영으로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후자의 의미에서 환경경영은 일반화되.

어 있지 못하고 환경경영이 비용상승의 의미로 받아들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종 환경규제정책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간주되어 기업의 가격경

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는 높은 환경성과는. Porter(1990)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경영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한 이래 이를 지지하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3) 특히,

는 뛰어난 환경성과를 가진 기업과 환경성과가 미미한 기업간 경Repetto(1995)

영성과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 환경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과 일반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분

석하기 위하여 가설 과 가설 를 설정하여 분석해본다1 2 .

가설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기업에 비해 저조하다< 1> .

가설 환경비용부담율이 높은 환경친화기업일수록 경영성과는 저조하다< 2> .

장기복외 는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과 능(1998)

력이 요구되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환경관리 경상지출의 효율성이 작



아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는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

문조사 결과로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환경투자성과는 대기업이 중소기. 3.42,

업이 로 대기업이 환경투자의 성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3.25

났다.4) 그러면 실제자료를 사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

과를 비교하여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지

를 분석해본다.

가설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은 대기업 환경친화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3>

저조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간 이들 경영을 수행해온 기업은

의 축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know-how .

은 장기간 품질경영을 수행하여온 기업은 초기 품질경영을 채택Thomas(1995)

한 기업보다 의 축적으로 경영부담이 작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know-how .

래서 우리나라 환경경영을 수행하는 기업 역시 품질경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 환경친화기업은 단기 환경친화기업 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이들의 경영성과를 분석한다.

가설 장기 환경친화기업은 단기 환경친화기업 보다 경영성과가 우수하< 4>

다.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2.

환경친화기업 지정은 기업체 기준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위주로

지정되고 있는데 사업장별 기업의 경영성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개의 사업장이라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면 환경친화경영의 의지가 있는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환경친화기업은 환경부의.

환경백서 환경통계연감 각 호에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제조업중에서는 개, 66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들의 경영성과. ,

즉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대한 자료는 한경기업총람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

환경친화지정 기업 개중 개 기업의 자료만 이용 가능하였다 일반기업관련66 56 .

경영지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설 를 검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환경비용의 구분은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환2

경비용부담율을 기준으로 고환경 비용산업과 저환경 비용산업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자금부담율과 환경투자부담율이 제조업 평균 보다 높은 제 차, 1

금속 비금속광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은 고환경 비용산, , ,‧
업으로 분류하고 제조업 평균 보다 낮은 음식료품 섬유 기계 및 기계장비 전, , ,

기기계 전자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은 저환경 비용산업으로 분류한, ,

다 표 참조.(< 6> )

표 업종별 환경비용 분류< 6>

가설 을 분석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기준은 종업원 인 이하이거나3 300

자본금 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분류하였는데 총 개 환경친화기업중 대기업80 56

이 개 중소기업이 개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장기 환경친화기업과 단기 환32 24 .

경친화기업은 년 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지정 기업은 장기로 그 이후1996 12

지정은 기업은 단기 친화기업으로 분류한 결과 장기 환경친화기업은 개 기업24

이고 단기 환경친화기업은 개 기업이었다32 .

분석방법은 단일 표본 검정방법과 독립된 두 집단의 검정방법을 사용하t- t-

였다.5) 즉 가설 은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기업의 그것과 같다는 귀무1

가설하에 검정통계량 T(X) = (X* - )/(S/nμ 1/2 를 구하여 유의수) 1%, 5%, 10%

준하에서 분석하였다 여기서. , X*는 표본평균 는 모평균 는 표본표준편차, , S , nμ

은 표본수이다 그리고 가설 가설 가설 는 두집단의 모평균이 같다는 귀무. 2, 3, 4



가설하에 검정통계량 T(X) = (X1
*-X2

*)/(Sp((1/n1) +(1/n2))
1/2 등분산이 가정되)(

는 경우 나) T(X) = (X1
*-X2

*)/((S1
2/n1) +(S2

2/n2))
1/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 를 구하여 유의수준하에서 분석하였다 여기서) 1%, 5%, 10% . X1
*, S1, n1

는 첫번째 집단의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표본수이고, , X2
*, S2, n2는 두번째 집

단의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표본수이며, , Sp는 가중평균 표본표준편차이다.

분석결과3.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환경친화지정기업과 일반기업간 경영성과와 환경비용부담율이 높은 환경

친화지정기업과 환경비용부담율이 낮은 환경친화지정기업간 경영성과를 분석한

다 그리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은 대기업과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은 중소.

기업간 경영성과와 장기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과 단기간 환경친화기

업으로 지정된 기업간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친화지정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기업에 비해 저조하다는 가설 은 환< 1>

경친화지정기업과 표 에서 정리된 일반기업의 경영성과를 일표본 검정으< 4> t-

로 고찰한다 환경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은 환경개선 추가비용 때문에 기업의 경.

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과는 달리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환경

친화기업의 수익성은 유의수준하에서 일반기업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5%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효율성과 관.

리효율성 모두 적어도 유의수준하에서 일반 중소기업 보다 높은 수준에10%

있고 제조업 전체의 경우 환경친화지정기업과 일반기업의 안정성은 차이가 없

다고 할 수 있으나 년의 경우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은 유의수준하2002 10%

에서 일반 중소기업 보다 안정성은 악화되었으며 성장성은 유의수준하에서1%

도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 ,

성장성은 일반 대기업의 경영성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참조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환경친화지정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수익성은 높7> )

다고 할 수 있으나 안정성이나 성장성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환경친화기업과 일반기업의 경영성과 검정< 7>

단위: %

주 는 값이고 는 는 는 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 ) t , * 10%, ** 5%, *** 1% .

다음으로 산업별 환경비용부담율이 상이하여 환경비용부담율이 큰 산업의 기,

업일수록 환경경영을 하는 것이 경영에 부담이 되므로 경영성과는 저조하다는

것이 가설 이다 환경비용부담율이 큰 산업의 환경친화기업 경영성과와 환< 2> .

경비용부담율이 작은 환경친화기업 경영성과를 독립된 두 표본 검정으로 분t-

석한다 환경개선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은 이의 부담 때문에 기업의 경영성과가.

나빠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고비용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가

저비용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보다 유의수준하에서 높다는 것을 보여준10%

다 그러나 이들 기업간 안정성이나 성장성은 유의수준하에서도 차이가 없. 10%

다 표 참조.(< 8> )



표 환경비용부담율에 따른 경영성과 검정< 8>

단위: %

주 의 는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의 는 값을 나타냄: 1, 2 ( ) , 3 ( ) t .

셋째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은 대기업 환경친화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저,

조하다는 것이 가설 이다 중소기업은 자금 관리능력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3> . ,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는 대기업 환경친화기업에

비해 열악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년 기준으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 2001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은 유의수준하에서 대기업의 수익성 보다 높다는 가5%

설 은 만족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관리효율성보다 매출액대비 매출액총이익3 .

을 나타내는 생산효율성이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간 안정성이나 성장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년 기. , 2002

준으로는 수익성과 성장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안정성은 대기업 환경친화기

업이 유의수준하에서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 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5%

다 표 참조.(< 9> )



표 규모별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 검정< 9>

단위: %

주 의 는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의 는 값을 나타냄 는: 1, 2 ( ) , 3 ( ) t ., * 10%,

는 는 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5%, *** 1% .

마지막으로 장기 환경친화기업은 단기 환경친화기업 보다 경영성과가 우수,

하다는 것이 가설 이다 일반적으로 품질경영이나 윤리경영의 수행과 마찬< 4> .

가지로 장기 환경친화기업은 단기 환경친화기업에 비해 환경개선 의know-how

축적으로 인한 이익 을 누릴 것이라는 추측하에 장기(first-mover advantage)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와 단기 환경친화기업의 경영성과를 독립된 두 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다 환경개선에 대한 를 축적한 장기 환경친화기업. know-how

과 단기 환경친화기업간 수익성과 안정성의 차이는 없으나 안정성은 유의10%

수준하에서 단기 환경친화기업이 장기 친화기업보다 양호하여 가설 도 지지되4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참조.(< 10> )



표 기간별 환경친화기업 경영성과 검정< 10>

단위: %

주 장기란 년 월까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고 단기란: 1996 12 1996

년 월 이후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12 .



요약 및 결론IV.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친화기업의 현황 및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환경친

화경영을 하는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과 일반기업간 환경비용,

부담율이 높은 환경친화기업과 환경비용부담율이 낮은 환경친화기업간 환경친,

화기업 지정을 받은 대기업과 환경친화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간 그리고 장기,

환경친화기업으과 단기 환경친화기업간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

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의 분석결과 일반적인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은 유의수준하에서 일반기업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5%

는 결론이 도출되어 가설 은 지지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환경친화기업 지정1 . ,

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효율성과 관리효율성 모두 일반기업 보다 적어도

의 유의수준하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 우리나라10% . ,

의 경우 고비용 환경친화기업의 안정성이나 성장성은 저비용 환경친화기업과

차이가 없으나 수익성은 저비용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보다 유의수준하에10%

서 높아 가설 역시 만족되지 않는다 셋째 년 기준으로는 유의수준2 . , 2001 5%

하에서 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은 생산효율성의 차이로 인해 대기업

환경친화기업의 수익성보다 크나 년 기준으로는 수익성과 성장성은 별다2002

른 차이가 없고 대기업의 안정성은 유의수준하에서 중소기업 보다 안정적5%

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의 장기 환경친화기업은 단기 환경친화기업에 비. , < 4>

해 환경개선 의 축적으로 인한 이익 을 누know-how (first-mover advantage)

릴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장기 환경친화기업과 단기 환경친화기업간 수익성

은 유의수준하에서도 차이는 없으나 안정성은 단기 환경친화기업이 장기5%

환경친화기업 보다 유의수준하에서 양호하였다10%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환경경영의 수행이 비용부담,

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가설이나 고환경 비용산업의 경영성과가

저조할 것이라든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환경성과가 상이하다든지 환경경영의

연수에 따라 경영성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가설은 우리나라 환경친화기업의

경우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첫째 본. ,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과 환경관리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일반기업에 비해 건전한

재무구조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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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정영근* 강상목․ ** 여준호․ ***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환경 경제 제도의 개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을 통합하, , , 4

여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종합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수를 년간 실증적으로 계측해 보고자 함이다1990-2001 .

환경분야에서의 지수화 작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분야와(Indexation)

같이 보편화된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수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널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간단하고 집약화 된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수는.

기준년도인 년을 중심으로 완만한 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1995 U .

능발전지수의 년대 중반까지의 하락의 주된 요인은 경제와 환경부문의 하락이 주도했고90

이후 상승은 사회와 제도부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지수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점과,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부문에 따라 상이하므로 부분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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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교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론.Ⅰ

최근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Sustainable Development: SD)

이를 계량화하는 지표 및 지수 개발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

능발전을 계량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사회환경경제부문의 여. ․ ․
러 요소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여,

러 영향을 포괄하여 수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

는 의사결정과정은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상태와 여건 등 다양한 자료를 필요로 한, ,

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산업화에 대한 통계자료는 잘 정비되고 갖추어져 있으.

나 환경 상태나 환경의 생태적 발전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경제 부문의 통계를 작성하고 경제 정보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환경 정보에 관한 보고와 통계는 환경 상태나 현황,

을 파악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의 수요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널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간략하고 집약화 된 지속가능.

발전지수 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속(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 ,

가능발전지수가 정책 당국이 환경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활동에 관한 필요,․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 실태 파악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

문이다 또 지속가능발전지수를 통하여 사회 환경 경제 요소를 개관할 수 있으므로 각. ․ ․
분야를 독립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장기적으로 정책 개발을 지

원하는 종합적인 지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종합환경지수에 관한 선행연구는 Hope and Parker(1995), Jesinghaus(1995,

1997), US EPA(1997), Kang et al.(2002), Kang(2002)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구차원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단체나 공식적인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형태의 통합된 환경지

수 들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몇몇 조직들은 이미 지수를(Aggregated Environmental Indices) ,

개발하여 공표하였거나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다 이런 지수들에는 저축. (Genuine純․
인간개발지수 지구생태지수Savings), (Human Development Index: HDI), (Living Planet

자연자본지수 독일 환경지수Index: LPI), (Natural Capital Inex: NCI), (The German

생태학적 풋프린트Environmental Barometer and Index: DUX), (Ecological Footprint:

환경지속성지수 지구온난화잠재지수EP),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Global

표준오염원지수 브리Warming Potential Index: GWPI), (Pollutant Standards Index: PSI),

티쉬 콜롬비아 수질지수 캐나다 대기질지수(Water Quality Index: WQI), (The National

미국 대기질지수Index of the Quality of the Air: IQUA), (The US Air Quality Index:

등이 있다AQI) .1)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문지수에 대한 함



수를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각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부

문지수를 도출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는 그 다음 단계는 부문지수를.

통합하는 과정인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수립과 국제비교를 위하여 국내 외적으로 개발․
또는 개발 중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통합하고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작성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증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일반적 방법은 먼저.

부문지수에 대한 함수를 설정하여 지속가능발전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각 지속가능발

전지표에 대한 부문지수를 도출하고 다음 단계로 부문지수를 통합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수 산정의 중요한 과정인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가 제시한 계층분석법 을 이용하였Saaty(1980)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다 계층분석법은 평가 선택 예측을 위한 의사 결정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로 사. , ,

용되며 특히 전문가 집단간에 일관성과 수량화를 조사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통상적으로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는 자료를 간결하고 유용한 정보로

압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표선정에 있어서 우선 고려 사항은 측정가능성.

과 투명성으로 지표는 무엇보다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측정 방법의 객관성이 보장, ,

되어야 한다 또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완벽한 지속가능발전지표. ,

의 개발과 실행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향하는 목적에 적합한 수준의 지표

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지표는 년. 2001

에서 발표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근간으로 하여 사회 환경 경제 제UNCSD , , ,

도 등 개 부문 총 개 지표를 선별하였다4 53 .2) 이들 개 부문과 개 개별 지표의4 53

가중치 계측을 위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대상은 연구기관 학계. , ,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층화임의추출 방법에 의거하여 명을 선정하였다89 .

이하 본 연구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지수화 하기 위한 통합방법을 소개하고Ⅱ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표 선정과 정리 개별지표의 가중치 추정과 이를 이용한 부,Ⅲ

문지수 계측 및 지속가능한 발전지수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Ⅳ



모형체계.Ⅱ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 방식은 가지 방식으로 구2

분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통계자료 중에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대표할 수 있는. ,

각각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여 바로 이들을 통합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선정. ,

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이용하여 먼저 부문별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고 작성된,

부문별 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에 따른다.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문지수 에 대한 함수를 구성해야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각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부문지수를.

구성한 다음 각각 구성된 부문지수별로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로 부문지수를 작성할,

수 있다.

(1)

단, 지속가능발전지표

부문 지수

식에서(1) 부문지수 함수의 구성요소 , , ,․․․ 는 각 지표의 지속가능

발전 특징을 보여주게 되므로 각각 다양한 수식으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문지.

수의 함수유형 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의 형태로 부분

지수를 작성하였다.3)

(2)

부문지수:

지속가능발전지표:

계수 일정: ( )

상수 일정: ( )

여기서 부문지수 와 지속가능발전지표 는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부문지수를 작성.

한 다음 종합지수로의 통합 과정은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

라 할 수 있다 지수의 통합과정에서 정보가 줄어들고 단순화된다 지수작성과정에서. .



발생하는 오류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부문지수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

해야 한다 종합지수는 보통 개별부문지수를 합친 가법형이나 승법형 내지 최대치형. ,

최소치형으로 구분한다.4) 이들 중 본 논문에서는 가법형 함수를 사용해서 종합지수를

도출하였다.5) 가중치가 부여된 일반적인 형태의 가법형 종합지수함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3)

부문지수: , 부문지수의 가중치: i

한편 개별 지속가능성 지표와 부문지수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응답의 신뢰성을 검

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응답한 쌍체비교의 값을 집.

계하여 해당 부문별 중요도 즉 가중치를 산정한다 이를 기초로 전체 응답자들이.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응답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6) 가중치 계산방

법은 문제별 쌍체비교값을 정방행렬로 배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문별 가중치를 산

정한다 각각의 지속가능부문의 이슈를. 로 두고 지속가능 정도를

이라 할 때 이슈별 쌍체비교값을 정방행렬 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A]

다.

위의 표에서 는 자신에 비교한 것으로 그 값은 이다1 . 은 에 비교



한 의 심각정도를 나타낸 값이고 은 에 비교한 의 쌍체비교값을 의

미한다 이러한 쌍체비교값을 이용하여 부문별 가중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7)

(4)

단, 는 열의 쌍체비교값의 합계n

식에서 은 부문지수를 가리키고 은 부문지수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위 식(4) n Wn n .

에서 각각의 가중치는 정방행렬 에서 각 행의 쌍체비교값을 당 열의 쌍체비교[A]

합계치로 나눈값을 합하여 부문지수 전체 수 로 평균한 것이다 표준화한 가중치(n) .

의 합계는 이 된다1 .

그 다음으로 전문가 집단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문간 가중치 부여가 이행성의

공리를 만족시키면서 얼마나 일관성있게 응답하였는가를 알기 위해서 일치성 분석

이 필요하다 일치성여부는 최대고유치. (principal eigenvalue) 와 이에 기초한

일치성지수 일치성비율 을 통하여(consistancy index: CI), (consistancy ratio: CR)

판단한다 먼저. 는 정방행렬 와[A] 가중치행렬 를 곱하면 새로[W]

운 가중벡터행렬 가 산정되고 이 가중벡터행렬의 구성요소[Y]

과 가중치 을 이용하여 도출된다 즉. ,

(5)

(6)

이에 기초한 일치성 검증은 일치성지수 와 각 행렬의 크기별로 결정되는 임의지(CI)

수 간의 비중을 의미하는 일치성 비율 로 판단한다 일치성지수(Random Index) (CR)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단 행렬의 차원, n =



여기서 주관적 쌍체비교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값 즉 임의지,

수와 일치성지수를 비교하면 일치성비율 을 얻게 된다 즉(CR) . ,

(8)

일치성 비율은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일치성이 임의적인 응답의 일치성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게 된다 응답자들이 쌍체비교에서 완전히 일치되게 응답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통상 이 이하이면 양호하게 응답한 것으로 간주, CR 10%

된다.

실증분석.Ⅲ

지표자료의 선택과 처리1.

일반적으로 지표란 추상적인 현상이나 개념을 일정한 속성을 가진 변수로 변환하

고 이를 다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
전지표는 국가 구성요소의 중심축인 사회 환경 경제 그리고 제도 요소들 가운데, , ,

대표성이 있는 일부를 개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

전지표는 현재의 오염을 야기하는 행위 환경상태 또는 그 변화만을 반영하고 있는,

환경지표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에 충실해야 한다.

표 과 표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이 지표들은< 1> < 2> .

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서 발표한 핵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근2001 UN (UNCSD)

간으로 하여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한 정영근 외 을 기초로 하(2001)

여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총 개 부문 개 지표를 선별하였다, , , 4 53 .8) 실증을 위한

지표의 통계자료는 년 년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누락1990 2001 ,˜

된 자료 는 평균 성장률을 이용해 소급 적용하였다(missing data) 9) 극심한 변동폭.

으로 인해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통신 가입자수 와 자"PC (INST-2)" "

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총액 은 그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대수(INST-5)"



를 취하였다 지표별로 지속가능발전과 정 의 상관관계 혹은 부 의(logarithm) . ( ) ( )正 負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의 관계를 갖는 자료는 역수를 취하여 모두 정,

의 관계를 갖도록 조정하였다( ) .正

지표의 가중치 산정2.

가중치 작성 방법1)

각 부문지수에 속하는 개별 지속가능한 지표가 상위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는 상이하므로 부문지수를 계측할 때 각 지표의 영향이나 중요도에 관한 가

중치를 필요로 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종합지수뿐만 아니라 부문지수도 각 지. ,

표 항목 에 대한 개별 가중치 부여가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이 가장 친숙하게 접하( ) .

게 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의 경우 개별 품목이 소비(Consumer Price Index: CPI)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즉 가격이 비쌀수록 그리고. , ,

구입빈도가 높을수록 소비 지출금액이 커짐으로써 가중치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지수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경제 관련 지수와는 달리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즉 각자가 생각하는 부문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들에 대한 중요도나 각. , ( , , , )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중치 산정 결과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각 부문이나 지표에 대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과 연계하여 가중치를 도출하는 데

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10)

본 연구의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가중치를 도

출하였으며 이 가중치를 사용하여 지수를 작성하였다, .11)



표 사회 환경부문 지속가능발전지표< 1> ,



표 경제 제도부문 지속가능발전지표< 2> ,

주 사회부문 환경부문 경제부문 경제부문: SOC: , ENV: , ECO: , INST:

특히 가중치 산정 과정을 단계로 나누어서 첫째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고, 2 ,

있는 개의 부문별 즉 사회 환경 경제 제도의 하위 부문지수를 작성하기 위한4 , , , ,

각 지표별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 지표별로 까지의 단계로. 0 10 11˜

분류하여 그 해당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으로 표기하고 가장 중요하10 ,

지 않다고 생각되면 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0 .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한 것으,

로써 의 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응답자가Saaty(1980) .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문에 대해서 중요도를 비교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는데 응답자,

가 중요 정도를 점의 척도로 비교하도록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 산정1, 3, 5, 7, 9 .

및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부문별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활EXCEL

용하여 실증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가중치 계측결과2)

각 부문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지표별 가중치는 회수된 설문조사지를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평균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즉 각 부문지수의 가중치의 합.

을 로 하여 각 지표당 응답자의 설문결과를 총합하여 해당 부문지수에서 그 지표1

의 중요도 비율을 계산하였다 각 부문별 가중치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에. < 3>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도보급률 을 사회부문에서 가장 지속가, (SOC-10)

능발전에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보급률의 가중치는.

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근로자비율 는 전체적으로 가중치가 로0.070 , (SOC-4) 0.049

산정되어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부문에서 지속가능발.

전에 중요 지표로는 빈곤인구비율 가중치 지니계수 가중(SOC-1, 0.069), (SOC-2,

치 와 상수도보급률 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부문에0.065) (SOC-10, 0.070) .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요약하면 사회불평등 문제 즉 사회분배문제가 지속가능발, ,

전에 주요한 요인이며 수자원 관리 역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할,

지표로 간주된다.

둘째 환경부문에서는 대기 중 오존 배출량 이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 (ENV-3)

한 지표로 나타났다 대기 중 오존 배출량은 가중치가 로 산정되었으며 복합. 0.069 ,

비료소비 는 가중치가 으로 산정되어 환경분야 중 가장 낮은 중요도(ENV-50) 0.050

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경제부문에서는 폐기물 재활용비율 의 가중치가 로 산정되어, (ECO-10) 0.082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경제부문에서 특이한 사항은 일반적.

으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던 투자 경상수지 등 경제 실물지표GDP, ,

보다는 에너지나 재활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더 중요한 지표로 인식

되었다 인당에너지 소비량 재생가능한 에너지소비량. 1 (ECO-8, 0.080), (ECO-9,

폐기물재활용비율 등이 높은 가중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0.081), (ECO-10, 0.082) .

편 서비스수지 비율 과 공식발전원조액 비중, (ECO-3, 0.059) (ODA) (ECO-5, 0.060)

이 경제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도부문에서는 인준된 국제적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 지표가 높은, (INST-1)

가중치를 보였다 인준된 국제적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의 가중치는 으로 산정. 0.230

되었으며 인당 전화가입률 은 가중치가 로 산정되어서 가장 낮, 100 (INST-3) 0.165

았다 이는 이미 유선 전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 정도 구축이 되어서 현 시.

점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지표별 가중치< 3>

개별 지표의 상위부문인 사회 환경 경제 제도부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가중치, , ,

는 환경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 제도부문 의 순으로 나0.376, 0.277, 0.221, 0.126

타났다 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문별 가중치 산정 결과는 환경과 경제부문이 보. ,

다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문임을 시사한다 환경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가.

장 높게 나온 이유는 응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에 충실히 응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발전상황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발전. ,

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

서 전문가들이 환경부문에 보다 많은 중요도를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문 응답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일치성비율 은 로 계산되었는(CR) 0.0019

데 일반적으로 일치성비율이 이하이면 신뢰성 있는 응답이라고 볼 때 이는, 10%

매우 양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전문가 집단의 일치성비율 을 산정한. (CR)

결과가 다음 표 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조사의 응답 일관성을 보여주는< 4> .

일치성비율은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전문가 집단의 가중치와 신뢰도 검정< 4>

지속가능발전지수 실증결과3.

부분지수 계측결과1)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는 각 하위 부문의 부문지수는 부문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와 그에 대한 가중치를 결합하여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부문지수는 연.

도별 비교를 위하여 년을 기준년으로 하여 으로 환산하여 도출하였1995 1995=100

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계산된 각 부문지수들을 분석해보면 다. < 2>

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문지수는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부문지수는 년 로 시작해서 년. 1990 96.55 1998

까지 꾸준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년에 로 약간의 하락세가 나타111.21 . 1999 109.8

나는데 이는 실업률의 상승과 영아사망률의 상승에 기인한다 년 이후 사회부, . 1999

문지수는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부문지수의 상승추이는 다음의.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점진적인 성 형평성의 상승이 주된 기여인자이고 년. ( ) 90性

대 이후 여성근로자 비율이나 여성 임금비율 또한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였기 때

문이다 둘째 상 하수도와 같은 사회 기초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셋째 국. , . ,․
가의 경제력과 연관이 깊은 국민 보건 및 건강 관련 지표들 역시 상승 추이를 나타

내고 있다 반면 이후 급속히 악화된 분배구조로 인한 빈곤인구 비율 및 지니. , IMF

계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는 사회부문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회

형평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환경부문지수는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년 이후 점차 상, 1999

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문지수는 년에 을 최고점으로 하여. 1990 105.18 ,

년 를 기록한 이후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1997 94.44 . ,

년대 초반이후 계속 악화되었으나 최근 약간의 개선을 보여주었다 환경부문지수90 .



에 나타나는 특징은 년에 잠시 구조적 변화가 있다는 점인데 년에 발생1998 1998

한 지수 상승은 방출량 감소와 농약소비량 감소 그리고 총 어획량 감소 등에CFCs

기인한다 특히 환경부문은 몇 개의 지표들의 등락폭에 따라서 지수가 변동되는데.

대체적으로 방출량 복합비료 소비 연간 총 어획량CFCs (ENV-2), (ENV-6),

인당 하루 급수량 등의 지표에 의해서 지수의 변동이 발생(ENV-12), 1 (ENV-14)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부문지수는 환경부문지수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부문지수는 년에 을 기록하여 년대 초반의 지속가능발전에. 1990 123.70 90

크게 기여하였지만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여 변동이 가장 큰 지수로 나타났

다 경제부문의 지수하락이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은 와 같은 실물경기 요인과. IMF

원자력 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관련 지표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같은 대기

환경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

다 경제부문지수가 전반적인 실물 지표 환율 주가 등 등으로만 구성된 것이. (GDP, , )

아니라 경제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된 재활용율과 폐기물 등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에, ․
부합된 지표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한 지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경제부문지수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년에 큰 폭으로 지수 상승이 발생하였다1999 .

이는 공식발전원조액 비중 증가와 민간최종소비지출 상승에(ODA) (ECO-5) (ECO-7)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지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부문과 마찬가지. ,

로 년대 초반에 비해서 점차 하향 추세를 보였다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지수 하락90 .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제도부문지수는 개의 부문지수 중 가장 큰 지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4 .

년 에서 시작하여 년에는 을 기록하여 무려 의 상승1990 75.45 2001 116.28 54.11%

을 보였다 제도부문지수의 상승 추세는 특히 우리나라의 정보 인프라의 급속한 증. ,

대와 관련이 있다 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 통신 가입자수 의. 90 IT (PC )

성장이 제도 부문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 개 부문지수 분석을 통하여 얻게 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4 . ,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이 지속가능발전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서 환경과 경제부문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 환, . ․
경적 요인의 악화 대기 오염 폐기물 분야 등 는 지수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와 제도부문의 상승은 몇몇 지수의 상승에 의해. ,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제도 부문에서는 정보부문 지표 통신 가입자수 의 영향, (PC )

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지수 변화에서 정보관련 지표의 상승을 상.



쇄시킬 가능성이 있는 하락 요인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사회부문에서는 사회형평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제. , ,

도부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문제에 대한 정책 당국의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부문지수 추이< 1>

  (1995=100)                      사회부문지수

70

80

90

100

110

120

13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1995=100)                        환경부문지수

70

80

90

100

110

120

13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1995=100)                       경제부문지수

70

80

90

100

110

120

13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1995=100)                      제도부문지수

70

80

90

100

110

120

13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지속가능발전지수 계측결과2)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최종적으로 개의 부문지수 사회 환경 경제 제도 와 각 부4 ( , , , )

문별 가중치를 결합하여 계측하였다 연도별 발전지수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문제.

에 대한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산정하.

는 일반적인 방법은 가법형 승법형 최대 최소형이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증, , ,․
가형 함수에 적용될 수 있는 가법형을 이용하였다 계측된 지속가능발전지수는.

그림 와 같다< 2> .



그림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추이< 2>

  (19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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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인 년의 지수값을 으로 보았을 때 연도별 지속가능발전지수의1995 100 ,

추이는 완만한 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수를 분석해보면 년 에서U . , 1990 104.7

시작하여 점차 하락하다가 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1997

있다 이상의 지수 추이는 앞서 분석한 각 부문별 부문지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설.

명할 수 있다 각 부문에 부여된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년대 초반의 상승과 이후. 90

년대 중반까지의 하락은 경제부문의 하락추세와 함께 환경부문의 하락이 주도하90

였다 물론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의 상승 추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부문의 상승.

폭은 미미하고 제도부문의 상승 추세 역시 년대 초반 지수가 낮았기 때문에 경90

제와 환경부문의 하향추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년대 중반 이후의 지수 상승 추세는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의 급격한 상승, 90

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제도부문은 이 부문에 부여된 가중치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매우 커서 전체적인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년대 후반 이후 전 부문의 지수에서 나타나는 상승 기조. 90

역시 전체 지수의 상승 추세를 이끈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지속가능발전지수 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첵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는. ,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경제부문과 환경부문의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움.

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의 긍정적인 추세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뚜

렷한 상승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추세가 몇몇 부문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



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

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악화요인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 등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담

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Ⅳ

본 연구는 사회 경제 환경 제도의 개 부문에 속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통합하, , , 4

여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의 통.

합과 이의 지수화과정 및 지수의 추이분석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의 국제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

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수를 통하여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 국가 시스템을 구. , , ,

성하고 있는 여러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합함으로서 국,

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이러한 종합.

지수는 이해하기 편리한 정보이며 또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서도 매우 용이하다.

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은 년 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락1990 1990 104.7

하다가 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완만한 자 형태의 추세를 보이1997 U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지수에 분석 결과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책.

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경제부문과 환경부문의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움직.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부문과 제도부문의 긍정적인 추세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뚜렷

한 상승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추세가 특정 부문 및 특정 변수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

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

생하는 환경 악화요인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 등 전체적인 지

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계속되어(Sustainable Development)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수에 대한 연구도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과제는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



들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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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ing Housework Time through Giving and Volunteering
for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s

Abstract

 When a person's choice is constrained by time as well as money, measures of

willingness to pay can be defined with respect to either numeraire.  In a model that

allows for multiple shadow values of time, we show how the willingness to pay money

and the willingness to “pay” time (accept changes in its allocation within their budget)

are related to these shadow values of time.  Given information on peoples' willingness to

pay time and money for nonmarket goods or other exogenous changes, joint estimation

within a utility-consistent structure produces estimates of both willingness to pay and the

shadow value of time.  When applied to Korean households' valuat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s, we find that the value of housework time is 70-80% of the market wage.



Valuing Housework Time through Giving and Volunteering
for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s

I.  Introduction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ime spent in home production has considerable value,

not only to households themselves but to all of society.  The theory of home production

and shadow wage estimation is well developed, due to work by Gary Becker (1965),

Jacob Mincer (1962), Anthony DeSerpa (1971), Ruben Gronau (1973a,b), James

Heckman (1974), and others.  However, the empirical estimates that emerge from these

approaches typically do not distinguish between categories of nonwork time, the most

important of which are leisure time and home production or housework time.  Empirical

estimates of shadow wage functions in the literature typically pertain to all non-work

time, because the models that generate them are based on choice subject to a single time

constraint in addition to the usual money budget constraint.

 Identifying the value of housework as a component of nonwork time is of major

importance in several literatures, most notably those on home production and the value of

life.  Perhaps the most ambitious empirical estimates are those of Gronau (1973a,b,

1980).  He employed several ingenious approaches to identify the value of housewives'

time by estimating the first order conditions of their labor supply and participation

choices, though his use of published aggregate data not designed for his empirical

purposes required at-times heroic assumptions.   In the both the home production and"

forensic economics literature, (e.g., Cara Brown, 1997;  William Bryant et al., 1992;

Iwan Saunders, 1995), one commonly-used approach is to assess the market value of the

services produced by home workers, though this includes not only the value of the labor

input used in production, but also the value added by other inputs.  An alternative

approach is to infer the cost of hiring workers to perform the same services with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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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but the very absence of a market for such services, along with differences in

quality of services provided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kill of production, makes these

inferences questionable.  A fundamental problem with both approaches, as Gronau

(1980) pointed out, is that they impute value for scenarios explicitly rejected by the home

worker.

 Recently, a number of studies have developed techniques to better identify the

value of nonwork time in a variety of settings where some optimizing behavior is

observed or stated.  Hanan Jacoby (1993) estimated shadow wages of Peruvian peasants

by identifying the agricultural production function and estimating the first order

conditions for optimal peasant household labor supply.  Carol Propper (1990) used stated

preference techniques to estimate the value to medical patients of a one-month reduction

in their waiting times for treatment.  In a model distinguishing travel time as a particular

component of nonwork time, Truong Truong and David Hensher (1985) used a discrete

choice model of travel mode choice by Australian commuters to identify both the value

of travel time in different travel modes and its opportunity cost (the value of nonwork

time).  All of these models assume the consumer faces a single time constraint, which

implies all of her nonwork time has the same shadow value.#

 This paper differs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by considering consumers with

multiple time values, which may differ from each other depending on the type of time

being considered.  This implies a model of consumer choice subject to multiple time

constraints, along with an income constraint, with imperfect adjustment of time between

constraints (due, say, to rigidities in one's schedule or time of day-specific consumption

of some types of activities).   Using this model, we show how a person's value of

household time can be determined from information about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nonmarket goods.  Since time is a valued resource, willingness to pay can be defined in

terms of time as well as money, and the two are related through the shadow value of the

type of time being “paid.”  Employing empirical specifications of willingness to pa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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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illingness to pay money consistent with an underlying utility model, joint

estimation of the two produces an estimate of the shadow value of the time being paid to

obtain the nonmarket good.

 The presence of multiple binding time constraints generates both marginal values

and opportunity costs, or scarcity values, of activities in different blocks of nonwork

time.  The model used to motivate our empirical analysis can be considered as a hybrid of

the approaches to consumer choice with timeBecker (1965) and DeSerpa (1971) 

constraints, because it maintains a focus squarely on the multiple types of nonwork time,

as  did, but does so by extending the Becker framework to the case ofDeSerpa (1971)

multiple time constraints on choice.  This is appealing for the analysis of specific types of

nonwork time such as home production or housework activities, for which it is thought

that the value of time differs from the wage and the value of leisure time.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briefly explains and interprets the

model of consumer choice subject to multiple time constraints, which is a straightforward

extension of the Becker model.  The first order conditions, with suitable modification,

can be interpreted very much along the lines of DeSerpa's analysis.  Section III uses this

framework to define willingness to pay measures with respect to both money and

different types of time, and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Section IV develops an

empirical specification for joint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and the marginal cost of

household tim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willingnesses to pay are latent variables in this

analysis.  Section V describe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hich are from a unique

stated preference data set from Korea where respondents were asked their willingness to

pay money or to accept increases in housework and home maintenance time to obtain

environmental improvements.  Section VI presents and discus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Section VII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rth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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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nsumer Choice With Two Time Constraints

 In the model of consumer choice used here, two categories of time are of principal

interest: housework/household maintenance activities, and all other time, including work

and leisure.  The reason for this distinction is that while housework may generate utility

and is chosen by most households, it is sensible to think that people do not consume more

than is necessary, and that it is valued differently than are other activities.   This implies$

two time constraints, with imperfect equilibration of values of time between them, which

could occur because of rigidities in a household's schedule or simply due to temporal

differences in when activities occur.

 The simplest model that contains all the essential features we wish to explore is

one where a single consumption activity (C) and labor supply (h) are chosen from one

constraint, T , and housework (H) is chosen from a different time constraint, T .  These" #

two constraints are mutually exclusive and exhaustive, so that T T T, the total" # œ

amount of time the household has available, but T  and T  are not themselves chosen." # %

Each activity has a money price or cost (p  for C and p  for H), and each requires aG L

fixed amount of time (the time “prices” t  and t , respectively).  Similarly, labor supplyG L

has a fixed money “price” of w, the negative of the wage rate, and has a time “price”

of 1 (each hour worked requires an hour of time).   Each constraint also has a numeraire

good to satisfy adding-up: they are N , a good that has a money price of 1 and a timeQ

price of zero, and N  and N , the numeraires for the two time constraints, each of which" #

has a money price of zero and a time price of 1.

  The consumer's money budget constraint, therefore, can be written as

  E wh p H p C N , ´  L G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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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E is transfers, w is the wage, and h is hours worked.  The time constraints are

  T h t C N"
G "œ  

and

  T t H N#
L #œ 

where t H N  is the total amount of time spent doing housework, and t C NL # G " 

represents leisureÞ&

 The consumer derives utility from housework (H), other consumption (C), the

time and money numeraires (N , N , and N ), and a nonmarket good q, so the utilityQ " #

function can be written as u(H,C,N ,N ,N ,q).  With this, the consumer choice problemQ " #

can be written formally as

  max   [E wh ]
h,C,H

šu(H,C,N ,N ,N ,q) p H p C NQ " # L G Q  -  

  
  [T [ .  (1)  . ." #

" h t C N ] T t H N ]   † G " L #
# ›

In (1), the marginal value of leisure and labor supply time is ( u/ T )/( u/ E) / ,` ` ` ` ´" ". -

while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is ( u/ T )/( u/ E) / .` ` ` ` ´# #. -

 From (1), the first order conditions for optimal choice are'

Labor supply (h):  w 0 (2)- . œ"

Consumption (C):  u / C p` `  (H,C,N ,N ,q) t 0,  (3)Q X G G- ." œ

Housework (H):  u / H ` `  (H,C,N ,N ,q) p t 0. (4)Q X L L- .# œ



6

Equation (2) is the familiar condition from Becker's work that the marginal value of non-

housework time is the wage ( / w).  Dividing equations (3) and (4) by  and using. - -" œ

this result, the first order conditions for consumption and housework become

Consumption (C):  ( u/ C)/ p w` ` œ - G G
wt   (3 )

Housework (H):  ( u/ H)/` ` œ - 3p t (4 )L L
w

where /  is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These two equations say that3 . -´ #

both consumption and housework are chosen at the level where the marginal value of the

activity just equals its full marginal cost, which is the money price plus the time

requirement valued at its respective opportunity cost.  The labor supply choice identifies

the marginal value of consumption time as the wage rate, whereas the housework time is

valued differently, at the unobserved .3

 Equations (3 ) and (4 ) w w have the same two concepts of the value of time as in the

Becker and DeSerpa papers, namely its marginal value in an activity—( u/ C)/  and` ` -

( u/ H)/ —and its shadow value or opportunity cost (w and , respectively).  The` ` - 3

marginal value, using DeSerpa's terminology, is the difference between its shadow value

and the value of saving time in the activity.

 The indirect utility function (Z p ,p ,w,t ,t ,E,T ,T ,qG L G L
" # ) that results from

substituting the optimal h*, C*, and H* that solve (2)-(4) into (1) has the usual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money constraint arguments (p ,p ,w,E).  In addition, it isL G

straightforward to show that ( ) is decreasing in time prices, increasing in timeZ †

budgets, and homogeneous of degree zero in the arguments of each constraint.

 More can be said about the structure of the indirect utility function.  In problems

involving values of time, the only interesting case is where all constraints simultaneously

bind, since otherwise time values (i.e., shadow values on the time constraints) are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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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odel simplifies to a standard consumer problem.  In studying the structure of

two-constraint choice problems, Larson and Shaikh (2001) showed that the requirement

that a time and money constraint both continuously bind implies restrictions on the time

and money price arguments, and the time and money budget arguments, of both demands

and indirect utility.  Their results extend in a straightforward way to the case of two time

constraints as well.  The restrictions are satisfied when price and budget arguments of

demand and indirect utility are of the “full price, full budget” form, where each full price

consists of the money price of the activity plus its time price monetized at its shadow

value of time, and the full budget is money income plus each time constraint monetized

at its shadow value.  This is analogous to the form of prices and budget in the Becker

model, with the exception that the shadow values of time from each constraint are not

necessarily the wage, but instead are unobserved functions of the parameters of the

problem.(

 In the model of this paper, the full price of consumption is p p wJ
G G G´  t , the

full price of housework is t , and the full budget is M E wT T . p pJ
L L L

J " #´ ´   3 3

From the results of Larson and Shaikh, it follows directly that indirect utility of the form

 V(p ,p ,M ,q t , t ,E wT T ,q)J J J " #
G L G G L L) V(´ p w p  3   3

satisfies the requirement that all constraints be simultaneously binding.

 In addition to satisfying the money and time budget constraints simultaneously,

the full price, full budget structure of indirect utility is particularly useful in

characterizing willingness to pay measures.  This structure is adopted for the remainder

of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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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Willingness to Pay Time and Money for Environmental Goods

 When time is a scarce resource along with money, one can define the standard

Hicksian compensating variation measures with respect to either resource.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compensating variation measures, denominated in terms

of money and of time, insights about measuring the value of time emerge.

     When the nonmarket quality variable is changed from an initial level q  to a0

subsequent level q , the compensating variation measure of money willingness to pay,1

WTP, is defined implicitly as

 V( (p ,p ,E wT T WTP,q p ,p ,E wT T ,qJ J " # " J J " # !
G GL L    3 3) V )´

       V´ 0

where V  is the initial utility level. Using the definition of full budget, this can be written0

more concisely as

  V(p ,p ,M WTP,qJ J J "
G L  ) ´  V . (6)0

Because indirect utility is monotonically increasing in the full budget argument, the left-

hand term in equation (6) can be inverted with respect to the full budget argument,

obtaining

   M WTP = g( ,q ,V ),    (7)J  p ,pJ J
G L

1 0

where g( ,q ,V ) is the M -inverse of indirect utility.p ,pJ J
G L

1 0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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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otion of time compensating variation is analogous.  The individual is asked

to accept a specified increase in a particular type of time (in this case, the time required

for housework activities) in order to obtain an increase in environmental quality. hisT

implies a reduction of equal magnitude in the amount of other time available (leisure and

labor time).  This is costly (and represents a form of payment) if the time being increased

is less valuable than the time being decreased.  The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housework time, , can thus be defined as a time compensating variation implicitly as7

 V( (p ,p ,E w(T (T ,q p ,p ,E wT T ,qJ J " # " J J " # !
G GL L     7 7) )3 3) V )´

or more simply,

  V(p ,p ,M ,qJ J J "
G L  7 3(w )  V ´) 0

where the term (w ) is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i.e., the difference 3

between the individual's wage and their shadow value of housework time.  The product of

this and the change in time use, (w ), is individual's total cost of spending more7 3

household time to obtain the quality improvement.  Intuitively, this makes sense in that

one is diverting time into low-valued uses from high-valued uses.

 Letting w  be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and inverting the˜ ´ 3 3

left-hand term of (7) with respect to the full budget argument,

  M  = g( ,q ,V ).   (8)J  ˜7 3 p ,pJ J
G L

1 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illingness to pay measures, WTP and , can be seen7

immediately by comparing equations (7) and (8).  Because they both have the same right

hand argument, g( ,q ,V ), it must be true thatp ,pJ J
G L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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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WTP = M    J J  ˜7 3

or

  WTP/ .         (9)7 3œ ˜

Equation (9) shows that the ratio of the two willingness to pay measures, WTP and ,7

“reveals” the consumer's marginal cost of the additional time that is spent to obtain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The result is intuitive, in that the consumer is being

asked to pay for a good (quality improvement) in two currencies: a particular use of her

time and money.  For an improvement in q, either a reduction in money budget with no

change in time available, or a reduction in high valued time (and commensurate increase

in low-valued time) with no change in money, represent two ways of maintaining the

same utility level.  Thus one would expect that their ratio reflects the terms of trade

between the two currencies, or the money value of time.  The power of (9) is that it holds

for any arbitrary changes in the nonmarket good from level q  to q .0 1

 A final manipulation of equation (9) shows how the value of housework time is

identified from knowledge of the wage and the willingness to pay measures:

  (w WTP/ ).         (10)3 7œ 

The monetary value of housework tim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s wage

and the ratio of their willingness to pay money and housework time for a valued good (in

this case, an environment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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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n Empirical Specification of Willingness to Pay and the Value of

Household Time

 The empirical implementation of the approach to valuing time uses data from a

contingent valuation (CVM) survey of households living in the Man Kyoung River basin

in South Korea regarding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s.  The

unique aspect of these data is that households were asked about their willingness to pay

both in money and through an increase in the time they must spend in housework and

household maintenance activities (a fuller description follows in the next section).  Since

each respondent was asked to pay for a good (i.e.,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two

currencies, money and time, one can reasonably assume that both decisions are motivated

by the same preference structure.  Thus willingness to pay money and time (WTP and )7

are assumed to be jointly distributed with a lognormal distribution.  The monetary cost of

increased housework time, w , is a parameter relating the two willingness pay˜ œ 3 3

functions for each households, through equation (9).

 The model to this point has been developed for an individual household.  Looking

across households, utility functions may differ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ic factors, attitudes about water quality, and attitudes about government

policies.  So, too, the willingness to pay and marginal value of time functions may vary

based on .s

 Willingness to pay time ( )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refore, is assumed7

to be linear in parameters  specified asß

  ln( ) X  +    (11)7 " %œ t

where X [ q´ ˜ ß s] is a vector of explanatory variables that includes the level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 ).˜q) along with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vecto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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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tion (9) requires that ln(WTP) ln( ) ln( ), so given the specificationœ  ˜7 3

of  in (11), willingness to pay money is7

  ln(WTP X ln( ) , (12)Ñ œ  ˜ " 3 %7

where (˜ œ ˜3 3 s), like willingness to pay, is also a func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Since the error terms for the two willingness to pay functions are likely to

be correlated,   and  are assumed to be distributed N(0, 0, , ), with different% % 5 5 37 > # #
7 > 7>ß

scale parameters ( and ) and correlation parameter . 5 5 3# #
7 > 7>

 To complete the empirical model, a functional form for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must be selected.  As noted earlier, this is a func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is typical in the labor supply literature (Heckman, 1974, Feather and

Shaw, 999), and takes a different form for workers and non-workers.  Letting K be a"

dummy variable indicating whether a person works (K 1) or not (K 0), the marginalœ œ

cost of household time is specified as    

  exp K ( s  + w) + (1 K) , (13)˜ œ † †  † =3 # # )š ›! !
3 3

3 3 33 w

where the wage is allowed, but not required, to play a role in determining its value for

those who work.  The exponential form of (13) is used because it is convenient, fits the

data well, and imposes the prior restriction that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is strictly

positive, as required for the increase in housework to represent a payment for improved

environmental qualit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assumed to influence the shadow s

value of time for those employed differently (through the parameter vector ) from those#

unemployed (through ).  There may be little or no connection of the value of housework)

time with the respondent's wage, which is testable as the null hypothesis that  = 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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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kelihood Function 

 The two CVM questions used an incentive-compatible take-it-or-leave-it form,

using a yes-no dichotomous choice response format.  Each respondent was asked whether

they would pay a specified amount of money (B ) for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7

(with no change in household time use), and whether they would be willing to have an

increase of B  minutes in their housework time caused by adopting the programs, with no>

money cost.  The answers to these two yes-no questions concerning willingness to pay

generate four response patterns: / and .  Using an89Î89ß C/=Î89ß 89 C/=ß C/=ÎC/=

experimental design, the money and time bid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respondent.

 The likelihood of the joint outcomes in the sample can be specified as

          ._ œ TÐ89Î89Ñ T Ð89ÎC/=Ñ T ÐC/=Î89Ñ T ÐC/=ÎC/=Ñ# # # #
3−8 8 5−C 8 6−C4−8 ßCo/ o es/ o es/yeso es

Given that a person says  ( ) if willingness to pay is less (more) than the bid offered89 C/=

them, the likelihood function can also be expressed as

  {ln(WTP)  ln(B ), ln( )  ln(B )}_ 7œ T  #
3−8 8o/ o

m t

  {ln(WTP)  ln(B ), ln( )  ln(B )}#
3−8 C=/o/

m tT  7

  {ln(WTP)  ln(B ), ln( )  ln(B )}#
3−C/= 8/ o

m tT  7

  {ln(WTP)  ln(B ), ln( )  ln(B )}#
3−C/=ÎC/=

T  m t7

With the bivariate normal assumption about the errors  and , this can be rewritten as%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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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91 œ Ð"  M ÑÐ"  M Ñ 691_ F 3! ’ “
3œ"

8

" # 7>^ ^i1 i2

                + ( ) ( , )! ’ “
3œ"

8

" # 7>Ð"  M ÑM 691 F F 3Z Z ,Zi1 i1 i2

 ( ) ( , ) M Ð"  M Ñ 691 ! ’ “
3œ"

8

" # 7>F F 3Z Z ,Zi2 i1 i2

 ( ) ( ) ( , )   M M 691 "   ! ’ “
3œ"

8

" # 7>F F F 3Z Z Z ,Zi1 i2 i1 i2

where Z  [ln(B ) (X +ln( ( ))]/ Z [ln(B ) X ]/ ( ) is thei1 i2
m m t tœ  ˜ ß œ  ß †" 3 5 " 5 Fs

standard normal cdf and ( , , ) is the standard bivariate normal cdf with correlationF 3† † 7>

coefficient .  The variables I  and I  are binary indicators for the discrete WTP37> 1 2

responses to the money and time bid amounts, respectively.

V.  Data

 The joint estimation of willingness to pay time and money along with the

monetary cost of household time is illustrated by a case study of the Man Kyoung River

(MKR) basin located in Korea.  The Man Kyoung River, which courses through the

western part of the Cholabuk Do province, has provided irrigation water for agriculture in

the province as well as recreational sites for a million people residing within the river

basin.  Due to sewage and industrial waste water from urban areas along with livestock

manure and other runoff from agricultural farms, waters in the downstream reaches of the

MKR have been graded below Class V, which designates water quality not good enough

even for agricultural use.   Recently the government—at both local and feder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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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ed several clean-up plans intended to improve water quality of the MKR to the

Class II (swimmable) level, in response to the on-going concerns associated with

potential negative impacts of the river on water quality of a man-made lake (the Sae Man

Kum Lake) to be created upon completion of a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 (the Sae

Man Kum Project) in the downstream of the MKR.*

 As part of economic analysis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s to improve water quality in the MKR, an in-person household survey of

500 urban residents in the MKR basin was conducted during October and November of

2000.  The survey design closely followed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OAA

panel charged with evaluating the use of stated preference methods for assessing the

public's willingness to pay (Arrow reviewed by several focus groups,et al., 1993).  It was 

and was pre-tested with potential respondents, which provided information on the

expected distributions of money and time willingness to pay. An 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o randomly distribute a pair of monthly charges and time increases for each

potential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money bids consisted of ten different levels of

monthly charges ranging from 75 cents to $23 per month. Time bids consisted of eight

different levels of increased housework time, ranging from 5 minutes to 1.5 hours per

month.

 Respondents were first asked a binary discrete choice question about their

willingness to pay monthly charges for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of downstream

reaches from the prevailing no use levels (below Class V) to either fishable (Class III) or

swimmable levels (Class II).  After being reminded to consider their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s, they were asked if they would pay the specified money charge.

Following some debriefing questions, respondents were informed that as an alternative to

the government policy, each household could take actions to avoid worsening water

pollution (thus improving water quality) by changing their food preparation and disposal

practices, and water use in the bathroom, kitchen and laundry.  They were inform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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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actions would increase the time required for housework activities, and then were

asked whether they would accept specified increases in housework time per month in

exchange for the resulting water quality improvements.

 A measure of each respondent's non-work time budget was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hours worked per week and the number of vacation days received.  Of the

500 people in the sample, 378 (76%) respondents were currently employed.  For those

employed, the non-work time averaged 559 hours per month.  Wage rates for those

employed were determined based on their occupation, gender, education, and experience.

The average of imputed wage rates was US$7.74 per hour for those employed."!

 Table 1 defines selected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other variables used as

covariates for the willingness to pay and marginal cost of time functions.  The mean

water quality improvement, q q , offered to respondents was 5.2 parts per million" !

(ppm).  Twenty-one percent of households thought government policies would increase

water quality on the Man Kyoung River a great deal.  On average, respondents had lived

at their current address for 8.7 years.  Roughly 25% already undertook water

conservation by reusing the final rinse water in their laundry, and some 34% had

memories of swimming in the MKR in their youth.  The mean age of respondents was

just over 40 years, roughly half were female, and mean educational attainment was just

shy of 13 years of schooling.

VI.  Results

 Table 2 reports parameter estimates for several specifications of the bivariate

probit model of equations (11)-(13), which was estimated via maximum likelihood using

GAUSS version 5.0    Models 1-3 report parameter estimates for the joint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willingness to pay model, with several specifications of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In Model 1,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is estimat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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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meter both for those who work and those unemployed.  This is a common

assumption in the literature (e.g., Hausman, , 1993), with the value of time being aet al.

constant per-hour value conditional on the respondent's employment status.  In this

model, the  housework time is highly significant for workers, but not formarginal cost of

nonworkers.  Based on the exponential specification of  in equation (13), the implied˜3

per-hour marginal cost (  is about $1.76/hr ( e .  This is the difference in value#s Ñ ¸ Ñ!
!Þ&67

between the individual's wage and their shadow value of housework time, w . 3

 Model 2 allows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to be related to the wage for

workers, and remains a constant for nonworkers.  Here too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is highly significant for workers, with the wage being the significant

factor explaining variations in the data, but not for nonworkers.  Respondents with higher

hourly wages had higher marginal costs of household time, as one would expect.

Exploration of different functional forms for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showed that

its relationship with the wage is not proportional, as suggested in the literature for values

of time, but is more complex, as the exponential relationship of Model 2 suggests.

 Model 3 allows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to vary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both workers and nonworkers.  With the introduction of age, in log

form,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becomes highly significant for nonworkers,

and remains so for workers.  A variety of alternative demographic specifications were

explored, but none showed more promise than Model 3.  More highly-educated

respondents had higher marginal costs of housework time, as one might expect, while

female workers had lower marginal costs of housework time.  Interestingly, ag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for both workers and nonworkers,

which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ge and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narrows with age.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90% of unemployed

respondents in the sample are married housewives, the negative effect of the age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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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es that older housewives have a lower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as one

might anticipate given their relatively lesser wage-earning opportunities.

 The willingness to pay function was very stable across all specifications of the

marginal cost of household time.  In the willingness to pay functions, level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conveyed in the CV scenario had positive impacts on the

probability of saying  to given bid amounts for both money and time.  In addition toyes

the objectiv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V questions, the subjective perceptions about

water quality of the MKR after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respondents' WTP for both money and time.  Respondents from Chonju city,

which is located relatively closer to the upper stream reaches where water is less

polluted, were less likely willing to pay for the suggested water quality improvement.

The longer respondents have lived in the region, the more they were willing to pay for

improving water quality of  MKR.  Respondents who had memories of swimming along

the MKR in their youth were inclined to say  to specified bid amounts.  Asyes

anticipated, respondents already participating in averting activities (e.g., by consciously

reutilizing water in the bathroom and laundry) were more likely to express their support

of both government and households actions to improve water quality.

 Since Model 3 nests Model 1,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can be statistically tested through a likelihood ratio test

with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parameters on the five covariates in  are zero.  The˜3

hull hypothesis was rejected, since the test statistic of 13.71 exceeded the  of;2
.05, 5df

11.07.  Thus Model 3, which allows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to vary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is preferred to Model 1 with a constant per-hour cost.

 To check the consistency of the preference structure underlying the two WTP

responses, a test of whether the parameters of both  money and time WTP responses were

the same was performed.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parameters of the two 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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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are the same could not be rejected at the 5% significance level.  (The test

statistic is 5.87, compared with 14.07.)   This consistency between WTP;2
.05, 7df œ

money and time decisions in response to water quality changes is encouraging.  Adding

individuals' WTP time responses to WTP money responses in a utility-theoretic provides

both more information and more structure to help learn more about individuals'

preferences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Empirical Distributions of Willingness to Pay and the Shadow Value of Housework

Time

       Using the parameter estimates for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and the

willingness to pay function reported in Table 2, one can recover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from equations (13) and (10), as well as the willingness to pay time and

mone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equations (11) and (12)]. Table 3 reports the

money and time willingness to pay distributions, generated with the Krinsky-Robb (1986,

1990) procedure.  Willingness to pa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is estimated for two

policy relevant changes: an improvement to fishable level (a 4 parts per million reduction

in BOD) and to swimmable level (a 7  ppm reduction in BOD).

 Annual mean money WTP ranged from $28 to $32 to restore water quality to the

fishable level and ranged from $35 to $41 for improvement to the swimmable level.

Median WTP estimates were almost the same as the means, indicating that the WTP

distributions are well balanced around the mean value.  Interestingly, the empirical

distribution of willingness to pay housework time (instead of money) was even more

balanced and very much stable across model specifications.  Households, in general, were

willing to accept increases in house-work time on average (both in the mean and median)

of about 20 hours per year to restore water quality to the fishable level and about 26

hours per year to improve water quality to the swimmabl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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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summarizes the results for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and the 

resulting implications for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The marginal cost of

additional housework time, in the top part of Table 4, is based on the parameter estimates

presented in Table 2, and was calculated for each respondent and averaged over the

sample.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was very stable for unemployed

respondents, at just over $1/hour.  For employed respondents,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was higher, ranging from $1.77 to $2.17/hr.  This relationship is expected,

since workers a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value of work (wage) relative to the value

of housework time, while the opposite is true for non-workers.

 Using the estimates of both willingness to pay money and time from Table (2)

and wage rates imputed for those employed, the shadow value of housework time for

workers can also be inferred from equation (10).   The second part of Table 4""

summarizes the sample distribution of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estimates

for employed, whose means range from $5.57 to $5.97/hr.  In the preferred Model 3, the

mean shadow value of housework time was $5.57 per hour while the median was $5.04

per hour.

 Relative to a mean wage of $7.74/hour, the estimates imply that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is in the range of 70-80% of the mean wage.  These results are

broadly consistent with those of Gronau (1980), who estimated that the value of

housework time was in the vicinity of 60% of the wife's wage, and Gronau (1973), who,

depending on the assumption made about which women were out of the work force,

found that the value of housework time was 80-120% of the wage.

VII.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has developed conceptually, and implemented empirically, an

approach to measuring the value of housework time from information on an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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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ngness to pay money and accept increases in housework time to obtain a valued

nonmarket good.  The modeling approach recognizes that not all types of time are equally

valued: because of rigidities in their schedules, people cannot freely trade time across

different uses, especially in the short run.  In light of this, a person's decision to devote

more time to lower-valued activities, and commensurately less to higher-valued

activities, is costly and can be considered a form of “payment” for other goods that may

be desired.

 The model with two categories of time, high-valued and low-valued, implies two

time constraints along with the usual money budget constraint, with no arbitrage between

the time constraints.  By exploiting the structure of indirect utility for this type of

multiple-constraint model, it is possible to develop specifications of multiple willingness

to pay measures that originate from the same underlying preferences.  An intuitive result

is that when a consumer is asked to undertake more activities of a low-valued type, such

as housework, and consequently give up an equal amount of higher-valued time, the ratio

of willingness to pay money to willingness to pay time is the marginal cost of having less

of the high valued time and more of the low valued time.  From this, the shadow value of

the low-valued time use (which, in our case, is housework) can be imputed.

 The empirical model exploited a data set which contained a highly informative,

but easily-collected, addition to the standard information collected by stated preference

willingness to pay surveys.  Respondents were informed that their actions to spend

additional household time in food preparation, laundry and bathroom water use, and other

housework activities were an alternative way to achieve environmental improvements,

instead of paying money.  Because state-of-the-art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rely on

dichotomous choice, take-it-or-leave-it questions, the actual willingness to pay time and

money are latent variables that are related by the marginal value of household time.

When this structure is taken into account and suitable error structure is assumed, a

bivariate probit model of willingness to pay and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22

relative to other time results.  When applied to a sample of Korean respondents who were

asked to value water quality improvements, the implied shadow value of housework time

ranges from US$5.57-$5.97 per hour.

 Relative to mean wages of approximately $7.74 per hour, these results imply that

housework time is “discounted” by approximately $1.77-2.17 per hour, or by 20-30%.

These results are sensible, in that housework time is not the most highly prized nonwork

time and one would expect a discount in its value.   They are also broadly consistent with

findings of Gronau (e.g., 1980, 1973).  An interesting extension would be to

simultaneously estimate shadow wage rates and shadow values of housework time for

unemployed people.

 The approach of this paper provides a new avenue for quantifying the value of

home production, a highly important but somewhat neglected industry. Perhaps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another methodology for identifying the shadow values of

different types of time from individual behavior (actual or stated) is identified.  Having

such a methodology available for determining values of specific types of time may

strengthen empirical work in several areas of the literature, including assessments of the

value of home production, forensic studies of the value of life and limb, and

transport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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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ootnotes

1.  For example, to estimate the value of housewives' time from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Gronau (1973) was forced by data limitations to assume

independence of the shadow wage from the market wage, and that one of their

standard errors was zero.

2.  While Truong and Hensher estimate multiple travel time values and the value of

nonwork time, these are generated from the DeSerpa model of a single time

constraint and multiple technological constraints on the use of time.

3.  Housework activities might include food preparation, cleaning, laundry, yardwork,

and minor maintenance to the house or property.  The forensic economics

literature, which focuses on the assessment of values of life and limb, often makes

the strong assumptions that such activities are fixed in duration and have no value

(e.g., Krueger .et al., Rodgers)

3a.  This is in contrast to the model of DeSerpa, who posited consumers choosing the

amount of time spent in each activity.

4.  This follows if time is considered to have only three uses: labor supply, housework,

and leisure.  Once could further partition consumption time into other categories,

but it would not materially affect the results.

5.  The money and time numeraires N , N , and N  are determined by the choices of C,Q " #

h, H, and the constraints.

6.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 in general is a function of all parameters of3

the problem, since it is the ratio of two lagrange multipliers, each of which is

potentially a function of all parameters of the problem.

7   Water quality standards for surface waters in Korea follow a five-tier system.  Class IÞ

water is considered  when boiled.  Class II is drinkable swimmable waters, and

people would be safe swimming in the river.  Class III water is fishable, i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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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fish can survive in the water and be eaten without endangering human

health.  Water in Class IV is people would not experience harm toboatable, and 

their health if they happened to fall into the river for a short time while boating.

Water in Class V does not allow any of these activities (Ministry of Environment,

2001).

8   The Sae Man Kum project is a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 which is designed toÞ

construct a 33 km dike downstream of the MKR during the period 1991-2004.

The completion of the dike is expected to create some 40,100 hectares (ha) of

reclaimed land: agricultural land of approximately 28,300 ha and a man-made

lake of some 11,800 ha.

9.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nditional mean wage by occupation, gender, education,

and experience are available from the Statistical Report for Wage Structure

(2001), an annual  publica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in Korea.  Wage rates are

expressed in $US at the exchange rate of approximately 1,300 won/US$1 in

November of 2000, the time that survey work was completed.

10   As noted earlier, what is estimated econometrically is the marginal cost ofÞ

housework tim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adow wage and the

shadow value of housework time for unemployed respondents. While we have an

estimate of this for all people,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the published data

on wages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shadow market wages for unemployed

people well.  Thus, the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was computed only for

employed people.



25

VIII.  References

Arrow, K., R. Solow, P. R. Portney, E. E. Leamer, R. Radner, and H. Schuman.  (1993).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Report to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Jan.
11, 1993, 63 pp.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vol. 75,“ ” Economic Journal,
pp. 493-517.

Brown, C.  (1997).  Exposing and Remedying Vexing Problems in Housekeeping“
Claims for Personal Injury and Wrongful Death Cases: An  Economist's View.”
The Advocate's Quarterly, vol. 19, pp. 83-120.

Bryant, W. K., C. D. Zick, and H. Kim.    NewThe Dollar Value of Household Work.
York: Cornell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1992.

DeSerpa, A. C. (1971). A theory of the economics of time.   , vol. 81,“ ” Economic Journal
no. 342, pp. 828-46.

Feather, P., and W.  D.  Shaw.  (2000).  The Demand for Leisure Time in the Presence“
of Constrained Work Hours.    vol. 38, pp. 651-61.” Economic Inquiry,

Gronau, R.  (1973a).  The Effect of Children on the Housewife's Value of Time.“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2, part 2, pp. S168-S199.

Gronau, R.  (1973b).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time:  the value of the housewives'“
time.   , vol. 63, no. 4, pp. 634-651.” American Economic Review

Gronau, R.  (1980).  Home production: a forgotten industry.   “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2, no. 3, pp. 408-416.

Hausman, J., G.  Leonard, and D.  McFadden.  (1995).  A Utility-Consistent Combined“
Discrete Choice and Count Data Model: Assessing Recreational Use Losses Due
to Natural Resource Damage.   , vol. 56, pp. 1-30.” Journal of Public Economics

Heckman, J. J.  (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
Econometrica  , vol. 42, pp. 679-694.

Jacoby, H. G.  (1993).  Shadow Wages and Peasant Family Labour Supply:  An“
Econometric Application to the Peruvian Sierra.   ,”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0, no. 4, pp. 903-921.

Krueger, K. V., J. O. Ward, and G. R. Albrecht.  (2001).  Introduction to the Whole-“
Time Concept.”  , vol 14, pp. 3-8.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Krinsky, I. and A. Robb. (1986).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Elasticities.  , vol. 68, pp. 715-719.”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6

Krinsky, I., and A. Robb.  (1990).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Elasticities: A Correction.  , vol. 71, pp.189-”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0.

Larson, D. M., and S. L. Shaikh.  (2001).  Empirical Specification Requirements for“
Two-Constraint Models of Recreation Choice.   ”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83, pp. 428-440.

Mincer, J.  (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 Universities-NBER Conference Series” Aspects of Labor Economics
15, Princeton, NJ, pp. 63-105.

Ministry of Environment, South Korea.  The Annual Environmental Report.  Seoul, South
Korea, 2001.

Ministry of Labor, South Korea.  Statistical Report for Wage Structure.  Seoul, South
Korea, 2001.

Propper, C.  (1990).  “Contingent Valuation of Time Spent on NHS Waiting Lists.”
Economic Journal, vol. 100, no. 400,  pp. 193-199.

Saunders, I.  Damages for Lost Working Capacity for Women: The Continuing Quest“
for Fairness.   In  (Canada: Legal Education” Personal Injury Refresher Course
Society, 1995).

Rodgers, J. D.  (2001).  The Whole-Time Concept in the Context of a Becker Utility“
Function.   , vol. 14, 9-22.” Journal of Forensic Economics

Truong, T. P., and D.A. Hensher.  (1985).  Measurement of Travel Time Values and“
Oppportunity Cost From a Discrete Choice Model.     vol. 95,” Economic Journal,
no. 378,  pp. 438-451.



27

Table 1.  Definitions of Variables and Sample Characteristics

 Variable  Description    Units Mean S.D.

WTP Function

WQI  Water Quality Improvement presented in the  ppm 5.2 1.5 
  CV scenarios, converted to changes in BOD    
  levels     

SWQI  = 1 if respondent thinks government policies         0.21  0.41
  will improve MKR water quality very much or     
  quite much;  = 0 otherwise      

Chonju  =1 if the respondent lives the Chonju city                  0.60 0.5
  =0 otherwise
            
Stay  Years lived in current residence       years 8.7 9.8  

Averting  =1 if respondent reuses the final rinse water  0.26  0.44 
  in their laundry; =0 otherwise     

Memory =1 if the respondent has memory if swimming       0.34 0.48
  in the MKR in their youth; =0 otherwise
           
Maginal Cost of Time Function    

Wage  Imputed wage rate per hour      $/hr               7 74       3.49Þ

Age  Respondent's age        years             40 4 10 6Þ Þ

Sex  =1 if the respondent is male; =0 female   49 0 5 !Þ Þ

Education Years of education completed    years            12.9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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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variate Probit Estimates of Willingness to Pay and the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Unemployed (K=0)
  Constant 0.0306 0.0586 3.133
 (0.109) (0.215) (2.271)
  ln(Age)   -0.825
   (-2.219)
Employed (K=1)
  Constant 0.567 -0.143 -0.807
 (2.608) (-0.446) (-0.345)
  Wage  0.0949 0.0836
  (2.999) (1.822)
  ln(Age)   -0.210
   (-0.461)
  Sex   0.425
   (1.713)
  ln(Education)   0.547
   (2.450)
Willingness to Pay Function
  Constant -0.295 -0.279 -0.287
 (-1.487) (-1.417) (-1.455)
  WQI 0.0826 0.0774 0.0733
 (1.845) (1.758) (1.670)
  SWQI 0.370 0.343 0.354
 (2.307) (2.174) (2.231)
  Chonju -0.234 -0.235 -0.0242
 (-1.562) (-1.598) (-1.635)
  ln(Stay) 0.114 0.117 0.136
 (2.028) (2.109) (2.390)
  Averting 0.329 0.351 0.378
 (2.180) (2.406) (2.526)
 Memory    0.336 0.291 0.300
 (2.432) (2.133) (2.173)
     1.5376 1.501 1.48557

 (9.478) (9.574) (9.617)
     1.313 1.300 1.3115t
 (7.852) (7.949) (7.890)

      -0.0469 -0.0444 -0.03837>

 (-0.507) (-0.474) (-0.402)

Mean log-L -1.02300  -1.01346 -1.00929

N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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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mpirical Distributions of Willingness to Pay

Quantile Model 1 Model 2 Model 3          
    ----------------($/yr)--------------------
WTP Money for Fishable WQ
Lower 2.5% 24.97 21.69 22.59
Median 31.46 27.40 29.33
Mean 31.56 27.56 29.44
 (3.59)  (3.26) (3.75)+

Upper 2.5% 38.84 33.99 37.24

WTP Money for Swimmable WQ
    ----------------($/yr)--------------------
Lower 2.5% 30.97 27.16 26.88
Median 40.16 34.64 36.28
Mean 40.56 34.85 35.66
 (5.40) (4.75) (5.27)
Upper 2.5% 52.51 44.70 47.73

WTP Housework Time for Fishable WQ
    ----------------(hrs/yr)--------------------
Lower 2.5% 14.85 14.43 14.54
Median 19.98 19.71 19..95
Mean 20.25 19.96 20.22
 (3.20) (3.05) (3.16)
Upper 2.5% 27.67 26.49 28.87

WTP Housework Time for Swimmable WQ
    ----------------(hrs/yr)--------------------
Lower 2.5% 16.21 15.54 15.14
Median 25.65 24.85 24.78
Mean 26.44 25.67 25.59
 (6.61) (6.50) (6.37)
Upper 2.5% 42.27 40.38 40.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tandard deviations of mean WTP money and WTP time in parentheses.  These are
calculated from the Krinsky-Robb approximation of the empirical WTP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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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mple Distributions of the Marginal Cost and Value of  
Housework Time

Quantile Model 1  Model 2  Model 3      
    ----------------($/hr)--------------------

Marginal Cost of Housework Time
Full Sample     (N=500) 1.57 1.71 1.89
Employed       (N=378) 1.77 1.93 2.17
Unemployed   (N=122) 1.03 1.06 1.05

Marginal Value of Housework Time for Workers      (N=378)
Lower 2.5% 1.04 1.06 1.19
Median 5.06 5.17           5.04
Mean 5.97 5.81 5.57  
Upper 2.5% 13.30 12.67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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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약< >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가 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 , 1991 , 『

염물질배출량 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산업부문별 비교 등 자료의 활, , , 4』

용가치가 낮아 조사 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 대량배출. ,

산업은 석탄 석유 전력 가스 운송 보관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s7), (s17), (s20) .․ ․ ․
다른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

다 세째 시멘트 석회 석제 전력 가스 산업은 대량의 오염배출산업인 동시에 배출 유발효과도. , (s10), (s17)․ ․ ․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다 네째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 이며 가장. , ( f) ,Δ

큰 증가요인은 경제성장 효과 였다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 수요구조의 변화 는 배출량( y) . ( D), (( u)Δ Δ Δ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섯째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

도입 고 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산, ( )高

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 기준의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 여섯째, . ,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한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90 60-70

었으나 산업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했을 뿐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

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병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총배출량 요인 분해 라스파이레스 지수 분해 경제규모의 변화 기술 변화: , , , ,

배출계수의 변화

<Abstrac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1) The Air Pollution

Emission Amount Report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ince 1991 classifies

industries into 4 sectors, i. e., heating,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power generation.

Currently, the usability of report is very low and extra efforts should be given to refine the

current statistics and to improve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2) Big pollution industries are as

follows - s7, s17 and s20. The current air pollution control policy for these sectors compared

to other sectors are found to be inefficient. This finding should be noted in the

implementation of future air pollution policy. 3) s10 and s17 are found to be a big polluting

industrial sector and its pollution reduction effect is also significant. 4) The effect of emission

coefficient( f) has the biggest impact on the reduction of emission amount change and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coefficient( y) has the biggest impact on the increase of emission△

volume. The effect of production technology factor( D) and the effect of the change of the△

final demand structure( u) are insignificant in terms of the change of emission volume. 5)△

Further studies on emission estimation techniques on each industry sector and the economic

analysis are required to promot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total volume control system of

air pollutants, the differential management of pollution causing industrial sectors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economy. 6) Korea's economic growth in 1990 is not

pollution-driven in terms of the Barry Commoner's hypothesis, even though the overall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demand structure are not environmentally friendly. It indicates that

environmental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depend mainly on the government

initiatives and systematic national level consider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are not fully incorporated.

Key words: production technology factor, economic growth coefficient, emiss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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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서 론1

이제까지 우리는 환경문제를 경제성장과 발전의 필연적 부산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제.

는 환경문제가 경제성장과 발전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우리의 일상 경제.

활동과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해.

결을 기술적 문제로만 인식해 왔으며 환경정책 또한 대부분이 산업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배출,

된 폐기물 오염물질 등의 처리와 삭감에 연관된 각종 기준의 설정과 규제 입지제한 경제적, , ,

유인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효과와 평가도 각종 오염측정치라는.

현상적 결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각종 환경통계도 이에 국한되었다 그 결과 경제활동, .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평가를 소홀히 했으며 이에 상응하

여 경제적 분석과 예측에 필요한 환경통계 또한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문제에 관련.

된 많은 학술연구중 경제적 분석과 평가 예측에 관련된 논문이 많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

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여건아래에서도 한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 대한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대부분이 등 국민경제의 거시변수에 대한. GNP

분석이거나 대기오염물질중 CO2 배출에 관한 분석에 국한하고 있어 경제전체적인 효과와 동시

에 여러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산업별 배출량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도 배출계수를 이용한 CO2 배출량을 추정할 뿐 CO, NOx, SO2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TSP), HC .

이 논문은 한국의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SO2 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 (TSP), (NOx),

탄소 등 대기환경기준 설정항목과 환경부가 배출량을 산정 발표하고있는 탄화수소(CO) , (HC)

등 종의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종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한국은행의5 . 5

산업연관표 와 환경부가 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산정방식을 바탕91『 』 『 』

으로 에너지원의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도출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업별로 산정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매년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지역별 대기오염배출현황을 집계하여 대기오염『

물질배출량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 자료는 배출량이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 , ,』

의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 산업별 대기오염배출량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각종 대기정책과4 .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량과의 상관성이나 효과를 평가하거나 선택 가능한 대기정책수단별 영향,

등의 경제적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자료의 사용이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산업의 각 업종.

별 대기오염배출량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를 검.

증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차적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별로 산정된1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년도와 년도 두 기간의 요인분석을 통해 산업별 대기오염90 95 ,

의 변화요인을 규명하는 한편 현행 대기정책수, 단의 효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대기오염

배출규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현황과 대기오염도 변화추이 및 대

기정책수단의 변천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천과정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 경

제적 요인의 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오염물질배출의 산업별 특성을 정태분석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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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의 결과는 각종 대기정책과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량과의 상관성이나 효과를 평가하거

나 선택 가능한 대기정책수단별 영향 등의 경제적 분석 배출부과금 등 경제적 유인제도의 규, ,

제기준 등 산업 및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절 주요 선행연구2

환경과 경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

치는 영향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분석도구는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전통적인 산업연관모형.

을 환경부문으로 확장한 환경산업연관모형은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즉 환경에서 추출하여,

산업활동에 이용하는 자연자원의 투입과 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오염배출사이의 상호관

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레온티에프 의 산업연관모. (Leontief)

형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이나 경제와 산업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유일한 도구

로 각광받아 왔다 환경투입산출분석은 기본적으로 투입산출모형을 환경분석에 응용한 것이다. .

이 모형은 투입산출모형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투입계수 고정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으나

산업간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현실 경제에 적.

용 가능한 환경규제정책의 산업별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인정(simulation)

받고 있다 투입산출 모형은 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모의분석. ,

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모형이다 이 모형은 산업간에 중간재 투입의 연.

관관계를 나타내는 투입산출계수 체계를 이용하여 경제정책의 변화가 각 산업의 산출량 가격,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투입산출모형에서는 기술계수가 고정된 레온티에프 생산함.

수를 가정하고 있으며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관계를 구체적인 효용함수로부터 도출하지 않는,

다 투입산출 모형은 기본적으로 부분균형 분석적인 모형으로서 경제정책의 변화 등 경제환경.

의 변화효과를 완전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환경문제의 접근에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도구는 에 의해 제시Leontief(1970)

되었으며 는 환경투입산출 모형을 근거로 공해의 국제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Leontief(1974)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는 모형을 연장하여 선형계획 모형에 의. Lowe(1978) Leontief (1970)

해 최적 공해허용기준을 선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1) 특히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는 환경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요인분석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Proops et. al(1993),

등이 있다 은Ang et. al.(1998), Chung(1998), Chung & Rhee(2001) . Proops et al (1993)

CO2 배출량의 변화요인 분석으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단순평균지수2)를 사용 영국과 독,

일의 온실가스의 경제적 요인을 분해하였다 또한 이들은 양국의. CO2 배출규제에 관한 정책을

비교하였는데 배출량의 목표 감축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산업정책이 무엇,

인지를 선택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대안에서 산업정책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최종수요 정. ,

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석에는 양국의 수출입에 의한 배출량 이전과정은 제외되.

1) 이해춘(1999), p.69.

2) 단순평균지수 는 라스파이레스식 분해지수로서 변동요인 분해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Simple Arithmetic Mean Index: SAMI)

며 및 은, Ang et al(1998) Chung(1998) CO2 배출량 변동요인의 분해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은 에너지 수요요인 분해에, (1997)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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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요인분해에 사용한 단순평균지수는 경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한

계점이 지적되었다 단순평균지수에 의한 요인분해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Ang et.

은 로그 디비자 지수al.(1998) (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LMDI), Chung &

는 평균변화율지수 등을 개발하였다Rhee(2001a) (Mean Rate of Change Index: MRCI) .

나 는 모두 요인분해에서 잔차 가 없이 분해할 수 있는 지수이다 그러나LMDI MRCI ( ) .殘嗟

는 음 의 자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는 잔차가 생기지 않음은 물LMDI (-) MRCI

론 음 의 자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국내의 선행연구로서는 대기오염물질 및 CO2 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정병수 김기태 정현식․ ․ ․
김유배 이정전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정현식 이해춘 임동순 등(1979), (1982), (1991), (1995),․

에너지경제연구원 최한주 이기훈 등이 있다(1998), (2000), Chung & Rhee(2001b), , (2002) .

정병수 등 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환경오염 분석의 방법론을 소개했다 이후 이정전(1979) .

과 국제무역경영연구원 은 오염물질의 경제적 요인을 분석했으나 사용한 지수는(1982) (1991)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 국제무역연구원 은 확장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1991) 1980

년과 년의 가지 대기오염물질 먼지 의 산업부문별 배출량과 변화1986 5 (SOx, NOx, HC, CO, )

량을 분석한 바 년과 년 사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경제성, 1980 1986

장과 수출구조의 변화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배.

출 원단위에 관한 산정이 초보적이며 요인분해를 산업별 오염물질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총배, ,

출량에 대한 분석에 그쳐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임동순 등.

은 년 한국제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먼지(1998) 1995 SOx, NOx, HC, CO, TSP( )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바 있다 정현식 이해춘 은 국내의 대기오염물질 및. (1995) CO․ 2를 포함

하여 년과 년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증가에 관한 경제적 요인을 분해하였으며1985 1990 ,

은 산업연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한 중 일 국간의Chung(1998) 3 CO․ ․ 2 배출량 변화효과를 분석

하였고 에서는 한일간 교역에 의한 배출량 이전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Chung & Rhee(2001b) .

또 다른 연구로 최한주 이기훈 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구조분해 기법(2002) (Structural․
으로 한국의 년 기간 중Decomposition Analysis) 1980-1998 CO2 배출량 변화의 요인을 분해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CO2 배출량이 증가한 요인은 크게 배출 집약도의 변화와 산출량

증가임을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료의 부재로 인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의 산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배출량의 산정방식이 엄밀하지 못하거나 또한 이러한 점을 극복하더라도 요인분해 지수가 엄,

밀하지 않거나 지수의 정확성이 보장되더라도 산업분류가 적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가 어,

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식의 엄밀성과 대기오염물.

질 종류의 타당성 요인분해 지수의 정확성 산업분류의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을 활용하여 산업(1991, 1995)『 』 『 』

을 부문으로 분류하며 정확한 요인분해를 위해 평균변화율지수에 의한 경제적 요인을 규24 ,

명하며 두 기간동안의 절대적인 배출량 수준 특성등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대기보전정책, ,

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 4 -

제 절3 배출량 변화의 요인분석 방법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변화 요인분해1.

대기오염물질의 총배출량 은 중간수요부문의 배출량(C) (Cp 과 최종수요부문의 배출량) (Ch 으로)

구분된다.

(1)

이 중 중간수요 생산 의 배출량은 산업연관분석 구조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 로 나타낼 수( ) (2)

있다 즉 환경투입산출 모형의 식에서 오염제거산업인. , 의 산출을 으로 가정하고 기0ꡐ ꡑ
존 산업인 만을 고려할 때 배출량은, 로 표현된다 이 식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2)

여기서 는 행벡터로서 행의 각 요소 는 산업부문의 산출량 단위당 발생하는 오염물질i

배출량을 보이는 산업별 배출계수를 나타낸다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로서 임의의 요소. D

는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업투입량을j (y) 1 i‧
나타낸다. 는 열벡터로 그 요소 는 국내최종수요 의 각 부문별 몫을 나타낸다.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시점간 변화는 두 기간 사이의 배출량 변화를 차이로 나타

내는 방법과 비율로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인분해할 수 있다 즉 기의 배출량을. , 0

라고 하고 기의 배출량을t 라 하면 두 기간 사이의 배출량 변화를 차이로 나타내,

면 식 과 같고 비율로 나타내면 식 과 같다(3) , (5) .

(3)

두 기간 사이의 배출량 변화를 차이로 나타내는 식 에 의한 두 시점간의 배출량 변화는(3)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3)

3) 요인분해에 관한 자세한 식의 전개는 참조J.L.R Proops, M. Faber, G. Wagenhals (1993), pp. 121-131. .

이 사용한 분해식은 다음과 같다Proops et al .

여기서 연료별 단위당e' : CO2 배출량 최종연료 직접수요량의 국내수요 비율, z: ,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3 .

1. 첫째 줄 은 연료의 소비자 가격의 차이 최종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최종 수요의 구성(line) ( P'),ㅿ 차이 각( Z),ㅿ

종 연료 형태에 대한 최종 수요의 구조 차이 의 수준 변화 등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u), GDP (level) ( Y)ㅿ ㅿ

연료량의 차이에 따른 CO2 배출량의 차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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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 여기서, , , , 그리고,

은 잔차이다.

반면에 두 기간의 배출량을 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게 된다.

(5)

식 의 배출량 변화를 요인분해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5) .

(6)

단 여기서, , , , ,

그리고 은 잔차이다.

식 의 분석은 두 시점간에 배출량이 변하는 요인을 에너지 이용과 사용효율의 변동에 의(3)

한 효과(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로 표현되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효과), ( 국내),

최종수요 구조의 변화로 인한 효과( 경제 규모의 변화로 인한 효과), ( 및 잔차) ( )

등으로 나누고 있다.4) 잔차를 남기지 않는 분해방식으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 볼 Chung &

의 평균변화율 분해방식이 있다Rhee(2001) . 식 의 비율분석은 각 항이 라스파이레스 지수형태(5)

를 가지므로 라스파이레스 지수방식이라 부른다. 이 밖에도 두 시점간에 비율로 배출량 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로그평균지수 피셔의 이상적 지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잔차, .

항( 은 각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

차이 분석에 의한 요인분해2.

식 를 차이 를 이용한 분해식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4) .ꡐ ꡑ

라스파이레스 지수(1)

일반적으로 에너지 수요 변화요인을 측정하는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하여 배출량 변화

요인을 분해하는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둘째와 셋째 줄은 생산 분야에 있어서 연료 사용량의 차이에 따른2. (production) CO2 배출량의 차이를 나타낸

다 이는 연료사용 기술의 차이 상품제조 기술의 차이. ( C'), ( (I-A) ),ㅿ ㅿ 의 구조 변화 와 의 수준GDP ( u) GDPㅿ

변화 에 의존함을 나타냄( Y) .ㅿ

넷째와 다섯째 줄은 제조 분야에 있어서 화석연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함에 따른3. (manufacturing) CO2 배출

량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이들 물질의 사용 기술의 차이 상품제조 기술의 차이( m'), ( (I-A) ),ㅿ ㅿ 의 구GDP

조 차이 그리고 의 수준 변화 에 의존함을 나타냄( u) GDP ( Y) .ㅿ ㅿ

4) , , , , 등 각각의 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그 변화량의「

경제적 요인분석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박대문. , 2002,」 89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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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 위에서, 이다.

단순평균지수(2)

이 사용한 단순평균지수에 의하면 식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Proops et al.(1993), Chung(1998) (2) .

(8)

이를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단, , ,

, 로 각 변수의 시점간 차이를 나타낸다.

, , , 는 각 변수의 단순산술평균으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 , , .

평균변화율지수(3)

Chung & Rhee(2001) 5)는 요인분해에서 잔차가 발생하지 않는 평균변화율 지수 를 다음과 같(MRCI)

이 제안하고 있다.

5) 정현식이해춘1. (1999), pp.302-318․
2. Chung H.S Rhee H.C (2001), 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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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변 각 항에서 와 , , ,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0)

위의 식에서 가중함수 의 분자는 시점간 배출량 변화분이며 분모는 각 요인의 평균변,

화율의 합계이다.

여기서 (11)

위 식에서, , , , 이다.

비율 분석에 의한 요인분해3.

대부분의 배출량 분석들은 두 요인 이상으로 분해요인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배출량의 변화.

를 비율로 분석한 국내의 예는 아직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율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

보기로 한다 단순화를 위하여 일단 두 요인의 경우로 간략히 다루어 본다 를 가격 와 수. . V P

량 에 의해 결정되는 총상품가치라고 하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Q , .

, (12)

단 하첨자 는 상품의 유형을 표시하는 상수이다, i .

기준 년도 기에서 비교 년도 기까지 총가치는0 T , 에서 까

지 변화하게 된다 지수분해 이론을 이용하여 총상품가치의 상대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게 된다.

(13)

단, 과 은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와 수량지수, 는 파쉐 수량지수 은 잔차항이, R 다.

라스파이레스 지수(1)

비율에 의한 분해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라스파이레스 지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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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2) Vartia 1

지수는 잔차항이 남지 않는 지수로 로그평균함수를 가중치로 사용한다 그러나 산Vartia 1 . ,

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산업을 분류할 때 산업분류데이터에 값과 음 의 값이 존재하0 (-)ꡐ ꡑ
게 되어 로그형 지수에 사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로그형 지수인.

지수를 소개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한다Vartia 1 .

(15)

단,

여기서 는 로그평균함수로 다음을 의미한다.

(16)

로그평균 지수(3)

은 잔차항이 없는 요인분석 방법을 개발하고자 로그평균 지수방법을 제시Ang et al.(1998)

하였는데 이것을 식 에 적용하여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2) .

(17)

여기서 는 로그평균함수로 식 을 의미한다(16) .

제 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4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1.

이 논문에서는 년과 년도의 두 기간중 한국의 산업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산1990 1995

정하고 배출량 구성의 특성파악과 그 변화량의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감 추세를 전망하고 배출량 증가 억제 환경산업정책 및 대기질 관리, ,

를 위한 각종 정책 마련과 정책효과 분석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와 국립환경연구원이(1990, 1995)『 』

주관이 되어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6) 을 이용하였다.

한편 산업연관표 의 생산자가격평가표 품목공급표 에 나타난 에너지 사용금액 수, ,『 』 ꡐ ꡑꡐ ꡑ
6) 환경부에서는 년부터 매년 국립환경연구원의 주관 하에 지역별 오염물질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1991 ,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고 있는 이 자료는 연간 유류 및 석탄소비실적을 토대로 미국. 『 』

가 발표한 배출계수를 바탕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이 개발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다EPA .

그런데 이 자료는 용도별 분류를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으로만 하고 있어 세부사항을 알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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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 전국 총에너지 공급의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 평균단가로 산업별 에너지투입액을 나누,

어 산업별 에너지별 사용량을 구하였다 그러나 직접 소비되는 양이 작고 다른 연료의 원료, .

가 되는 일부 연료 나프타 제트유 원유 등 를 제외하였으며 환경부가 조사 발표한 대기오( , , ) , , 『

염물질배출량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사용된 해당 연도의 연료 사용량에 맞춰 이 논( , )』

문에서 사용할 최종 에너지사용 물량표 를 작성하였다.ꡐ ꡑ 7) 이 물량표에 환경부가 조사 발표

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에서의 배출계수를 추계하여 부문 산업( , ) 24『 』

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조사 발표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과 이 논문에( . )『 』

서와 같이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의 에너지 사용량을 중심으로 산정한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 )『 』

았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과 환경부가 매년 발표해 온. ꡐ ꡑ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에 나타난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 )『 』 표 과< 1> 같

다.

표 이 논문 오염물질 배출량 과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비교< 1> ( )『 』ꡐ ꡑ
연도 단위/ ( : t) CO NOx 먼지 SO2 HC

년 이 논문1990 ( ) 1,562,112 1,356,412 388,507 1,519,239 240,879

년 이 논문1995 ( ) 1,109,189 1,152,842 405,540 1,532,415 149,909

년1990 (MOE) 1,991,000 926,000 405,526 1,611,000 221,000

년1995 (MOE) 1,109,097 1,152,767 405,540 1,532,320 149,898

주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에 나타난 오염물질 배출량1. MOE : ( . ) .『 』

그림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 과 본 논문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1> ( )『 』 ꡐ ꡑ
오 염 물 질  배 출 량  결 과  비 교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1. CO 2.NOx 3.먼 지 4.SO2 5. HC

1990년 (본 논 문 )

1995년 (본 논 문 )

1990년 (MOE)

1995년 (MOE)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총산출액 변화2. (GNP)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가 경제규모의 축소에 의한 감소인지 아니면 대기정책의 효과에 의한

7)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발표자료에 나타난 오염물질 배출량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 ) ,『 』

상의 각 산업별 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별 총사용량 중간투입계 으로 나누어 산업별 에너지 사용 구성비 를 구하고 대( ) , 『ꡐ ꡑ
기오염물질배출량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에너지별 사용량에 산업연관표 에서 구한 산업별 에너지 사( , ) ,』 『 』 ꡐ
용 구성비 를 곱하여 산업별로 최종 에너지 사용 물량표 를 구하였다.ꡑ ꡐ 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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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산업별 산출액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기간중 산업별 생.

산량 증가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불변가격에 의한 비교가 이루어 져야 한다.

표 산업별 산출액 및 증가율 년기준 불변가격< 2> (%) : 95 8)

산업별 년 산출액 억원90 (10 ) 년 산출액95

기준가격( )

불변가격 대비

증감액 억원(10 )

불변가격 대비

증감율
경상가격 년(90 ) 불변가격 년(90 )

농림s1. 19,032 24,923 27,764 2,841 11.4%

수산s2. 2,827 4,323 4,177 -146 -3.4%

광산품s3. 1,521 1,975 2,978 1,003 50.8%

음식료품s4. 29,260 35,794 41,910 6,116 17.1%

섬유 가죽s5. . 28,214 33,033 34,736 1,703 5.2%

목재 종이 인쇄s6. , , 11,327 13,749 20,681 6,932 50.4%

석탄 석유s7. . 9,432 14,853 27,509 12,656 85.2%

기초화학s8. 26,388 26,584 45,146 18,563 69.8%

유리 도자기s9. . 1,863 3,031 4,751 1,720 56.8%

시멘트 석회 석제s10. . , 5,768 5,865 11,129 5,264 89.7%

차금속s11.1 18,324 20,589 34,889 14,300 69.5%

비철금속s12. 3,146 3,535 6,907 3,372 95.4%

금속조립 기계s13. , 20,766 22,168 46,280 24,112 108.8%

전기 전자s14. . 28,335 27,797 70,540 42,743 153.8%

자동차 선박 철도s15. , , 21,286 23,803 48,718 24,915 104.7%

가구 기타제조s16. , 3,264 6,374 7,954 1,580 24.8%

전력 가스s17. . 6,632 7,298 13,831 6,533 89.5%

건설s18. 44,378 63,038 83,748 20,710 32.9%

도소매 숙박s19. . 31,190 37,809 56,607 18,798 49.7%

운송 보관s20. . . 15,804 23,659 33,320 9,661 40.8%

통신 금융 부동산s21. , . 43,349 60,487 116,650 56,163 92.9%

공공행정 교육s22. , 23,222 39,548 52,123 12,575 31.8%

의료 사회서비스s23. , 6,105 6,844 13,601 6,757 98.7%

문화 개인서비스s24. , 15,531 22,194 35,568 13,374 60.3%

산 업 전 체 416,965 529,272 841,519 312,247 59.0%

표 는 년 대비 년 산업별 산출액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 산업을 제외한 전< 2> 90 95 . (s2)

산업이 증가율을 보여 산업전체의 산출액은 년 조원에서 년5% 150% 1990 529 1995˜

조원으로 동 기간중 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842 59.0% .

반면에 표 에 나타난 가지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량은 오히려 가 감소한 것으로< 3> 5 14.2%

나타났다 이는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년대의 배리 코머너. 90 60-70 (Barry Commoner)

가설과 같은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표 산업별 오염물질 배출량< 3>

8) 불변가격 산정은 한국은행의 접속불변 산업연관표 년 년 에 의해 산업별로 산정한 것임(90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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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배출량 천1995 ( ton) 년 배출량 천1990 ( ton)

산업분류 CO NOx 먼지 SO2 HC 총배출량 CO NOx 먼지 SO2 HC 총배출량

농림s1. 50 23 4 12 4 93 78 29 8 22 10 147

수산s2. 36 34 6 13 5 94 31 87 4 20 8 150

광산품s3. 12 11 2 4 2 31 7 13 1 3 2 26

음식료품s4. 17 16 4 37 3 77 9 23 4 49 2 87

섬유 가죽s5. . 25 17 5 60 4 111 13 24 6 67 2 112

목재 종이 인쇄s6. , , 11 10 3 33 2 59 10 15 3 33 2 63

석탄 석유s7. . 42 196 128 294 6 665 22 121 131 252 2 527

기초화학s8. 33 24 8 71 3 139 35 26 8 63 5 137

유리 도자기s9. . 16 15 4 33 2 71 6 21 2 26 2 57

시멘트 석회 석제s10. . , 23 51 27 68 3 173 18 60 28 75 4 185

차금속s11.1 16 13 7 52 1 90 32 20 7 54 4 117

비철금속s12. 5 5 2 13 0 26 2 7 2 9 1 21

금속조립 기계s13. , 32 15 3 21 4 74 20 17 2 11 4 54

전기 전자s14. . 14 9 2 17 2 43 8 9 1 9 2 28

자동차 선박 철도s15. , , 18 10 2 11 3 44 12 10 1 9 2 35

가구 기타제조s16. , 7 3 1 2 1 14 3 2 0 2 0 7

전력 가스s17. . 63 220 111 424 8 826 16 132 59 309 3 519

건설s18. 62 41 6 12 9 130 57 73 4 17 12 164

도소매 숙박s19. . 153 71 11 41 18 295 548 100 58 172 59 938

운송 보관s20. . . 298 274 52 246 45 914 284 455 27 207 66 1,039

통신 금융 부동산s21. , . 72 34 5 11 11 133 70 35 4 16 12 138

공공행정 교육s22. , 65 34 6 35 7 148 209 52 18 57 28 363

의료 사회서비스s23. , 17 13 2 9 3 45 40 16 4 18 5 83

문화 개인서비스s24. , 22 13 6 14 3 58 31 12 5 18 4 70

산 업 전 체 1,109 1,153 406 1,532 150 4,350 1,562 1,356 389 1,519 241 5,067

표 년 대비 년 오염물질별 배출량 증감비교 단위< 4> 90 95 ( : ton)

구 분 CO NOx 먼지 SO2 HC 총배출량

년1990 1,562,112 1,356,412 388,507 1,519,239 240,879 5,067,148

년1995 1,109,189 1,152,842 405,540 1,532,415 149,909 4,349,896

증감량 -452,923 -203,570 17,034 13,176 -90,970 -717,252

증감율 -29.0% -15.0% 4.4% 0.9% -37.8% -14.2%

또한 산업별로 각 산업의 총산출액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산업의 오염물질 총

배출량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 산업의 총산출액중 해당 산업이 차지

하는 산출액 구성비보다 오염물질 총배출량의 구성비가 더 큰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은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산출액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구성비가 보다.

큰 오염산업부문으로서 산출액 단위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표 산업별 총배출량 및 총산출액 구성비 경상가격<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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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부 문

년1990 년1995

오염 배출량(%) 총산출액(%) 오염 배출량(%) 총산출액(%)

농 림s 1 . 2.90 4.56 2.13 2.06

수 산s 2 . 2.96 0.68 2.15 0.32

광 산 품s 3 . 0.51 0.36 0.72 0.34

음 식 료 품s 4 . 1.72 7.02 1.76 2.98

섬 유 가 죽s 5 . . 2.21 6.77 2.55 1.54

목 재 종 이 인 쇄s 6 . , , 1.24 2.72 1.35 2.20

석 탄 석 유s 7 . . 10.40 2.26 15.29 4.26

기 초 화 학s 8 . 2.71 6.33 3.20 4.42

유 리 도 자 기s 9 . . 1.13 0.45 1.62 0.68

시 멘 트 석 회 석 제s 1 0 . . , 3.65 1.38 3.97 1.26

차 금 속s 1 1 .1 2.30 4.39 2.06 3.90

비 철 금 속s 1 2 . 0.41 0.75 0.59 0.89

금 속 조 립 기 계s 1 3 . , 1.06 4.98 1.71 6.01

전 기 전 자s 1 4 . . 0.56 6.80 0.99 9.94

자 동 차 선 박 철 도s 1 5 . , , 0.68 5.11 1.01 6.46

가 구 기 타 제 조s 1 6 . , 0.14 0.78 0.31 1.10

전 력 가 스s 1 7 . . 10.25 1.59 18.98 1.70

건 설s 1 8 . 3.23 10.64 3.00 9.27

도 소 매 숙 박s 1 9 . . 18.51 7.48 6.78 5.99

운 송 보 관s 2 0 . . . 20.51 3.79 21.02 4.13

통 신 금 융 부 동 산s 2 1 . , . 2.73 10.40 3.06 17.27

공 공 행 정 교 육s 2 2 . , 7.17 5.57 3.39 6.81

의 료 사 회 서 비 스s 2 3 . , 1.65 1.46 1.03 1.77

문 화 개 인 서 비 스s 2 4 . , 1.38 3.72 1.32 4.72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이들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산업이 차지하는 총산출액 구성< 5>

비보다 총배출량 구성비가 현저히 높은 부문산업은 석탄 석유 전력 가스 도소매(s7), (s17),․ ․ ․숙박

운송(s19), ․보관 부문 산업으로서 이들 산업은 생산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당해 부문산업(s20)

의 산출액 비율보다 오염물질 총배출량중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배출량 비율이 높은 산업임을

나타낸다 하겠다.

반면에 현저히 낮은 산업은 음식료품 섬유(s4), ․가죽 금속조립 기계 전기 전자(s5), (s13), (s14),․ ․
자동차 선박 철도 건설 통신 금융 부동산 문화(s15), (s18), (s21),․ ․ ․ ․ ․개인서비스 부문산업으로서(s24)

이들 산업은 생산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당해 부문산업의 산출액 구성비보다 오염물질 총배출

량에서 차지하는 해당 부문 산업의 배출량 비율이 보다 낮은 산업임을 나타낸다 즉 상대적으. ,

로 대기오염 물질을 덜 배출시키는 산업 또는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낮은 산업인 것이다.

년 년 두 기간중 총산출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구성비 변화를 분석해보면 도소매 숙박90 , 95 ․
산업이 년도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구성비 가 총산출액 구성비 보다 현저(s19) 90 (18.5%) (7.5%)

히 높았으나 년도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구성비 가 총산출액 구성비 에 거의 접95 (6.8%) (5.9%)

근 할 정도로 낮아졌다 또한 공공행정 교육 산업도 년도에는 총배출량 구성비 가. (s22) 90 (7.2%)․
총산출액 구성비 보다 높았으나 년도에는 총배출량 구성비 가 총산출액 구성비(5.6%) 95 (3.4%)

보다 오히려 낮아 졌다 이것은 이들 산업부문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대책 또는 기술(6.8%) .

개선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반면에 석탄 석유 전력 가스 운송 보관 산업은 총산출액 구성비보다 오염물질 배(s7), (s17), (s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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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 구성비가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년에 비하여 년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구성비90 95

가 보다 더 높아졌다 이는 년도 보다 년도에 이들 산업의 생산구조 및 기술이 환경친화. 90 95

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산출액 증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속도가 오히려 커진 오염심,

화산업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들 산업의 총산출액과 오염물질 배출량 구성비에 따라 고 오염산업과 저 오염산업은( ) ( )高 底

표 과 같이 구분 정리할 수 있다< 6> , . 즉 산출액 및 배출량 증가율을 함께 고려할 때 두 기간,

모두 석탄석유 전력가스 도소매음식숙박 운송보관 산업은 대 오염산업에(s7), (s17), (s19), (s20) 4․ ․ ․ ․ ․
속하면서도 도소매음식숙박 산업만이 배출량이 대폭 감소되었을 뿐 석탄석유 전력가스(s19) (s7),․ ․ ․ ․
(s17), 운송 보관 산업(s20)․ 의 오염물질 배출은 산출액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

시 말하면 이들 산업은 주요 오염산업이면서도 생산확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율이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만큼 더 오염물질 배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산업이다 이것은 향.

후 대기규제정책의 주요 대상 산업은 석탄 석유 전력 가스 운송 보관 산업이 되(s7), (s17), (s20)․ ․ ․
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고 오염산업과 저 오염산업< 6> ( ) ( )高 底

년도 고 오염산업( )高 저 오염산업( )底

년도90
석탄 석유 전력 가스 도소매(s7), (s17),․ ․ ․
숙박 운송 보관(s19), (s20)․

음식료품 섬유 가죽 전기 전자 자동차 선박 철(s4), (s5), (s14),․ ․ ․ ․
도 가구(s15), ․기타 제조 건설 통신 금융 부동산(s16), (s18), ․ ․

공공행정 교육(s21), (s22)․

년도95
석탄 석유 전력 가스 운송 보(s7), (s17),․ ․ ․
관(s20)

음식료품 섬유 가죽 전기 전자 자동차 선박 철(s4), (s5), (s14),․ ․ ․ ․
도 건설 통신 금융 부동산 공공행정 교육(s15), (s18), (s21),․ ․ ․
(s22)

제 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및 요인 분해 결과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요인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속

도가 경제성장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어떤 요인.

들이 환경파괴적 경제성장을 초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환경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두 시점간에 배출량이 변화하는 요인은 에너.

지 이용과 사용효율의 변동에 의한 효과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로 표현되는 생산기술의( f),⊿
변화효과 국내최종수요 구조의 변화효과 경제규모의 변화 즉 경제성장으로 인한( D), ( u), ,⊿ ⊿
변화효과 및 잔차 로 나누어 분해하고자 한다( y) ( r) .⊿ ⊿

두 시점간 배출량 변화의 요인 C⊿ f, C⊿ D, C⊿ u, C⊿ y는 계산방식에 따라 라스파이레스 지수

단순평균지수 로그평균지수 평균변화율지수 등으로 표현될 수 있(LI), (SAMI), (LMDI), (MRCI)

다 이때 잔차항. ( C⊿ r 은 각 요인) C⊿ f, C⊿ D, C⊿ u, C⊿ y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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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값이 달라지는데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단순평균지수는 차분방정식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잔,

차항이 남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로그평균지수와 평균변화율지수에 의해서는 잔차항의 값,

을 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로그평균지수는 이 잔차항을 제거할 수 있지만 해당0 . ,

변수가 의 부호를 가질 때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9)

이 연구에서는 기존 지수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잔차항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해당 변수가

부호를 가지는 경우에도 계산이 가능한 평균변화율지수(-) 10)를 사용하여 년과 년도1990 1995

의 두 기간중 산업별로 한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감의 요인을 찾고 각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

한다. 요인분해에 앞서 두 시점간 배출량 변화의 요인( C⊿ f, C⊿ D, C⊿ u, C⊿ y 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당해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그 산업의 산출량 또는 산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즉 각 산업별 생산량 단위를 생산하는 과정. , 1

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의미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오염물질 배출계. ꡐ
수 산업별 에너지 사용량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업별 산출량 액 이다 따라서 에=( × )÷ ( ) .ꡑ
너지의 절약 사용효율의 향상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거나 청정연료의 사용이나 대체,

등으로 사용에너지 전환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따른 배출량 삭감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감변화를 배출계수 변화 효과 라 한다 생산공정상 대기오염물질을( f) .⊿
배출하는 원자재를 종전 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서 생산을 하면 그 만큼 대기오염 배출량은 증,

가할 것이다 각 산업에서 에너지와 기타 투입물질의 투입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에 있어서의 변화를 생산기술변화 효과 라 한다 국민소득 계정에 나타( D) .⊿
난 경제규모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산업의 생산이 감소한다면 전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

출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대기오염이 증가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속도로 대기오염배출량이 발생하는 데에는 어떤 구조적 변화

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국내수요는 경제성장률 보다 빨.

리 증가하고 또 다른 상품에 대한 국내수요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수요구조의 변화.

는 산업전체로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국내 수요구조 변화 효과.

라 부르기로 한다 즉 생산기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수입과 수출을 제외한 최종( u) . ,⊿
수요 주로 민간지출과 정부지출 의 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산업전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변( )

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라 경유차의 구입이 급증함에 따른 먼지 배출.

량 증가는 국내수요구조 변화효과에 포함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

가하는 요인은 경제성장 그 자체이다 경제성장이란 각종 재화와 용역 생산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에 따른 생산원자재의 투입증가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경제성장 또는 규모

효과 라 한다( y) .⊿

9) 전 게서 참조Proops John L.R. et al.(1993), pp. 121-131

10) 전 게서 참조H.S Chung, H.C Rhee(2001),

11) C⊿ f, C⊿ D, C⊿ u, C⊿ y, 을 본장에서 편의상 과 각각 같은 의미로 표기하기로 한Cr f, D, u, y, r⊿ ⊿ ⊿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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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가지 효과의 합계에 따라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경제전반의 성장과 보조를4

같이하지 않고 더 빨리 증가하거나 또는 덜 빨리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

출량이 변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두 기간중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변화가 위의 가지 요. 4

인중 어느 요인에 의해 얼마만큼의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산업별로 규명함으로써 정부의 대기

정책수단의 효과여부와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요인분해 방법의 종류 및 총배출량 분석2.

두 시점간에 배출량이 변하는 요인분석 방식은 변화량의 차이 를 이용한 방법과 비율 을 이용한 방법‘ ’ ‘ ’

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방식간의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표. < 4>

에 나타난 등 가지 오염물집별로 년 년 두 시점간 총배출량 변화의 요인분해 결과를CO, NOx 5 90 , 95

비교해 보기로 한다 차이 를 이용한 분석방법 중에서는 잔차항이 남는 단순평균지수와 잔차항이 없. ꡐ ꡑ
는 평균변화율지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요인 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비율 을 이용한 분석방법. ꡐ ꡑ
중에서는 라스파이레스 지수분해를 사용하였다.

차이를 이용한 두 가지 분석 방법의 결과 비교(1)

차이에 의한 단순평균지수 방법에 의한 분석 방법으로서 방법인Proops et al.(1993), Chung(1998)

식 과 평균변화율지수 방법을 나타내는 식 에 따라 두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요인분해를 해보았(8) (9)

다 그 요인분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차이에 의한 두 가지 요인분해 결과 비교< 7>

방법< Proops >

총배출량(ton) CO Nox TSP SO2 HC

효과F△ -4,402,907 -1,513,292 -1,195,686 -294,934 -1,146,823 -252,173

효과D△ -629,516 -85,986 -143,855 -118,337 -272,900 -8,438

효과u△ 347,048 -10,257 77,679 103,403 179,475 -3,251

효과Y△ 3,933,601 1,142,868 1,051,134 324,641 1,243,806 171,151

잔차효과 34,522 13,743 7,158 2,261 9,617 1,742

증감량 -717,252 -452,923 -203,570 17,034 13,176 -90,970

평균변화율지수 방법<Chung( ) >

총배출량(ton) CO Nox TSP SO2 HC

효과F△ -3,858,485 -1,755,216 -1,061,640 -264,372 -1,029,363 -511,547

효과D△ -464,596 -14,722 -73,191 -104,934 -231,790 46,568

효과u△ 197,904 -10,317 75,493 90,859 154,550 1,314

효과Y△ 3,407,924 1,327,333 855,767 295,480 1,119,778 372,696

증감량 -717,252 -452,923 -203,570 17,034 13,176 -90,970

그림 차이에 의한 두 가지 요인분해 결과 비교 도표< 2>

요인분해<Pr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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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o o ps 요 인 분 해

- 5 ,0 0 0

- 4 ,0 0 0

- 3 ,0 0 0

- 2 ,0 0 0

- 1 ,0 0 0

0

1 ,0 0 0

2 ,0 0 0

3 ,0 0 0

4 ,0 0 0

5 ,0 0 0

총 배 출 량 ( P ) C O N o x 먼 지 S O 2 H C

천
톤

증 감 량 △ F  효 과 △ D  효 과 △ u  효 과 △ Y  효 과 잔 차 효 과

평균변화율지수 요인분해<Chu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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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 년 년 기간중< 7> < 2> 1990 -1995

배출량 증감요인 중에서 경제규모의 변화 효과 가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 Y )△

로 작용했으며 수요구조의 변동 효과 도 효과는 작지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 u )△

타났다 반면에 에너지의 이용과 구성을 나타내는 산업별 배출계수변화 효과 가 배출량을. ( f )△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 효( D△

과 도 배출량을 일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이에 의한 두 가지) . ,

분석방법 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과 그림 에서 확인 할. < 7> < 2>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첫째. , 평균변화율지수 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치

가 방법에 비해 각 요인별 효과에 있어 잔차항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값이 적게 나타나고Proops

있다 잔차효과를 포함한 두 방법의 요인별 효과의 합계는 같다. . 둘째 평균변화율지수 방법에 의,

한 분석결과에는 잔차항이 이지만 방법에 의한 결과에는 잔차항 잔차효과가0 Proops 3ꡐ ꡑ
만 천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명되지 않는 잔차항의 잔차효과가 남는 방법보다는4 ton . Proops

잔차항이 없는 방법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논문에Chung .

서는 방법에 따라 산업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해하고자 한다Chung , .

비율을 이용한 분석 결과(2)

비율에 의한 분해방법인 라스파레이스 지수 의 식 에 따른 요인분해 결과는 표(LI) (14) < 8>

과 같았다.

표 비율에 의한 분석 지수 결과 비교 지수 결과표< 8> (LI ) : ( LI -1 )ꡐ 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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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해L I 총배출량 CO NOx 먼지 SO2 HC

효과F△ -0.571 -0.641 -0.579 -0.491 -0.496 -0.688

효과D△ -0.093 -0.049 -0.067 -0.237 -0.135 -0.027

효과u△ 0.066 -0.004 0.045 0.268 0.117 -0.013

효과Y△ 1.107 1.107 1.107 1.107 1.107 1.107

잔차효과 -0.017 -0.009 -0.019 0.005 -0.018 -0.015

증감지수 -0.142 -0.290 -0.150 0.044 0.009 -0.378

주 위의 값은 비율에 의한 분석 결과 값에서 을 뺀 값이므로 값 이면 배출량의: LI (Laspeyres Index) 1 LI >1

증가 비율을 나타내며 값 이면 감소비율을 나타낸다, LI <1 .

그림 비율에 의한 분석 지수 결과 비교 도표< 3> (LI )

L  I 요 인 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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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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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총 배 출 량 C O NO x 먼 지 S O 2 HC

증 감 율 △ F  효 과 △ D 효 과 △ u  효 과 △ Y  효 과 잔 차 효 과

표 과 그림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년 기간중 먼지와< 8> < 3> 1990 -1995 SO2는 오염물

질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및 총배출량은 감소하였음을 나타내며 이들 변화요인, CO, NOx, HC

은 경제규모 확대 즉 경제성장효과 가 주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수요구조효과, ( Y) , (△ △

도 크지는 않지만 일부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반면에 배출계수 효과 가 배출량 감소의u) , ( f)△

주 요인이며 생산기술효과 즉 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 도 일부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결, , ( D)△

과 전체적으로는 총배출량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수에 의한 요인분해 결, . LI

과도 차이에 의한 요인분해 결과와 그 방향과 흐름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요인분해.

모형을 결정함에 있어 변화량의 절대값 차이량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량의 비

율을 중심으로 분해 할 것인가의 선택문제로 보인다 비율분석에 의한 요인분해에서도 잔차효.

과가 남게 되는 바 이 잔차가 어느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을 분석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 , 하여

잔차항이 없고 실제로 변화된 절대량의 변화요인에 중점을 두고자하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평균변화율지수 방법에 따라 변화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Chung( ) . 12)

요인분석 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 비교3.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시점간 변화는 두 기간 사이의 배출량 변화를 차이 로ꡐ ꡑ
나타내는 방법과 비율 로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인분해할 수 있다.ꡐ ꡑ 지수간의 비교를

12)잔차항( C⊿ r 은 각 요인) C⊿ f, C⊿ D, C⊿ u, C⊿ y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가에 따라 값이 달라짐.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단순평균지수는 차분방정식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잔차항이 남게 되는 문제가 있음1. .

로그평균지수와 평균변화율지수에 의해서는 오차항의 값을 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로그평균지2. 0 .

수는 이 잔차항을 제거할 수 있지만 해당 변수가 의 부호를 가질 때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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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차이 를 이용한 분석방법 중에서는 잔차항이 남는 의 단순평균지수Proopsꡐ ꡑ 와 잔차항이

없는 의 평균변화율지수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요인 분해방법을 사용하고 비율 을Chung ,ꡐ ꡑ
이용한 분석방법 중에서는 라스파이레스 지수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차이에.

의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치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 평균변화율지수 방법에 의한 분석 결

과치가 방법에 비해 각 요인별 효과에 있어 잔차항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값이 적게 나타Proops

나고 있다 잔차효과를 포함한 두 방법의 요인별 효과의 합계는 같다. . 둘째 평균변화율지수방법,

에 의한 분석결과에는 잔차항이 이지만 방법에 의한 결과에는 미소한 잔차효과가0 Proopsꡐ ꡑ
나타났다.

한편 비율 에 의한 방법으로서의 라스파레이스 지수에 의한 요인분해 결과도 차이 에,ꡐ ꡑ ꡐ ꡑ
의한 요인분해 결과와 그 방향과 흐름은 같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방법의 선택.

은 필요에 따라 변화량의 절대값 차이량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량의 비율을

중심으로 분해 할 것인가의 선택문제로 보였다 비율분석에 의한 요인분해에서도 잔차효과가.

남게 되는 바 이 잔차가 어느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요인분석 결과 종합4.

배출량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요인은 크게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 또는 규4 . ,

모의 변화 배출계수의 변화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 그리고 경제구조의 변화( y), ( f), ( D)Δ Δ Δ

이다 경제의 성장과 규모의 확대에 따라 투입되는 자원의 증가는 불가피하며 이에 수반(( u) .Δ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규모의 변화 효과이다 여기에. ( y) .Δ

대응해서 각종 환경규제의 직접적 수단과 정책에 의해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특정 에너지 사용,

금지 연료의 품질기준 강화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 감소시키거나 에너지의 사용효율을, ,

높이거나 청정연료로의 대체 등에 의한 배출량 감소가 배출계수의 변화 효과이다 이 밖에( f) .Δ

투입원료의 대체 또는 투입구조나 생산공정상의 기술 변화 와 최종수요구조 등 경제구조의( D)Δ

변화 에 따른 배출량 증감이 있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없다면 배출계수의 변화(( u) . (Δ Δ

에 의한 배출량 감축효과가 가 될 것이며 환경규제가 강할수록 배출계수의 변화f) zero(0) ( f)Δ

효과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최적규모의 오염배출과 오염관련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투입구조나 생산공정상의 기술변화 와 최종수요구조 등 경제구조의 변화 에( D) (( u)Δ Δ

의한 오염물질 감소효과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관장하는 환경당국만의 정.

책이 아닌 생산 수출 소비 등 경제운용에 관한 범정부적 환경관련 대책 즉 상공 건설 농업, , , , , ,

국토이용 등 종합적 친환경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인 분해 결과 투입구조나 생산공.

정상의 기술 변화 와 최종수요구조 등 경제구조의 변화 효과는 극히 미미하였다( D) (( u) .Δ Δ

이 논문에서는 평균변화율지수 방법에 의해 산정한 등 대기오염물질 종의 배출CO, NOx 5

량과 이들의 합계인 총배출량에 대하여 년 년의 두 시점간 변화량에 대한 경제적 요인분90 , 95

해를 산업별로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그 결과 나타난 총배출량 요인분해 내용은 표 와 같. < 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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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총배출량 요인분해 결과< 9>

총배출량(t) CO NOx TSP SO2 HC

효과F△ -3,858,485 -1,755,216 -1,061,640 -264,372 -1,029,363 -511,547

효과D△ -464,596 -14,722 -73,191 -104,934 -231,790 46,568

효과u△ 197,904 -10,317 75,493 90,859 154,550 1,314

효과Y△ 3,407,924 1,327,333 855,767 295,480 1,119,778 372,696

증감량 -717,252 -452,923 -203,570 17,034 13,176 -90,970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년의 만 천 에서 년의 만 으로 년의1990 506 7 ton 1995 435 ton 1995

배출량이 년 배출량에 비해 만 천 이 감소하였는바 총배출량 증가요인은 경1990 71 7 ton(14.2%)

제규모의 확대 요인 만 천 경제구조 또는 수요구조의 변화 요인 만 천 효( y: 340 8 ton), ( u: 19 8 ton)Δ Δ

과였으며 총배출량 감소요인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용에 따른 배출계수 효과 요인( f:△

만 천 생산기술 효과 요인 만 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배출량의 변동폭-385 8 ton), ( D: -46 5 ton) .△

이 큰 산업은 석탄 석유 전력 가스 도소매 음식 숙박 운송 보관 공공행정(s7), (s17), (s19), (s20),․ ․ ․ ․ ․ ․
교육 산업이었다 이들 배출량 변화에 대한 경제적 요인분해결과는 표 으로 정리할(s22) . < 10>

수 있다.

표 총배출량 변화 요인분해 결과표 요약< 10>

주요 변화 산업 감소요인 효과( ) 증가요인 효과( ) 증감량 천( ton)

전 산업 f, D△ △ y, u,△ △ -717

석탄 석유(s7)․ f, D△ △ y, u△ △ 138

전력 가스(s17)․ f, D△ △ y, u△ △ 306

도소매 음식 숙박(s19)․ ․ f, D△ △ y, u△ △ -643

운송 보관(s20)․ f, u△ △ y, D△ △ -125

공공행정 교육(s22)․ f, u△ △ y, D△ △ -215

도소매 음식 숙박 산업은 배출계수 의 현저한 개선이 있었으며 생산기술의 발전(s19) ( f) , ( D)△ △․ ․
이 배출량 저감에 함께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음식 숙박 산업은 경제규모 확대. (s19)․ ․

에 따른 배출량 증가요인이 매우 컸음에도 배출계수의 현저한 개선 으로 큰 폭의 배( y) , ( f)△ △

출량 저감이 있었다 이것은 대기오염물질 주요정책수단으로서 년 초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 90 ,

는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의 확대와 등 청정연료 사용의무제 도입 년 그리고 정LNG (1988 ),

유사의 탈황시설 및 분해시설 설치가 완료 년 되면서 단계적으로 황 함유기준을 강화하(1993 )

고 저황유 사용지역을 확대해 온 결과일 것이라는 예상을 요인분해 결과가 입증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대 오염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석유 전력 가스 도소매 음식 숙박. 4 (s7), (s17),․ ․ ․ ․
운송 보관 산업 중 석탄 석유 전력 가스 산업은 배출계수의 변화효과 가(s19), (s20) (s7), (s17) ( f)△․ ․ ․

경제규모의 확대 에 따른 증가량에 훨씬 못 미쳐 배출량 증가폭이 타 산업보다 훨씬 많았( y)△

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큰 산업이라 여겨지며 석탄 석유 산업은 수요구조 변화효과(s7) (△․
만 천 마저 증가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고 운송 보관 공공행정 교육 산업은u: 39 8 ton) , (s20), (s22)․ ․

경제규모 확대효과 외에도 생산기술의 개선효과 가 배출량 증가요인으로 나타나 이( y) ( D)△ △

들 산업은 청정연료로의 대체나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의한 배출계수의 개선효과 가 총배( f)△

출량을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 왔지만 배출량의 보다 많은 감축을 위해서는 투입물질의 투입구조

개선 등 생산기술의 발전 이 필요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D) .△



- 20 -

종합적으로 보면 두 기간중 배출계수의 개선 에 따른 상쇄효과로 년도 오염물질 총배( f) 90△

출량의 에 해당하는 만 천 이 년도에 감소 될 수 있었지만 경제규모 확대 에14.2% 71 7 ton 95 ( y)△

따른 배출량 증가요인이 매우 강한 석탄 석유 전력 가스 산업은 대기정책 수립과정에(s7), (s17)․ ․
서 단순한 청정연료로의 대체 등 배출계수의 개선효과뿐만 아니라 투입물질의 투입구조개선

등 생산기술변화 나 수요구조 변화 등에 의한 효과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범정부적( D) ( u)△ △

환경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절 결 론6

경제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환경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적 문제로만 인식해

왔다 환경정책도 대부분이 산업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폐기물 오염물질 등의 처리와 삭. ,

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정책의 효과와 평가도 각종 오염측정치라는 현상적 결과에 의존하

여 왔다 반면에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평가는 소홀히 했으며 경제적 분석과 예측에.

필요한 환경통계 또한 매우 빈약했다 그 결과 환경문제에 관련된 경제적 실증분석과 평가 예. ,

측에 관련된 연구실적 또한 드물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CO2 배출문제에 치중하고 있을 뿐 대기오

염물질별 산업별로 배출량 산정 및 변화 등에 대한 경제적 실증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

다.

총배출량의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년에 비해 년에 만 천 이 감소하였다 이는1990 1995 71 7 ton .

경제성장 요인 만 천 과 수요구조의 변화 요인 만 천 효과에 의한 총배출( y: 340 8 ton) ( u: 19 8 ton)Δ Δ

량 증가요인보다 배출계수 효과 요인 만 천 와 생산기술 효과 요인 만 천( f: -385 8 ton) ( D: -46 5△ △

에 의한 총배출량 감소요인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 오염산업이라 할ton) . 4

수 있는 석탄 석유 전력 가스 도 소매 음식 숙박 운송 보관 산업 중 석탄. (s7), . (s17), . . , (s19), . (s20) .

석유 전력 가스 산업은 배출계수의 변화효과 에 의한 감소량이 경제성장 에(s7), . (s17) ( f) ( y)△ △

따른 증가량에 훨씬 못 미쳐 배출량 증가폭이 타 산업보다 훨씬 컸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개

선되어야 할 산업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석탄 석유 산업은 수요구조 변화 가 증가요인. . (s7) ( u)△

으로 크게 작용하였고 운송 보관 산업은 생산기술의 변화, . (s20) ( C⊿ D 가 증가요인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의 수요구조나 생산기술의 개선 촉구가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가 년부터 매년. , 1991

조사 발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은 난방 산업 수송 및 발전의 부문으로 분류되, , , , 4『 』

어 있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매우 낮아 조사 통계 내용의 다양화 및 산업분류기준이 개선되어

야 한다 둘째 대기오염 대량배출산업은 석탄 석유 전력 가스 운송 보관 산업이. , (s7), (s17), (s20)․ ․ ․
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기규제정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

며 향후 대기정책에서도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세째 시멘트 석회 석제 전력. , (s10),․ ․ ․
가스 산업은 대량의 오염배출산업인 동시에 배출 유발효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s17)

다 네째 배출량 변화의 가장 큰 감소요인은 배출계수의 변화 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경. , ( f) ,Δ

제성장 효과 였다 생산 또는 투입기술의 변화 수요구조의 변화 는 배출량 증감에( y) . ( D), (( u)Δ Δ Δ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였다 다섯째 대기오염 총량관리. ,

제 도입 고 오염산업의 차별관리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대기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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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산업별 배출량 기본자료의 산정방법 개선 및 경제적 분석과 평가 기준의 활용 확대,

가 필요하다 여섯째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년대와 같이 배리 코머너 가설에 상응. , 90 60-70

한 오염지향적 경제성장은 아니었으나 산업전체의 기술 및 수요구조가 환경친화적이라 할 수

도 없었다 이것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이 오직 환경당국의 환경정책수단에만 의존.

했을 뿐이며 국가경제 전체의 산업구조나 친환경 생산기술의 발전 등 범정부적 차원의 환경정

책이 병행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는 이6 연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과 산업별오염물질별 배출량 변화 그리고 환경투입산출 모형에 의한 배출량변화의 경제적 요인분,․
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발전 수송 난방 산업이라는 부문에 국한하, , , 4

여 대기오염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과 한국은행이 주관하고『 』

있는 산업연관표 의 개 기본부문을 개 산업부문으로 통합 분류하여 산업별 대기오염402 24 ,『 』

물질배출량과 에너지원별로 산업간의 오염물질배출계수를 구하였고 배출량 변화의 경제적 요,

인분석을 통하여 배출량 변화의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산업연관표 와 직접 연계할 수『 』

있는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산업연관표 의 에너지품목별 공급표 와 생산자투입가격표 및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배출『 』 『ꡐ ꡑ ꡐ ꡑ
량 에 관한 자료를 응용하였기 때문에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과 총배출량에서는』 『 』

거의 접근하고 있지만 산업별 배출량과 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요인분석 결과가 현실의 국내 산업

및 환경의 실상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보다 세

분화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확보.

가능한 관련자료의 제한 때문에 장기적인 시계열 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년도( ) 90時系列

와 년도의 비교분석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향후 년도 산업연95 2000 『

관표 에 따라 보다 폭 넓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며 더욱 발전된 연구가 계속될 수 있으리라』

는 기대와 함께 미흡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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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NIMBY attitudes of Local Residents in Jeju,
Korea: an application of two - choice model

Hyuncheo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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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The NIMBY(Never In My Back Yard) syndrome is a common phenomenon
observed in many a developed economy (Rabe, 1991; Malone, 1991). It is
quite strong even among developing and newly developed economies. In the
case of Korea, the incidence of NIMBY syndrome has increased considerably
in number (Yun, 1997). The most notable one in Korea was in connection
with the Anmyon Island (Moon,1994). Since the mid-eighties, the degree of
NIMBY attitude in Korea has grown in terms of scale and intensity. A
number of noxious facilities planned could not survive the NIMBY syndrome,
which includes a low-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Kim et al., 1994) as
well as 34 large regional landfills throughout the country (Park, 1992).

In Korea, landfilling or incinerating food waste which contains a high degree of
saturation and salt has caused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For a number of
years, the issue of food waste disposal in Korea has been a major issue which
concerns the public as well a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So far the most widely
used mode of food waste disposal is through large - scale composting facilities. The
cost of food waste disposal through composting is higher than through landfilling and
lower than through incineration: landfilling food waste costs 24,879-26,384 won/ton
as opposed to 75,711-86,339 won/ton for incineration in 1996.1) Based on these

*: Economics Ph.D
1) Approximately $1 = 1,200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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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the estimated cost of recycling(composting) food waste would be 30,000 to
60,000 won/ton (MOE, 2001). However, the composting cost would be much lower if
one takes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costs associated with
landfilling/incineration and the opportunity cost of land used as landfill. It would be
even lower if one considers the revenue generated from the sales of the compost.
Composting facility does have some advantages: it recycles food waste into compost,
and is relatively safer as compared with other waste disposal modes (Tammemagi,
1999). Nonetheless, due to the NIMBY attitude, communities are reluctant to host a
composting facility regardless of its advantage over other modes. A great deal of
economic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siting problems, however, the focus of
those has been rarely on composting facilities.

This study applies two-choice model (Kim, 2003) to identify the major
determinants of NIMBY attitudes when a large-scale composting facility is built
around a residential area. Using a survey data, logit estimation is implemented. The
target area selected is Jeju City, Korea. Compared to other places in Korea, Jeju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where natur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have greater economic values than elsewhere, hence the opportunity cost of
siting a waste disposal facilit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ly high. As far as the
author knows, no other previous studies with respect to siting a noxious facility in
Jeju exist. Accordingly, an ex ante analysis of NIMBY attitudes of residents in Jeju
will give valuable reference to the policy makers in Jeju and elsewhere.

The rest of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Section II discusses model specification
for the logit estimation. Section III provides the description of survey data, variable
selection with past empirical evidence, and expected signs of logit coefficients. The
estimation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 are laid out in Section IV. Finally, Section V
concludes.

II. Model specification

Upon two states of the event (large-scale composting facility or no composing
facility is sited, which occurs with probabilities p or (1-p)), a representative local
resident's expected utility may be expressed as the function of net wealth equivalent

(q* = w(a)-h(a,s)- s, q = w(a)- h(a,s)):

EU(q) = p.U(q*) + (1-p).U(q)
= p.U[w(a)-h(a,s)- s] + (1-p).U[w(a)- h(a,s)] (1)

Utility functions comprising expected utility is assumed to be concave in the net
wealth equivalent which is the wealth equivalent (w) net of cost function (h),i.e.; 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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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Uq > 0, Uq*q* < 0, Uqq < 0 . The wealth equivalent is an increasing function of

positive wealth attributes (a = [a a ... a ] ), which is continuous and twice
differentiable. The vector of major positive wealth attributes contains 'compensation'
provided to local residents, the local residents' positive attitudes2) (such as active
waste management behavior and trust in the siting institutions), and economic
benefits from hosting the facility.3) The wealth equivalent is assumed to be concave
in each positive wealth attribute ( w > 0, w < 0).

The reservation price of a property close to the facility would be higher for a
resident with an active waste management trait than for a resident without such a trait.
Hence, the cost function(h(a,s))4) can be viewed as an increasing function of a vector
of positive wealth attributes. The cost function is a decreasing function of a vector of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s = [s s ... s ])5), which is assumed to be
continuous and twice differentiable with respect to each argument. Note that s is in
terms of monetary loss that arises if the facility is expected to damage the resident or
the resident's family and property (e.g., pollution, and safety risks to children), thus
reducing the purchasing estate or real estate price ( 1 < < 0).6) The cost function is

assumed to be convex in positive wealth attributes and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h > 0, h > 0, -1 < h < 0, h > 0, h = h < 0, h h >

h ). s (t = [1 1 1...] ) in Equation (1) is the monetary loss incurred externally.

The term indicates the risk orientation which the local resident can take up the
possible danger or costs when the facility is sited.

Equating zero to the partial derivatives with respect to both positive wealth attribute
and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 ( and ), the first order conditions

(FOCs) are obtained.7) Rearranging one of the FOCs by the ratio of the probabilities

(= ), which is the risk perception that the local resident perceives toward the

planned facility, and taking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sj yield following
tow-choice model.8)

2) The positive attitude variables are generally referred to as "attitude variables" in siting
studies. According to Sears et al. (1980) there is a close linkage between one's attitude and the
pursuit of one's wealth. Here the term "positive" is attached to connote one's permissiveness.
3) For example, enhanced school quality and economic opportunity such as new jobs, lower
property taxes, and economic growth (Halstead et al., 1999)
4) Brookshire et al. (1985) used consumer's house payment as the hedonic price under the
two states of event; earthquake or no earthquake state. In the context of the siting of a
composting facility, the hedonic price is considered to be as the purchasing price of various
estates and real estate. In this model, the cost in cost function is referred as the opportunity
cost (or purchasing, selling price) of local residents' estates or real estates.
5) Several examples are "proximity" to noxious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impacts.
6) A subscript sj denotes the derivative of the subscripted function with respect to j. The
marginal cost of safety implies that "an additional dollar spent on safety must decrease damage
by more than a dollar" (Brookshire et al., 1985). More specifically, if a resident spends one
dollar to enhance the safety measure of his estate, the increase in his estate's price is more than
a dollar.
7) Full description of the model's optimization condition is in appendix.
8) Derivation of the model is presented in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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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s) (2)

where

< 0; > 0; = .

Equation (2) indicates that the odds ratio γ is the decreasing function of the vector
of positive wealth attributes (a) and the increasing function of the vector of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s).

To specify the empirical model which is a binomial logit model, first, the natural

logarithm of Equation (2) is taken, and proxies for positive wealth attribute ( )

and for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 ( ) are used. That is, = ( ) and

= ( ), for which > 0 and ( ) > 0:

ln ( ) = ln = + +

= + x)Φ (3)

where
= Probability of rejecting the facility

= Probability of accepting the facility

ln = Odds of "rejecting" to "accepting" the facility;

= : Vector of independent variables as proxies for ai and sj

= Intercept term

Φ = : Vector of logit coefficients

k =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s
k1 = Number of positive wealth attribute variables
k-k1-1= Number of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 variables.

Differentiating Equation (3) with respect to , sj and rearranging f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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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 (4)

= = > 0 (5)

is negative since is negative with the rests being positive. is positive since

is positive with the rests being positive. Note that ( ) measures the negative

(positive) impact of (sj) on the local resident's NIMBY attitude; i.e., No odds (γ =

).

III. Data management and variable selection

Table 1 shows the distribution of the total sample size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 distribution. The population of Jeju City, target survey area, is 279,087,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is 90,562 as of December 2000 (Jeju City Hall, 2001).
Jeju City is composed of 19 dongs. Following the sample distribution, 2,500

respondents were selected randomly through telephone directory. The survey form

was based on Halstead et al. (1999), Kunreuther and Easterling (1990), Douglas
(1989), and some suggestion from waste management personnel in Korea.

A total of 1,452 survey forms were used in estimating the effect of major
determinants of the residents' siting decision or NIMBY attitudes.9) The survey forms
were divided into 5 groups based on the hypothetical distance between respondent's
home and the composting facility, i.e., 100 m, 300 m, 700 m, 1 km, and 3 km. The
survey was conducted by individual visits.10)

In selecting variables for the empirical model, mostly the variables employed in
previous siting studies have been chosen. There are a number of explanatory variables
that have been previously used.

9) Question 40 of survey form relates to the dependent variable, asking the respondent to select one of
three choices, i.e., Yes, No or Maybe upon the question whether admitting or rejecting the hypothetically
proposed composting facility. In estimating, the Maybe choice was dropped since the specified model
preserves only two choices. The theoretical model needs to be extended into trichotomous choice case to
consider the Maybe choice.
10) A total of 2,500 survey forms were distributed to the selected respondents. Of the 2,500 forms, 650
were classified as 'incomplete' and excluded from the analysis. Out of the remaining 1,850 forms, the
Maybe choices were dropped. The number of survey forms used for this analysis is approximately 1.60
% of the total households in Jeju City. The whole data collection process took approximately eight
months from May 2001 to Dec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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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distribution

Source: Jeju City Hall, 2001
B: The percentage of thenumber of households in each dong out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in
Jeju City
C: The total number of distributed survey forms
D: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survey forms taken from C
E: The percentage of the number of finally used survey forms out of 1,452

The specified model indicates that the subjective probability of rejecting

(accepting) the facility is a decreasing (increasing) function of positive wealth
attributes and an increasing (decreasing) function of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chosen, therefore, may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positive wealth attribute and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 variables. A total
of 16 variables were selected. Full description of each variable and the expected sign
of coefficient are summarized in Table 2.

Four variables (IPWM11), PPDSP, TRUST, KNOW) of the positive wealth attribute
variables employed may be called the 'positive attitude variables'. Past studies show
that a local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waste management leads to a fairly high
probability of accepting the facility (Halstead et al., 1999). Involve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siting plan is also an important factor (Kraft
and Clary, 1991; Davis, 1986). IPWM and PPDSP are meant to capture the
permissiveness. IPWM is intended to measure how the residents remain active in
managing waste disposal and their attitudes towards recycling. By PPDSP this study
measures the extent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11) For generation of IPWM, we sum up the two codes (0 or 1) which are assigned in the options of
survey questions 1 to 6. The similar measure is taken to generate TRUST in which options of survey
questions 7 through 14 are coded as 0,1,2.

Name of Dong in
Cheju City

Number of
Households

in each Dong
=A

B=(A/90,562)×
100 C D E= D/1,452

1.Il do Il dong 1,775 2.0 49 23 1.6
2.Il do I dong 12,289 13.6 339 200 13.8
3.I do Il dong 2,761 3.0 76 50 3.4
4.I do I dong 12,791 14.1 353 244 16.8
5.Samdo Il dong 4,871 5.4 134 92 6.3
6.Samdo I dong 3,763 4.2 104 76 5.2
7.Yongdam Il dong 3,417 3.8 94 47 3.2
8.Yongdam I dong 5,943 6.6 164 73 5.0
9.Gunip dong 4,128 4.6 114 52 3.6
10.Hoabuk dong 6,222 6.9 172 87 6.0
11.Sam Yang dong 2,541 2.8 70 32 2.2
12.Bongae dong 885 1.0 24 12 0.8
13.Ara dong 3,920 4.3 108 51 3.5
14.Ora dong 1,723 1.9 48 30 2.1
15.Yeon dong 11,391 12.6 314 194 13.4
16.Nohyung dong 7,480 8.3 206 116 8.0
17.Oido dong 2,708 3.0 75 48 3.3
18.I ho dong 1,301 1.4 36 14 1.0
19.Do du dong 653 0.7 18 11 0.8
Total 90,562 100.0 2,500 1,45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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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measures the individual's perceived dependability of various waste
management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universities, etc. Hence, the higher the residents' trust of the institutions considerably,
their responses would reveal a lower probability of rejecting the unpopular facility
(Kunreuther et al., 1993; Morell and Magorian, 1982). Several studies also argue that
the general knowledge of a noxious facility may reduce risk perception induced by
such a facility.

Table 2. Description of independent variable

Residents with correct knowledge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facilities tend to
reveal a lower probability of rejecting the noxious facility as opposed to residents
who do not have knowledge (Dunlap et al., 1993; Slovic, 1987). The level of general

knowledge is measured by KNOW.

Monetary compensation provided to local residents could be effective in
encouraging them to accept the noxious facility only on condition that sufficient

Independent Variable Description
Expected effect on

respondent's "No" to "Yes"
odds*

PWA# Positive wealth attribute variable

IPWM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waste
management (PWA1) Negative

PPDSP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for
siting plan (PWA2) Negative

TRUST Resident's trust in the institution related to
waste management (PWA3) Negative

KNOW
General knowledge of the large - scale
composting facility's environmental impact
(PWA4)

Positive

RELCOM The amount of monetary compensation
deflated by INCOME (PWA5) Positive

ECO
Economic benefit which any local resident
living near the composting facility expects
to gain (PWA6)

Negative

NNC#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
variable

ENV Environmental impact of the composting
facility (NNC1) Positive

DIST Distance between the composting facility
and the home of the residents (NNC2) Negative

INCOME Household's average monthly disposable
income (NNC3) positive

SD# Socio - demographic variable

CHILD 0 if children under 18 years old in one's
household, 1 if otherwise (SD1 ambiguous

EDU Respondent's education level (SD2) ambiguous

GENDER 0 if the respondent is female, 1 if otherwise
(SD3) ambiguous

AGE Respondent's age (SD4) ambiguous

NHMBR
The number of children under18 years old
plus the number of adults in one's household
(SD5)

ambiguous

YRSTAY Number of years at the current residence
(SD6) ambiguous

HSFORM Resident's house type (SD7) ambig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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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afeguards are strictly enforced (Kunreuther and Easterling, 1990;
Peele and Ellis, 1987).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on condition that the
necessary safety measure is taken for hypothetically proposed composting facility.
Further, in managing a composting facility, it is unlikely that any hazardous incident
will occur with normal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place. In the analysis, it is
anticipated that a resident demanding a high monetary compensation has a stronger
NIMBY attitude, which impli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NIMBY attitude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provided. To reduce the instrument
bias problem (Dixon et al. 1990), the monetary compensation variable (RELCOM) is
obtained through dividing the resident's level of "willingness to accept" by the
individual's income. Hence, the same amount of compensation demand chosen by
each respondent is expected to vary according as his or her income level. ECO
measures the economic opportunity that local residents in a host area can anticipate
from hosting a composting facility. Examples include lower property tax, lower waste
disposal cost and an increase in employment. ECO is generated through factor
analysis to represent the multiple aspects of a community's local economic situation
that may vary by the hosting of a noxious facility.

In this analysis, three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itc variables, ENV, DIST
and INCOME12) are selected.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residents' environmental concern poses a serious NIMBY impact on
their attitudes toward a noxious facility (Cho,1998; Lober 1994). Notably, Halstead et
al (1999) find that in the case of three New England cities (Keene, Rochester, and
New Hampshire) the residents' environmental concern overrides their economic
benefits expected from a composting facility in their neighboring area. That is, the
income effect on their demand for safer environment overrides the substitution effect
of economic benefits for safer environment. Like ECO, ENV is generated through
factor analysis to measure the various degrees of environmental impact that stems
from hosting the composting facility.13)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evidence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
resident's proximity to a noxious facility and a resident's NIMBY attitude. The
difference in proximity to a noxious facility incurs different cost burdens to local
residents while benefits are evenly distributed. The imbalance of benefit and cost
distribution motivates the residents close to the noxious facility to reveal the NIMBY

12) Here, INCOME is technically chosen as one of negative community characteristic variables. Often
in the siting literature 'socio-economic variable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used
interchangeably. However, since technically INCOME is classified as one of the negative community
characteristic variables, this type of variables will be referred to as socio-demographic variables if
income is excluded. Otherwise, the variables will be referred to as socio-economic variables for
convenience.
13) Survey questions 15 through 28 relate to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s on the community.
Presence of the composting facility incurs both wealth equivalence and costs, neither of which can be
fully captured by one or two questions. By asking as many questions as needed, this study attempts to
capture the information which reveals the respondents' attitudes towards the hypothetically proposed
facility. The factor analysis converted 14 questions into two factors; negative environmental externality
and economic opportunity, respectively. Here each question is referred to as a variable. Variables ECO
and ENV are composite variables generated from the 14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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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 Lober, 1993; Lindel and Earle, 1983). Thus, proximity (DIST) has been
chosen as one of the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 variab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Previous empirical evidence does not support an unambiguous prediction of the
resident's income level's effect on siting attitude. Howev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price of real estate in Korea has been unstable and extremely high
relative to other assets. Consequently, many Koreans earning high incomes are likely
to allocat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wealth to real estate or land. The presence of a
noxious facility would, therefore, make high income residents have a keener risk
perception relative to low income residents. Accordingly, it is likely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NIMBY attitudes and their income level.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included in many siting studies along with other
types of variables. Empirical findings with regard to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NIMBY attitude fail to show any stylized fact (Mushkatel et al.,1993).
That is,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specific to regional
idiosyncrasies. Though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not explicitly mentioned
in the specified model in the previous section, they are included to see how they are
important in local context of this study.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dded in the empirical model are CHILD, EDU,
GENDER, AGE, NHMBR, YRSTAY, and HSFORM. In addition to usual socio -
demographic variables (CHILD, EDU, GENDER, AGE), three variables (NHMBR,
YRSTAY, HSFORM) are selec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exists any idiosyncrasy
in NIMBY attitude of the local residents' in Jeju for the household size, number of
years at the current residence, and the resident's house type.

The expected signs are based on the theoretical expectation of the specified model.
For PWA variables, signs of coefficients are expected to be negative. However, two
PWA variables (KNOW, RELCOM) have positive signs. Variable KNOW is scaled in
the reverse of the usual order. Variable RELCOM have opposite implication to the
monetary compensation provided in scale. NWA variables are expected to be positive
in their signs. Of the three NNC variables (DIST, ENV, INCOME), only DIST is
expected to be negative in sign for the same reason as in the case of RELCOM since
variable DIST have opposite implication to proximity in scale.

IV. Estimation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

Using the survey data, binomial logit model was estimated as specified in Section
III. The statistical summary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estimation results are
summarized in Table 3 and 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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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stical summary of independent variable

Table 4. Summary of results of logit estimation

Note: Dependent variable is the log of probability of choice No(reject) to choice Yes (accept).
Signs in parentheses are anticipated ones.
*Significant at the 10% level ** Significant at the 5% level ***Significant at the 1% level
n= 1,230; Chi-square (16 d.f.):780.35; McFadden's R2:0.4664.

The estimated McFadden's pseudo R2 is 0.4664, which is within the usual range of

estimated fits for cross-sectional data. The slope coefficients in the logit model
measure the changes of the odds of No to Yes choice for one unit change in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able 4, a positive coefficient indicates that the percentage
change in probability of choice No is higher than that of choice Yes by the amount of
the coefficient for one unit increase in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effect is exactly
the opposite if the coefficient's sign is negative. Coefficients for 9 variables (IPWM,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IPWM 1,444 2.883 1.730 0 6
PPDSP 1,432 3.012 1.300 1 5
TRUST 1,441 7.084 3.577 0 16
KNOW 1,420 2.796 1.276 1 5
RELCOM 1,371 0.813 0.884 0.111 9
ECO 1,422 -6.93e-11 0.876 -3.034 1.764
DIST 1,452 1,010.744 1,050.356 100.000 3,000.000
ENV 1,422 5.91e-10 0.891 -2.878 1.853
INCOME 1,436 4.095 1.935 1 9
CHILD 1,452 0.680 0.467 0 1
EDU 1,414 5.346 1.496 1 8
GENDER 1,428 0.541 0.498 0 1
AGE 1,414 34.330 10.080 19 79
NHMBR 1,343 4.817 1.616 1 12
YRSTAY 1,402 16.334 13.097 1 73
HSFORM 1,414 1.709 0.808 1 3

Variable Estimat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Z - value
IPWM (-) -0.161 0.057 -2.82***

PPDSP (-) -0.638 0.070 -9.25***

TRUST (-) -0.520 0.028 -1.84*

KNOW (+) 0.052 0.074 7.09***

RELCOM (+) 0.659 0.112 5.91***

ECO (-) -0.879 0.121 -7.25***

ENV (+) 0.709 0.103 6.88***

DIST (-) -0.0008 0.0001 -6.65***

INCOME (+) 0.512 0.054 9.55***

CHILD -0.153 0.217 -0.71
EDU -0.007 0.058 -0.13
GENDER -0.242 0.175 -1.39
AGE 0.007 0.009 0.81
NHMBR 0.163 0.062 2.63***

YRSTAY 0.002 0.007 0.22
HSFORM -0.002 0.108 0.02
Intercept -2.239 0.713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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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DSP, KNOW, RELCOM, ECO, DIST, ENV, INCOME, NHMBR) and the variable
TRSUT out of 16 are significant at less than or equal to the 1% and 10% significance
level, respectively. These results are mostly consistent with those observed in the
previous siting studies. The signs of estimated coefficients are all consistent with the
expected ones except for SD variables. These empirical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implication of the specified model. Overall, It is found that the logit model specified
well describes the data in terms of pseudo R2, statistical significance of estimated
coefficients, and the signs of coefficients.

In mid 1990's in Korea, a user fee system was instituted for municipal solid
waste disposal where the residents are required to separate the waste by type, recycle,
and pack the waste with bags provided by the municipal government. This policy has
been reported as effectively motivating residents in waste management (MOE 2000).
The estimated coefficient for IPWM shows that the policy may have another effect on
soothing NIMBY attitude in addition to the policy's inherent target, i.e., source
reduction of waste generation. In many instances, a strong NIMBY attitude is an
outcome of improper procedures followed on the part of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Hence, the local residents' opinions should be accommodated through a
public hearing or debate. The estimated impact of PPDSP suggests that the awareness
on the part of residents that their opinions are reflected could soften their NIMBY
attitudes towards sting a composting facility.

It appears that the residents have different degrees of trust (TRUST) in the
institutions related to waste management. The survey used in the study shows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different degrees of trust for different institutions in the order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local public officials, civil organizations, local
recycling/solid waste managers, universities, central government, mass media, and
private businesses.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it appears to be desirable that
officials from highly trusted institutions be included in the policy making body.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idents' knowledge of the hazardousness of waste
facilities (KNOW)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iting decision. Out of total number of
observations (1,420), 12.61 % of respondents believe that a composting facility
would result in extremely serious environmental damage comparing to other waste
disposal facilities. A substantial number of residents (76%) of 12.61 % do not want
the composting facility to be sited near their residences. This implies that the more
misinformed, the more misguided views the residents may have on siting a noxious
facility. The estimated coefficients for the compensation variable RELCOM show that
the NIMBY attitude bear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demand for monetary
compens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no serious environmental damage occurs. This
implies that the use of pure monetary compensation as a policy instrument may be
effective only when necessary environmental safety measures are in place.

The result of ECO implies that the local or the central governmen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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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e the local residents to host the composting facility by either offering lower
taxes or employing local people to operate the facility. These policies will be highly
effective when the resident's expectation of the economic benefit increases. The
estimated impacts of ECO and ENV on NIMBY attitude in this study are in a clear
contrast with those of Halstead et al. (1999). In a US study by Halstead et al. (1999),
the estimated coefficient for ENV far outweighs that of ECO as opposed to the similar
magnitudes of coefficients for ENV and ECO in this study. This clearly indicates that,
for residents in Jeju, environmental concern has an impact almost as strong as
economic benefits on making their siting decision, whereas the environmental
concern in Halstead et al. (1999) dominates over the economic benefits from the
facility.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Koreans are more familiar with the
environmental safety of the composting facilities. Rather, Korean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availability of economic opportunity that arises from hosting the
facility.

As with several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e result of DIST also shows a
high level of significance. The significance of DIST reflects that the local residents
close to the unwanted facility perceive the excessive cost relative to the benefit from
the hosting the facility, which induces residents to reveal NIMBY attitudes.
Accordingly, to mitigate the NIMBY attitudes, the effective policy may require
offering differentiated compensation that varies by each resident's level of proximity
to the facility.

The level of income (INCOME) is found to be significant. The high income
earner in Jeju is likely to oppose any noxious facility in their neighborhood. The
estimation result on INCOME may be linked with the fact that high income residents
in Korea own lopsidedly more properties relative to low income residents. This is
combined with the another fact that high land value due to scarcity of land in Korea
would make high income residents quite sensitive to the advers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sited facility near their properti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INCOME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policy makers may need to persuade high
income residents in Korea of the importance of the facility for community's
environmental amenity.

The results of the SD variables convey specific regional information for
different countries or regions. The resident's education level (EDU)'s insignificant
effect on siting decision may indicate that although environmental concerns are
sounded throughout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post-education endeavors are less
focused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significance of NHMBR may reflect the
centuries-old Confucian culture in Korea. As a consequence, the respondents show a
greater concern for their elderly and children than in other cultures. YRSTAY and
HSFORM are found to be not effective to the siting attitudes of the residents in Jeju.
The impacts of GENDER and AGE as estimated in the study are different from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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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ee and An (1999). This implies that socio-demographic variables may have a
significantly different set of impacts depending on the region-specific factors, which
suggests that policy makers may have to assign a different set of weights to the same
set of socio - demographic variables in formulating their policies related to siting the
noxious facilities.

V. CONCLUSION

As in the previous siting studies, all of four positive attitude variable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siting decision. Local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both wast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process, public trust of
the waste management institutions, and knowledge on environmental impact on the
composting facul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successful siting of a
composting facility. The public trust, though statistically significant, has a notably
small impact relative to the rest of the positive attitude variables on the residents'
permissive attitudes on siting the facility.

The demand for relative monetary compensation is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idents' siting decision on condition that appropriate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are taken. This indicates that a policy of monetary compensation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environmental safety measures will be ineffective.
Expected economic benefits from the facility also have a favorable impact on the
siting decision. Therefore, to successfully induce the residents to accept siting of the
composting facility, government may need to consider providing the relevant
economic benefits to the residents in hosting area.

Variables of environmental impact, proximity to the facility, and resident's
income all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n the successful siting, revealing the
typical NIMBY attitudes as seen elsewhere. Somewhat interestingly, the effect of
economic benefits appear to slightly override environmental impact toward the siting
decision, which contrasts with a US study by Halstead et al (1999) wher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oncern is more than three times that of the economic benefits on
the siting decision in terms of the estimated coefficients in the logit model. This
reveals that the income effect on demand for safer environment is much weaker in
Korea than in US, which may be a useful piece of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Socio-demographic variables may be summarized as mostly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in Lee and An (1999), the effect of resident's education level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Unlike Lee and An (1999), the resident's age and gender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bearing on the probability of accepting the
composting facility.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socio-demographic variable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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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of household, and it did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sident's NIMBY
attitude. Overall, it appears to be the case for Jeju that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insignificant. This observation appears to indicate a weak inter-regional
consistency with regard to impact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which implies
that policy makers may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ir region-specific
socio-demographic factors instead of simply emulating the policies which have been
successful elsewher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may be described as having applied the two -
choice model and provided an ex-ante analysis of the attitudes of the residents in Jeju
towards a composting facility. It may prove to be very useful as a reference for policy
makers not only in Jeju but also elsewhere which are potential candidates for siting a
composting facility, particularly in view of the fact that most existing siting studies
have focused solely on more hazardous waste disposals such as landfilling or
incineration.

This study opens a venue for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At theory level,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two - choice model by incorporating uncertain choice. At
empirical level, it may prove to be fruitful to repeat this approach in siting studies in
general. In addition, this study is an ex-ante rather than ex-post analysis. If and when
the facility is actually sited, the ex-ante study may prove to be a valuable reference
for any ex-post impact analysis of th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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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ppendix

1. Optimization conditions

The EU function of the representative local resident facing the siting plan of a
large-scale waste facility around her or his local area is

(A1)

where

= w(a)-h(a,s)-t's, = w(a)-h(a,s); a = [a a ... a ] , s = [s s ... s ],

t = [1 1 1...] ; i = 1,2,...,n; j = 1,2,...l; w > 0, w < 0; h > 0, h > 0,

-1 < h < 0, h > 0, h = h < 0, h h > h ; Uq* > 0, Uq > 0, Uq*q* < 0,

Uqq < 0.

To confirm whether the objective function satisfies optimization conditions, one can
take the first and second derivatives with respect to positive wealth attribute and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 (ai, sj) as follows.

= w w (A2)

= (A3)

= w (A4)

=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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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A6)

Two equations (A2) and (A3) are the FOCs. To check SOCs (Second Order
Conditions), the Hessian for the EU function is constituted as Equation (A7).

H = (A7)

By Equation (A4), the sign of the first order leading principal minor is

|H1| = < 0 (A8)

The second order leading principal minor is

|H2| = (A9)

Rewriting the RHS of Equation (A9),

{ w } {

} { } (A9)'

(A9)' can be expressed as Equation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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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w } { w } > 0 (A10)

where

R = > 0 ; T = < 0; (w < 0;

[(w [w < 0.

The negative sign of [w holds by the assumptions of

concave wealth equivalent and convex cost functions. The positive sign of (A9)'
indicates the positive second order leading principal minor (|H2| > 0). Since the two
leading principal minors duly alternate in sign, |H1| being negative, the second order
condition under the given assumptions is satisfied.

2. Derivation of two - choice model

Rearranging Equation (A3) by the ratio of the probabilities = , which is

the risk perception that the local resident perceives toward the planned facility,

= (A11)

where

=

Taking partial derivatives of Equation (A11) with respect to both positive wealth
attribute and negative neighborhood characteristic (ai and sj) yields Equations (A12)
and (A13),

= < 0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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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0 (A13)

where

A = {[ } > 0

From both Equations (A12) and (A13), the theoretical model (2) is d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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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의 라돈 방사능 감소 편익의 추정*

속성가치선택법 및 조건부가치추정법 연구- -

Valuing Residential Radon Radiation Reduction

- A Contingent Valuation, Choice Experiment and Non-parametric Study -

김 용 주 (Yong-Joo Kim)**

<Abstract>

각 주택에 존재하는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연구는 속성가치.

선택법 과 조건부가치추정법 을 이용하여 라돈 위험이 심각한 영국 남서(CET) (CVM)

부 지역 주택에서의 라돈 감소 편익을 추정하였다 라돈 감소 단위당 편익은 연평.

균 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매우 높은 라돈 수치를 권고수준2.0~2.5 (Action Level)

으로 감소시킬 경우 이 지역 주택들은 연평균 만 만 파운드의 편익을1,000 ~2,000

볼 것이며 라돈 감소 장치를 설치한 주택들은 연평균 만 만 파운드의 편익, 60 ~140

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결과는 비용편익 및 민감도 분석을 통과하.

였으나 비용편익 비율은 분석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가 엄격히 조.

사한 타당성 검정 결과는 혼재되었다 특히 추정 결과는 질문순서. CVM (question

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order) CET 추정 결과는 닻 효과를 보였다 특(anchoring) .

히 라돈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불의사를 이용하여 구한 통계적 생명가치(value

를 노동시장의 그것과 비교한 결과는 본 연구의 유용성을 뒷받of a statistical life)

침해 준다 한편 편익이전 검증 결과는 혼재되었으나 추정. (benefit transfer) CVM

결과의 편익이전 가능성은 높았다 상기의 모든 연구들에 반하여 라돈 감소에 대한.

음의 지불의사를 허용한 결과 약 가 음의 지불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10-20%

되었으며 라돈 감소의 편익도 약 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3 .

--------------------------

본 연구의 기초가 된 박사학위 연구를 지도하신 뉴캐슬 대학교의 교* Kenneth Willis

수님 확률모수로짓모형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버클리의 교수, Kenneth Train

님과 요크 대학교의 교수님 그리고 글래스고우 대학교의Riccardo Scarpa , Nick

교수님 등 학위논문 심사위원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Hanley .

중앙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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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본 연구는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가스인 라돈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고

사회적 편익을 도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 분석한다 다음은 추정결과의(II).

이론적 수렴적 및 발산적 타당성을 검증하며(theoretical), (convergent) (divergent)

이러한 검증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라돈노출 및 교통사고 예방에 의한 통계적 생(III),

명가치 를 추정하고 이를 기존의 주요 연구들과 비교한다(value of a statistical life)

이와 같이 검증된 추정결과들을 기초로 편익이전 가능성을 검(IV). (benefit transfer)

토한 뒤 본문을 요약하고 문제점 또는 미래연구 분야를 밝힌다(V) (VI).

이하에서는 라돈에 대한 배경지식을 살펴 본 후 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더불어 비CVM

교적 새로운 기법인 에 관한 문헌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지불의사에 기초CET .

한 라돈 연구를 언급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배경지식1.1.

라돈 은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오염 물질이다 라돈은 모든 암석과 토양에(222-Rn) .

극소량 존재하는 우라늄이 연속적인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쳐 납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방사성 가스이다 건축물 밑의 지각에서 올라오는 라돈 가스는 주택.

실내 바닥의 미세한 균열 수도관 부위의 틈 등의 경로를 통해 실내 공기와 합류한다, .

라돈 자체는 불활성 기체로서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거나 정전기적 전하를 띠

지 않으므로 호흡시에 대부분 다시 배출된다 그러나 라돈이 연속적인 방사능 붕괴를.

할 때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들인 소위 라돈자손 들은 전하를 띤다 이(radon progeny) .

들이 먼지 수증기 등에 흡착되어 호흡기계로 유입되면 특히 폐에 흡착된 후 알파 방사,

선 피폭을 일으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1)

주택에서의 라돈 피폭은 흡연 다음으로 심각한 폐암 요인이다 특히 흡연자에게 치.

명적인 라돈은 영국에서 연평균 명 정도 미국에서 연평균2500 (NRPB, 2000), 15,000

명 정도 의 폐암사망자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2,000 (EPA, et al., 2002) .

이에 미국 서유럽 등은 라돈 감소를 주요 환경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주택에서의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인. 200 Bq/m3을

넘을 경우 이를 감소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권고기준은 148 Bq/m3 이다.

한국은 년에 서울시 지하철 호선 역사에서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되었을 당시 범1999 7

정부적 차원에서 라돈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환경부 참조 라( , 2004 ),

돈을 대 공간오염 물질로 규정 주택 및 여타 실내공간에 대해10 , 148 Bq/m3의 권고기

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

1) (220-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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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1.2.

본 연구는 영국에서 라돈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남서부 지역에 대해 주택에서의 라돈 감

소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및 속성가치선택법 을 이용하였다(CET, choice experiment technique) . 은 시장CVM

자료가 아니라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구한 자료에 의존하므로 설문서나 설문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오류 또는 비협조적 비합리적 무성의한 응답으로 인해 분석결과, , ,

에 다양한 편의가 발생하거나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어 그 유용성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었다(Hausman, 1993; Diamond and

그러나 은 소비자선택이론에Hausman, 1994; Bjornstad and Kahn, 1996). CVM

뿌리를 두고 있고 패널(Hicks, 1939; Freeman III, 1993) NOAA (Arrow, et al.,

이 적절한 환경가치 추정 기법으로서 추천한 양분선택형 은 확률효용이1993) CVM

론에 그 계량경제학적 기초가 있으며 비(Luce and Suppes, 1965; Manski, 1977),

시장재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시장재화 가치 추정의 대표적

기법으로 자리잡았다.

도 미지의 효용함수의 최대우도추정량을 도출하는 확률효용이론 그리고 재화CET ,

의 가치를 그 재화가 지니는 속성들의 함수로 보는 의 속성가치이론Langcaster(1966)

에 그 이론적 기초가 있다 가 널리 쓰이기 시작(characteristics theory of value) . CET

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나 특히 년대 중반 이후 의 대체 또는 보완 기법으, 1990 CVM

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주요 연구를 들면 환경민감지역. CET , (Environmental

또는 사슴사냥지 등에Sensitive Areas)(Hanley, et al., 1998) (Boxall, et al., 1996)

대한 레저가치 추정 물을 이용한 레저지역의 선택 또는 야; (Adamowicz, et al., 1994)

생서식지 관리사례 등을 통한 의 시장자료 기법 보완(Adamowicz, et al., 1997) CET

가능성 연구 산림 순록 서식지 보전 프로그램의 비사용가치 추정; (Adamowicz, et al.,

등의 연구가 있었다1998) .

보다 최근의 연구로는 코스타리카 화산지역 관광에 대한 선호도 조사, (Hearne and

캐나다 카누여행자의 레저활동 가치 연구 사례를 통한 및 현시선Salinas, 2002); CET

호법의 결합 보다 설문조사의 복잡성에(Boxall, Englin and Adamowicz, 2003); CVM

취약하지만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는 편익이전CET(DeShazo and Fermo, 2002);

검증을 통과하는 의 설문지 내(benefit transfer) CET(Morrison, et al., 2002); CET

용이 응답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Blamey, et al.,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최첨단 이산적 분석 모형으로 대두된 확률모수로짓2002) .

모형의 발달로 의 활용도 및 시사성이 배가되고 있다(random parameter logit) CET

(Kim, 2004; Carlsson, Frykblom and Liljenstolpe, 2003; Terawaki, Kuriyama and

문헌 연구로서 특히Yoshida, 2002). CET Hanley, Mourato and Wright(2001),

는 의 이론 기술적 측면 및 장단점을 잘 소개하고 있Bennett and Blamey(2001) CET ,

으며 은 환경경제학적 입장에서 를 정리하고 있다 이 기법, Hanley, et al.(1998) C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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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훌륭한 사용 안내서로서는 가 있다Louviere, Swait, and Hensher(2000) .

라돈 감소의 가치를 지불의사에 의거하여 추정한 기존의 연구 가지가 모두 라돈 문제3

가 심각한 스웨덴에서 이루어졌다 이 최초. Akerman, Johnson, and Bergman(1991)

의 연구로서 회피비용법을 이용하였다 스톡홀름 근교에서. 400Bq/m3 이상의 라돈 수

치를 보이는 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는 만족가격접근법317 . Soderqvist(1995)

연구와 연구를 통해 라돈 위험 감소의 편익을 추정하(hedonic price method) CVM

였다 주택에서의. 400Bq/m3 이상의 라돈 수치가 주택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2,084

향을 스톡홀름을 사례로 추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그는 스톡홀름 근교에 두개의. CVM

양자택일형 질문을 포함하는 설문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이 연구들의 추정결과는 본 연.

구의 추정결과와 함께 앞으로 비교될 것이다.

연구의 의의 및 특징1.3.

본 연구는 를 최초로 라돈에 적용하는 연구이며 영국 최초의 라돈 감소에 대한 지CET ,

불의사를 연구이고 진술선호법을 두 번째로 라돈에 적용하는 연구이며 화폐가치추정, ,

법을 네 번째로 라돈에 적용하는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모든 연구와는 달리.

후생 분석에 필요한 많은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결과 보고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행한 비용편익분석 민감도 분석 다양한 타당성 검증 편익이전 가능, , , ,

성 검증 등은 후생분석의 기본적인 요소이나 기존의 라돈 연구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

이다 유효표본의 선택에 있어서 비합리적 응답을 제거하기 위한 설문디자인과 라돈 및.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적 생명가치를 도출하여 지불의사에 대한 추정결과의 유용성을

검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 설문디자인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나아가 본 논문.

의 내용은 다른 많은 모형들을 추정하고 비모수접근법도 이용하였으며 라돈 감소에 대

한 음의 지불의사도 추정된 후에 발췌된 것들이어서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후생 분석II.

모형2.1.

양분선택형 과 자료는 모두 확률효용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될 수 있다 선택CVM CET .

집합 J 에 속한 모든 경쟁적 대안들 중에 i 의 선택을 고려하는 가계를 생각하자. i의 선

택은 이 가계에 다음과 같은 간접효용을 가져다준다.

(1) Ui = Vi + i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가계의 간접효용 U는 관찰할 수 있는 부분 V와 교란항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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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뉜다 이 가계는. Ui Ui 일 경우 i를 선택할 것인 바, i를 선택할 확률 Li 는

다음과 같은 일반 확률효용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Li = Prob[Vi + i Vj + j ]

= Prob[ j - i Vi - Vj ]

= Prob[ V ]

= ( V), (0 Li 1).

V V1 - Vj, j - i. 을 의 확률밀도함수인 에 대응하는 누적분포

함수라고 하자 이러한. V, 또는 의 구조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모형들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V가 선형함수이고 이 제 형태 극한치분포1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로짓분포. 는 로짓모형을 가져다준다(Hanemann

속성 가치의 변화에 따른 기대 보상변화and Kanninen, 1999). (compensating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variation) (Hanemann, 1999).

(3) E(CV) = (1/sβ){ln exp(Σ sVi) - ln exp(Σ sVj)}.

본 연구의 경우 분석이나 분석 내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므로 규모CVM CET

모수(scale parameter) s는 이며1 , β는 화폐의 한계효용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선형함수를 가정할 경우 한 속성만 변하는 이산형 선택은 식 으로부터 다음과, (3)

같은 보상변화 공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4) CV = (1/β)[ln{exp(Vi)/exp(Vj)}] = (1/β)(Vi - Vj) = (γk/β)(Z
k
i - Z

k
j),

Zk 및 γk는 각각 k번째 속성 및 그 한계효용, β는 화폐의 한계효용을 나타낸다 이.

식은 두 속성 간의 한계대체율이 단순히 두 파라미터의 비율이며 이에 음의 부호,

를 붙인 것이 한계지불의사임을 말해준다 즉. ,

(5) MWTPk = -γk/β.

의 경우CET V는 대안의 속성들을 포함하고 의 경우 지불의사액 을 속성CVM (bid)

으로 포함한다 대안. i는 에 있어서 현재상태를 포함한 어떠한 대안들도 제시CET

되지만 의 경우 특정 대안과 현재상태 두 가지 대안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 CVM .

에서 의 이론모형은 이론모형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CVM C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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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및 분석을 위해CVM CET V가 소득 y에 대해 선형이라고 가정하

고,2)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간접효용함수들을 가정하였다.

로짓(6) CVM Vi = i + (y - Ai).

로짓(7) CET Vi = i + (y - Ai) + γʹxi + ωʹzi.

이 때 Ai는 지불의사액, xi는 대안 선택시 주어지는 속성변수들 예 라돈 감소 도로( : ,

교통사고 사망률 의 벡터 그리고) zi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벡터를 나타낸다. γʹ 와
ωʹ 는 모수 벡터들이다. i는 의 경우에는 상수항 의 경우에는CVM , CET

를 나타낸다ASC(alternative-specific constant) .

나아가 본 연구는 를 위해 다양한 모형들도 추정하였다 자료는CET RPL . CET

번의 반복되는 응답에 기초한다 가계4 . n이 t번째 응답에서 i를 선택할 경우에 얻게

되는 효용을 Unit라 하고 다음과 같은 선형 효용함수를 가정한다.

(8) Unit = (yn - Anit) + γʹ xnit + μnʹ xnit + ωʹ znit + ξnit,

ξnit는 로짓 모형에서와 같이 제 형태 극한치분포 오차항이다 모형이 로짓모형1 . RPL

과 다른 점은 개인적 선호의 이질성을 허용하기 위해 속성들의 효과를 평균 효과 γ

ʹ xnit와 이로부터의 편차 μnʹ xnit 로 나눈다는 점이다 편차는 고정된 모집단 평균으.

로부터 개별 가계의 취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데 이러,

한 취향들은 확률분포를 이루게 된다 본 모형에서는 상수항도 확률변수의 하. RPL

나로서 xnit에 포함되어 있다 화폐의 한계효용 관련 변수들과 사회경제적 변수들도.

확률변수로 가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로짓 모형에서처럼 고정되어 있다 속.

성들에 대한 취향이 가계마다 다를 것임을 가정하기 위해 확률변수 μn 에 하첨자 n

을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하첨자. i와 t가 누락된 것은 특정 가계가 반복적인 응답간

이나 서로 다른 대안 간에 동일한 취향을 지닌다고 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확률모수 μn 이 관련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응답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경우의 패널 조건부로짓 계산공식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의 횡단면 조건부로짓 공

식들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즉. ,

2) 의 경우 선택확률이CVM , ln(y)에 대해 선형인 로그모형과 선택확률이 y에 대해 선형이

지만 이 효용함수에 대해 비선형이어서 지불의사액에 대해 비선형인 Bishop-Heberlein

모형들도 추정하였으나 로그모형은 그 설명력이 지나치게 낮아 제외하였다.

모형은 소득의 자연로그에 대한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보다 작은Bishop-Heberlein 1

바 이 경우 함수에 적분을 취한 것에 대한 해가 수렴하지 않아, WTP (Ready and Hu,

평균이 무한대를 나타내게 되므로 제외하였다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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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nit(μn) = Πt [exp{Vnit} / ∑ exp(Vnjt)] (∀i, j ∈ J, i j≠ ).

그러나 확률모수 μn 을 가정하는 경우에 확률모수로짓은 확률밀도함수 f(μn 에서*)Ω∣
추출한 모든 μn 값에 대응하여 식 의 패널 조건부로짓 확률을 적분한 것이다(9)

(Greene, 2001; Train, 1998):

(10) Lnit( *) =Ω Π⌠ t [exp{Vnit} / ∑ exp(Vnjt)]f(μn *)dΩ∣ μn

일반적으로 이 식의 적분은 기술적으로 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의존

해야 한다 참조(Train, 2003; Brownstone and Train, 1999 ).

자료2.2.

조사지역은 영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 라돈 문제를 보이고 있는 영국 남서부의 콘

월 및 데본 지역이다 라돈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Cornwall and Devon) .

보이고 있는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은 라돈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매우 낮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이들이 환경재 라돈 감소 에 대한 지식이 없( )

어 결정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본 연구결과가 라.

돈 수치가 높은 집단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년 월과 월 조사지역에. 1999 4 5

대한 전화 접촉 및 설문지 초안 발송 그리고 비조사지역인 뉴캐슬, (Newcastle

지역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사전조사 하였다 이를 기초로upon Tyne) .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당해 월과 월에 조사지역의 가구를 일정한 간격의6 7 600

가구번호를 이용하여 방문하였다 응답의사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설문서의 핵심 내.

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설문서를 맡기고 하루 또는 이틀 후 지정된 일자와

장소 주로 문 입구 에서 설문서를 다시 찾았다 이 때 누락된 응답은 다시 질문하였( ) .

다 부재중이거나 응답의사가 없는 가구와 응답의사가 있었으나 설문지를 돌려주지.

않은 가구를 제외한 후의 응답률은 였다 응답자들은 주택 라돈 수치를60% . CVM

권고수준인 200Bq/m3에서 전국평균인 20Bq/m3으로 감소시킬 경우 와(CV200)

500Bq/m3에서 20Bq/m3으로 감소시킬 경우 의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답하(CV500)

였다 제시된 지불의사액은 파운드 등 가지. 10, 50, 100, 300, 500, 1000, 2000 7

중 가지였다 설문조사 주제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라돈 위험에 대한 이중경계 양2 . ,

분선택 방식을 채택할 때 누릴 수 있는 분(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석의 효율을 다소 희생하고 비합리적 응답자를 색출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두 질문

모두 단일경계형을 취하였다 비합리적 응답자 등을 제외한 후의 유효 표본은.

과 각각 로서 각각 의 유효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은 소득CV200 CV500 255 42.5% .

등 중요한 변수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불의사를 보이는 응답자들 에 의한 문제는 발견(out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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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다.

질문 앞에 개의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중 비합CVM 4 CET .

리적 응답자 주요 변수들에 대해 무응답한 자 및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12%, 26%

높은 액수의 지불의사를 보인 명을 제외한 후 가계로부터 개의 유효 관측2 , 240 840

수를 얻었는데 이는 총 회의 방문 대비 의 응답률에 해당한다, 600 40% .

표 및 표 는< 1> < 2> CET 분석을 위한 속성변수 표본자료와 특성변수의 정의 코,

딩설계 및 표본자료 평균을 나타낸다.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변수마다

달랐으나 주요 변수인 소득은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성변수들로는 주택 라돈 감소량 이하 라돈 도로교통사고사망 위험 이하 도로( , ), ( ,

교통 및 핵발전소사고사망 위험 이하 핵발전 의 세가지 속성과 이러한 위험들을 줄이) ( , )

기 위해 그 가계가 연간 안전지출액을 부담할 용의 이하 지출 의 가지이다 따라서 라( , ) 4 .

돈은 자체로서 재화가 아니라 속성이 되는 셈이다 이는 곧 라돈에 대한 지불의사를 측.

정할 때 안전 전체 패키지가 아니라 라돈이라는 속성의 가치를 측정함을 의미한다, .

모형 추정2.3.

표 은 모형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첫 번째 행은 조건부로짓 모형 중에서 가장< 3> CET .

설명력이 높은 추정결과이고 두 번째 및 마지막은 속성변수들에 대한 효용분포가 각각

정규 및 로그정규임을 가정할 때 가장 설명력이 있는 결과들을 나타낸 것이다 모. RPL

형들은 조건부로짓 모형들에 비해 엄청나게 향상된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설,

명변수들에 대한 선호가 가계마다 다를 것이며 반복적인 응답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검임을 가정하는 본 연구의 모형들이 그렇지 않은 조건부로짓 모형들보다 현실성RPL

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로그정규분포 모형을 보면 라돈과 도로교통 추정계수의. RPL

표준편차가 유의함을 보이면서 평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라돈 및 도,

로교통 위험 감소를 가계들이 평균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서도 개별,

가계들의 취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정규분포.

모형의 경우 이러한 표준편차가 유의하지 않아 모집단 간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시

사한다 그러나 라돈 감소에 대한 음의 선호도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할 때 정규분포. ,

보다는 음의 지불의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로그정규분포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

하리라 생각된다 핵발전사고 위험 감소에 대한 선호는 지속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용.

이 불가하다.

표 는 모형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의 경우 에서 고려된 변< 4> CVM . CVM CET

수들 중 유의한 변수가 거의 없어 상수항과 화폐의 한계효용을 보여주는 지불의사

액 만 포함된 베이스 로짓 모형 추정 결과를 이용하였다 모형은 라돈(bid) . CV200

수치를 200Bq/m3에서 20Bq/m 으로3 내릴 때 그리고 모형은 라돈 수치를, CV500

500Bq/m3에서 20Bq/m 으로3 내릴 경우의 지불의사를 물은 데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pseudo-R2 값으로 볼 때 모형의 설명력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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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수인 화폐의 한계효용도 유의하였다.

후생분석2.4.

및 편익 추정 결과는 표 에 나타나 있다 로그정규 모형은 설명력도CET < 5> . RPL

가장 높고 효용분포에 대한 가정도 현실적이어서 모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CET

주하였다 따라서 추정치는 최적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은 최소 추정치. CET . CVM

를 보였다 의 경우 지불의사액이 라돈 감소량과 정비례관계에 있다고 가정. CVM ,

함으로써 감소 단위당 지불의사를 구하고자 한다 과 의 추정결과는 매우. CVM CET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뢰구간은 많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95% .

연구대상 지역의 가계들은 주택 내 라돈의 단위당 감소에 대해 연평균

파운드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연구기법2.04-2.47

과 모형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주택 라돈의 수치가 권고수.

준 이상일 경우 라돈 수치의 감소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Action Level) .

라돈 수치를 권고수준까지 끌어내릴 경우 연구지역 가계들은 연평균 만1,000 ~

만 파운드 그리고 영국 전체는 만 만 파운드의 편익을 볼 것으2,000 1,500 ~ 4,000

로 추정되었다 라돈감소 장치를 이미 설치한 주택의 경우 연구지역은 연평균. , 60

만 만 파운드 영국 전체는 최소한 만 파운드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 140 , 100

로 추정되었다 라돈 감소장치의 시장가격과 라돈 감소의 효율성 등을 토대로 행한.

비용편익분석과 다양한 민감도분석에 따르면 라돈 위험의 감소는 순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용편익 비율은 분석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양한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두 순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검증III.

설문조사 기법의 경우 진정한 효용함수는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은 편의를 발생시킬 가

능성이 높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타당성에 관한 분류법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Garrod and Willis, 1990,

pp.31~35; Mitchell and Carson, 1989, chapter 9; Hanley and Spash, 1993;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수렴적Hoevenagel, 1994; pp. 209~216), (theoretical),

및 발산적 타당성에 초점을 둔다 예견적 및 내(convergent) (divergent) . (predictive)

용적 타당성의 경우 전자는 라돈 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자료가 없다는(context) ,

점에서 후자는 단지 약한 검증 방법이란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이론적 타당성3.1.

앞의 표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정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가계지출 라돈위험, , ,



- 10 -

소득 등 화폐와 관련한 주요 변수들과 주요 분석대상인 라돈 수치는 모두 이론적 타

당성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흡연 현재의 라돈수치 라돈위험에 대한. , ,

지식 어린이 존재 여부 등의 변수들은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연령 및 라, .

돈의 위험도 라돈 위험 발생의 지연도 라돈 위험의 예방도 등에 대한 인식을 검증한, ,

결과는 복합적이었다 대안 선택에 대한 불확신 또는 대안 선택의 복잡성은 라돈 안전.

에 대한 지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의 예산과 일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제이론적 배경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아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렴적 타당성 검증3.2.

본 연구의 경우 및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크게 중첩된다는 점에서 약한 수렴CET CVM

적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라돈의 감소 편익을 지불의사.

에 의거하여 추정한 기존의 연구가 가지 존재함을 밝혔다 이 연구들은 회피비용법 및3 .

만족가격접근법 등 현시선호법을 이용한 연구와 연구이다 표 에서 보는 바CVM . < 6>

와 같이 이들의 평균 추정치는 대략 파운드 범위 내에 있어 본 연구에서1.00 ~ 2.00

추정한 액수보다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점추정치들은 대개 이 추정치들의.

신뢰구간의 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연구들은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

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신뢰구간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에. Cummings, et al.(1986)

서 제시된 애드혹 방법인 비교정확도 를 이용할 경우 본(ad hoc) (reference accuracy)

연구의 모든 추정치는 상기 추정치의 상하위 범위 내에 안착하고 있다 비록 이50% .

결과는 단지 가지의 시장 연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추정치가 진정한 지불의2

사액의 근사치를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말 해 준다 의 추정결. Soderqvist CVM

과는 우리 연구 결과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발산적 타당성 검증3.3.

본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발산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의 경우 두 가지 라돈 수. CVM

준을 감소시키는 데 대한 질문을 하였다 비교적 낮은 수치 권고기준인: ( 200Bq/m3)과

매우 높은 수치(500 Bq/m3 표본의 약 절반은 처음에 낮은 라돈 수치를 본 후 다음 질).

문에서 높은 수치를 보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 반대의 경우를 경험하였다 이 두 표.

본 간의 추정 모형 비교와 추정치 비교를 통해 질문순서 효과를 비교하였다 귀무가설.

은 200Bq/m3을 처음에 제시한 표본 과(200-FIRST) 500Bq/m3을 처음에 제시한 표본

사이에 모형 또는 추정치가 동일하다는 것이다(500-FIRST) .

H0 : 200-FIRST = 500-FIRST,

H1 : 200-FIRST 500-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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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형에 있어서 모수의 수를 자유도로 하고 다음의 카이자승 검증을 이용하여 로그

우도비 검증 을 실시하였다(log-likelihood ratio test) .

결합우도함수 우도함수 우도함수-2[ - (200-FIRST + 500-FIRST )]

표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는 타당성 검< 7>

증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경우 속성으로 제시된 라돈수치의 차이 지출액의 차이 및 이 두 차이CET , ,

의 비율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설문서 작성 단계에서 이러한 수치들이.

양자간에 골고루 배분토록 하였으므로 가능하였다 역시 로그우도비 검증을 이용한 결.

과 조건부로짓은 닻 효과에 대해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의 추정결과는 닻효RPL

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 통계적 가치IV.

라돈 위험의 감소는 비시장재화로서 그 추정결과에 대해 수렴적 타당성을 검정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그 대신 라돈 위험의 감소에 따른 통계적 생명가치. (VOSL,

를 추정하여 간접 시장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주요 연구value of a statistical life)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논문의 유용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돈 위험의.

감소에 따른 추정치는 만 만 파운드로서 노동시장 등을 이용한 기존VOSL 20 ~ 40

의 주요 연구들의 추정치 하한선인 만 파운드를 밑돌았다 그러나 라돈의 감소와40 .

함께 연구에서 속성으로 쓰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바탕으로CET

를 추정한 결과 라돈 관련 추정치보다 수 배가 높은 약 백만 파운드VOSL VOSL 2

의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추정치는 노동시장. < 8>

연구나 다른 중요한 연구에서 도출된 추정치들과 크게 일치하고 있다(Jones-Lee,

1989; Viscusi, 1993).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라돈 관련 추정치가 도로교통. VOSL

관련 추정치보다 낮은 것은 본 연구결과의 무용성을 설명하기보다는 라돈 위험에

대한 저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라돈 관련 추정치는 만족가격접근법.

등을 이용하여 간접시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기존 연구결(hedonic price method)

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다음의 이유에서 본 연구의 유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

은 결과이다 이 결과는 일반대중이 친숙한 도로교통사고 위험이나 작업장 안전사.

고 위험에 대한 지불의사가 일반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환경재에 대한 그것보다 신,

뢰성이 높을 것인 바 표는 바로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추정치들을 보여 준다 특, .

히 본 연구에서는 라돈과 도로교통이 연구의 속성들로서 개별 응답자의 효용CET

함수에 동시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가 도출한 라돈 및 도로교통 안전

을 위한 추정치는 직접 비교될 수 있다 더구나 본 연구의 추정치는VOSL . V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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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선호법을 이용한 라돈연구의 추정액과 매우 근사하다 이 모든 것들은VOSL .

한마디로 라돈과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지불의사가 체계적으로 차이가 날 것임을

시사한다.

편익이전V.

앞서 본 연구의 추정결과가 전반적으로 타당할 것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본 연.

구의 추정 결과를 과연 다른 연구지역 또는 인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편익이

전 가능성을 검정해 보기 위해 표본을 나누어서 사용하였다(benefit transfer) . 로그

우도비 검증을 이용한 결과,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편익이전 검정결< 9>

과는 혼재되어 있다 우선 모형은 지역간 이전을 하기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 CVM

났으나 추정치는 인구간 지역간에 모두 이전 가능함을 보였다 의 경우 추정, . CET

치의 인구간 이동만 검정할 수 있었다 참조 검증결과는 조건부로짓의(Kim, 2004, ).

추정치는 이동이 가능하나 의 추정치는 이동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RPL .

이러한 추정 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의 편익이전을 위해 의 추정치를 이용하는, CVM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보여준다.

요약 및 결론VI.

본 연구는 와 을 이용하여 주택에서의 라돈 감소 편익을 추정하고 그 유CET CVM

용성을 검정하였다 라돈 위험이 심각한 영국 남서부 지역 주택들에 대한 연구 결.

과 라돈 감소 단위당 편익은 연평균 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매우 높은 라, 2.0~2.5

돈 수치를 권고수준으로 감소시킬 경우 이 지역 주택들은 연평균 만 만1,000 ~2,000

파운드의 편익을 볼 것이며 라돈 감소 장치를 설치한 주택들은 연평균 만, 60 ~140

만 파운드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결과는 비용편익 및 민감.

도 분석을 통과하였으나 비용편익 비율은 분석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가 엄격히 조사한 타당성 검정 결과는 혼재되었다 특히 추정 결과는 질. CVM

문순서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CET 추정 결과는 닻 효과를 보였다 특히. 라돈과 교

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불의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를 노동시장의 그것과 비교VOSL

한 결과는 본 연구의 유용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한편 편익이전 검증 결과는 혼재.

되었으나 추정결과의 편익이전 가능성은 높았다CVM .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음의 지불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졌

다 그러나 라돈의 경우 음의 지불의사가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라돈 피폭에 의한 폐암위험의 감소는 모두에게 정의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라돈 농도 자체의 편익을 추정하는 본 연구의 경우 특히 라돈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 라돈 감소 장치의 설치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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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라돈 장치가 집의 미관을 해치거나

주택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는 자신의 집에 문제가

없음을 강력히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대.

상 지역의 경우 라돈 위험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진 지금 이러한 예

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Lee and Macdonald, 1994; Welsh, 1998). 사실 부의 지

불의사를 허용한 후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략 인구의 는 음의 지불의CV , 10-20%

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양의 지불의사만 허용하는 것보다 약 배 낮은 추3

정치를 보임으로써 추정 결과가 음의 지불의사 수용여부에 민감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그 밖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또는 미래연구 분야들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서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선택만을 제시하였을 뿐 현 상태CET

또는 무선택과 같은 소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opt-out (Banzhaf, Johnson

참조and Mathews, 2001 ). 본 연구의 경우 대안들은 두 가지 문제를 불러opt-out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응답자가 자신들의 현재 라돈 수치 또.

는 위험을 모를 경우 대안의 선택은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특히 본opt-out .

연구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라돈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아주 작은 사망 위험,

의 변화를 고려하게 하며 스스로 설문에 답하도록 하는 경우에 응답자로 하여금, ,

대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opt-out . ,

과 는 본 연구의 경우Huber and Pinnell(1994) Swait and Adamowicz(2001)

대안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opt-out . opt-out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응답자가 이 대안의 부재로 인해 왜곡된 응답을 하

였다면 이는 경제수요 이론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Hanley, Mourato and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았다Wright, 2001). .

모형의 경우 지금까지 확률변수의 추정을 위해 회의 할톤 추출RPL 100 (halton)

을 이용하였다 이 추정결과가 회의 추출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500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나 이 분야의 연구에 보RPL ,

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와 의 대체관계에 다분히 근거하였으나 두 기법은 확률효용CET CVM

이론에 근거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연구와 결합모델을 이용하여 상호 대CVM

체관계 또는 보완관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예(

컨대, 참조 특히 현시선호법과 진술선호법 모형의 결합모형은Adamowicz, 1998 ).

중요한 연구과제이다(Cameron, 1992; Adamowicz, et al., 1994; Adamowicz,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부족 및 무거운 모형을 염려하여 모형을RPL

보다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모형은 오차항의 이질성을 검정하는 등 많은. RPL

활용 영역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자료크기가 작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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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과 이용 특히 편익이전 가능성 논의에 주의를 기해,

야 할 것으로 본다.

라돈 피해는 오랜 기간 후에 나타나므로 라돈 감소를 위해 매년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본 연구의 경우 자칫 미흡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라돈 감소 장치의 내구연한 동안 라돈 감소를 가정하는.

일회성 지불의사에 질문도 이자율 선택 등의 문제로 올바른 추정이 쉽게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르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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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ET 분석을 위한 속성변수 표본자료 분석 

표본 
속성변수 단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주택 라돈 감소량    Bq/m3 / 연 153 272 5 1000 

도로교통사고사망 위험  1/50000 가계 / 연 7 5 1 15 

핵발전소사고사망 위험  1/50000 가계 / 연 0.43 0.50 0 1 

안전지출 증감액  파운드 / 연  –0.18 890 –2000 2000 

 

<표 2> CET 분석을 위한 특성변수의 정의 코딩 및 표본자료 평균 

모집단 평균  
 정의 및 코딩 표본평균

연구지역 영국 

연령  연속형 자료 (세) 47.4 41.7 38.6 

성별 1: 여성, -1: 남성 51.9% 51.7% 51.4%
소득  연평균 총 가계소득 (파운드) 20,143 23,412 25,029

독신 1: 독신, -1: 비독신   8.6% 30.2%  29.1% 

 어린이 1: 있음, -1: 없음   41.9% 28.1% 30.0% 

 흡연자 1: 있음, -1: 없음   36.2% 20.5% 21.3%

현주택라돈수치 높음  
1; 200Bq/m3 미만,          
0; 200 Bq/m3 이상,  

–1; 실측치  
16.7% 86.0% 90.1% 

현주택라돈수치 낮음  
0; 200Bq/m3 미만,          
1; 200 Bq/m3 이상,  

–1; 실측치  
13.3% 14.0%   9.9% 

라돈위험도 1; 보통 또는 이상, –1; 기타 51.9% - - 

교통사고위험도 1; 보통 또는 이상, –1; 기타 67.1% - - 

핵사고위험도 1; 보통 또는 이상, –1; 기타 18.1% - - 

라돈피해 지연정도 1; 매우지연, -1: 기타  75.7% - - 

교통사고 
피해지연정도 

1: 적어도 조금지연, –1; 기타 61.9% - - 

핵발전사고 
피해지연정도 

1; 적어도 매우지연, -1: 기타 65.2% - - 

라돈위험 예방 가능성 
1: 적어도 많이 예방,  

-1: 기타  
62.4% - - 

교통사고위험 

예방 가능성 

1: 적어도 많이 예방,  

-1: 기타  
49.0% - - 

핵발전사고 위험  
예방 가능성 

1: 적어도 많이 예방,  

-1: 기타  
42.9% - - 

라돈위험 지식 1; 적어도 평균,  –1; 기타  67.1% - - 

교통사고 지식 1; 적어도 평균이상, –1; 기타 46.7% - - 

핵발전사고 지식 1; 적어도 평균,  –1; 기타  52.9% - - 

선택 복잡성 
1; 적어도 매우 복잡,  

–1; 기타  
30.0% - - 

선택 불확신도 1. 확신 없음, -1:기타  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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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ET 모형 추정 결과 

 조건부 로짓 RPL 정규분포 RPL 로그정규분포

ASC  : 평균 0.957491 3.432*** 1.92852 3.344*** 1.86555 2.864***

      : 표준편차   3.02245 6.665*** 3.03235 5.758***

라돈  : 평균 -0.001156 -3.694*** -0.00236 -3.182*** -7.01720 -6.384***

      : 표준편차   0.00157 1.189 2.30654 2.755***

도로교통: 평균 -0.022305 -0.881 -0.09217 -1.784* -2.62994 -3.121***

      : 표준편차   0.06331 1.065 1.30761 2.077**

핵발전: 평균 0.185108 0.732 -0.15339 -0.354 -2.87862 -0.338 

      : 표준편차   0.67909 1.084 1.81521 0.417 

지출 -0.000818 -2.708*** -0.00275 -3.525*** -0.00354 -3.745***

지출*지출 -0.000236 -5.435*** -0.00051 -5.418*** -0.00066 -5.195***

연령*지출 0.000014 2.905*** 0.00003 2.642*** 0.00004 2.897***

소득*지출 -0.000529 -3.857*** -0.00048 -1.631 -0.00063 -1.674* 

독신*핵발전 0.472644 2.070** 0.41244 1.137 0.44082 0.737 

독신*지출 0.000362 3.317*** 0.00053 2.120** 0.00074 2.417**

어린이*도로교통 -0.030403 -3.327*** -0.05968 -2.323** -0.07050 -2.237**

저라돈수치*지출 0.000411 3.560*** 0.00091 3.185*** 0.00102 3.013***

고라돈수치*지출 -0.000478 -3.310*** -0.00138 -3.579*** -0.00157 -3.128***

라돈위험인식*라돈 -0.000528 -2.586*** -0.00084 -1.689* -0.00088 -1.300 

핵위험인식*핵발전 -0.279248 -1.746* -0.53306 -1.854* -0.55623 -1.799* 

라돈위험지연*라돈 0.000969 3.727*** 0.00170 2.897*** 0.00173 1.914* 

핵위험방지*핵발전 -0.296526 -2.504** -0.46163 -2.145** -0.59997 -2.308**

복잡성*대안 1 -0.282295 -3.158*** -0.48941 -1.727* -0.56491 -1.618 

불확신*대안 1 -0.350810 -3.867*** -0.86430 -4.023*** -0.95167 -4.126***

L-L (0) [d.f.]   239 [19] 387 [23] 395 [23] 

Pseudo-R2 adj. (0) 0.18718 0.31361 0.32045 

Pseudo-R2 adj. 

(constant) 
0.16794 0.29736 0.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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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VM 베이스 로짓모형 추정 결과 

 추정계수 t 값 

상수 0.9852 5.17*** 

화폐의 한계효용 0.0021 6.31*** CV200 

Lmax Lconst     ρ2adj (ρ2) 141.65 (176.70)  0.1927 (0.1984) 

상수 1.6253 7.75*** 

화폐의 한계효용 0.0018 6.95*** CV500 

Lmax Lconst    ρ2adj (ρ2) 133.02 (　168.38)   0.2041 (0.2100) 

주) *** 1% 유의수준.  각 추정에 대해 N = 255.  

  

<표 5> 본 연구의 추정 결과 (단위: 파운드) 

적용대상  모형 추정치 (95% 신뢰구간)  

최적 추정 (RPL) 2.47  (1.87 ~ 3.07) 라돈농도가 권고기준 
이상인 주택 최소 추정 (CVM) 2.04  (1.63 ~ 2.45) 

모든 주택 최적 추정 (RPL) 2.47  (1.87 ~ 3.07) 

 

 

<표 6> 현시선호 연구를 이용한 수렴적 타당성 검증 (단위: 파운드) 

연구 1) 
 라돈 감소 

적용기간 (년) 

라돈 
감소량 
(Bq/m3) 

연평균 지불의사액   
(95% 신뢰구간) 

±50%     
Reference 
accuracy 2) 

ACA 5  1.21 ~ 2.42  0.61 ~ 3.63 

ACA 재조사 5  1.03 ~ 2.05 0.51 ~ 3.08 

HM 5  

200 ~ 
400 

1.16 ~ 2.32 0.58 ~ 3.48 

300 2.13  (1.38 ~ 2.89) 1.07 ~ 3.20 
최적 추정 

430 3.43  (2.66 ~ 4.19) 1.72 ~ 5.15 

300 1.41 0.71 ~ 2.12 
5 

최소 추정 
430 2.53 1.27 ~ 3.80 

300 0.80  (0.51 ~ 1.08) 0.40 ~ 1.20 
최적 추정 

430 1.28  (1.00 ~ 1.56) 0.64 ~ 1.92 

300 0.53 0.27 ~ 0.80 

CVM 

10

최소 추정 
430 0.95 0.48 ~ 1.43 

주: 1) ASA: 회피비용법, HM: 만족가격접근법.   2) Cummings, et al.(1986) 참조.  
자료: Akerman (1988), in Soderqvist (1995), Akerman, Johnson, and Bergman 

(1991), Soderqvis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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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발산적 타당성 검증 결과 

CVM CET 
 

베이스 로짓 조건부 로짓 RPL 

추정액  − − 
질문순서효과 

모형  − − 
추정액 − ∆ × 

닻효과 
모형 − − − 

주)   타당성 검정 통과  × 타당성 검증 불통과  ∆ 혼재된 결과  − 검증 불가 

 

<표 8> 생명의 통계적 가치 추정 연구  

연구 기법 VOSL (1999 백만 파운드) 

본 연구 
라돈: CET, CVM  
도로교통: CET 

라돈 0.26 ~ 0.43  
도로교통: 1.86  

 Akerman et al 
(1988) 

라돈: 비용회피접근법   라돈 5 년 지속: 0.21 ~ 0.42 

Soderqvist 
(1995) 

라돈: 비용회피접근법 
재추정 

 라돈 5 년 지속: 0.18 ~ 0.35 

Soderqvist 
(1995) 

라돈: 만족가격접근법   라돈 5 년 지속: 0.20 ~ 0.40 

Soderqvist 
(1995) 

라돈: CVM 

 라돈 5/10 년 지속 (객관적):  
0.14 ~ 0.59 

라돈 5/10 년 지속 (주관적):    
0.20 ~ 1.85 

Jones-Lee 
(1989) 

21 현시선호법 연구  
8 진술선호법 연구  

11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 4.6 
2 매우 자세한 연구: 각각: 3.1  

(현시 및 진술선호법 연구)  

Viscusi (1993) 24 노동시장연구  
가장 신뢰할 만한 연구: 2.7 
대다수의 연구: 2.0 ~ 4.6 
모든 연구: 0.4 ~ 10.7 

Viscusi (1993) 
3 진술선호연구 
(Jones-Lee, 1989 에 
분석된 연구 제외)  

직장사망위험: 3.4 (WTP)  
도로교통 진술선호법: 9.7 (평균)   

2.7 (중앙치) 
도로교통 CVM: 1.2  

 

<표 9> 편익이전 검증 결과 

CVM CET 
 

베이스 로짓 조건부 로짓 RPL 

추정치  − − 
지역간 이전 

모형 × − − 
추정치   × 

인구간 이전 
모형 ∆ − − 

주:   이전가능성  × 이전불가능성   ∆ 혼재된 결과  − 검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