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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 여파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008년도에 세계 에

너지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향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다시 에너지 수요의 상

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EA)

는 에너지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2007년 28.8Gt(gigaton)에서

2020년 34.5Gt, 2030년 40.2Gt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5년 대비 2020년 27.3%,

* 이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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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48.3%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에너지의 베스트믹스(화석연료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원의 분산화), 석유

및 가스자원의 확보, 기술이전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책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UN에서는 상대적 배출량(relative emission)의 수렴 현상(convergence)이

OECD 국가들에서 달성되어진다면 전 지구적인 CO2배출량의 감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진 국가에서 먼저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개발도상

국가에서 뒤따를 수 있는 선례가 되므로 개도국들에게 배출감축 의무사항에 동

의하도록 격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방안 및 학술연구에서

도 OECD 국가에서의 상대적 배출량 수렴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IE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2030년 기간 동안의 증가량 11Gt 중 중국 6Gt, 인도

2Gt, 중동 1Gt 등 배출량 증가의 상당 부분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석

유 등 화석연료 수요가 급증하고 석유수입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등에서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였다.2) 향후 중국과 인도가 세계 에너지 수요 증

가량의 약 53%를 차지하고, 양국을 포함한 비OECD 국가들이 전체 증가량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상대적 배출량

감축의무 부과 및 수렴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먼저 아시아 국가들에서 CO2의 일인당 상대배출량(relative emission

1)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 WEO) 2009’ 보고서.

2) 또한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구소(IWR)는 2008년도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315억 톤 중 중국의 배출량은 68억 톤으로 1990년 대비 158% 증가하여 1위 배출국가로 발

표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 63억 톤, 러시아 16억 톤, 인도 14억 톤, 일본 13억 톤, 그리고

한국은 7위로 6억 톤(동기대비 158% 증가)을 배출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배출량 비중이 높

음을 보고하였다.

3) OECD 국가 등에서의 확률수렴성 분석에 비해 아시아지역에서의 수렴화 분석은 한계를 갖

는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로 장기 수렴이 이루어지지만 아시아지역에서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염배출량의 감소를 연구하는 주목적에서 벗어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쿠즈네츠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패널공적분 분석 전 단계로서 패

널정상성 검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확률수렴성 검정은 가외소득(by produ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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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per capita, CO2 일인당 배출평균에 대한 각국 일인당 배출량의 자연대수)

에 대한 확률적 수렴(stochastic convergence) 존재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4)

만약 상대적 배출량이 평균회귀(mean reverting), 즉 수렴한다면, 상대적 배출

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배출량으로 수렴한다. 각 국가들의 과거의 역사

적 경험들에서 에너지 위기 발생과 환경정책변화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CO2배

출량 감축의 견지에서 외부충격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충격이 일시적인지 영구

적인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위기(oil shock), 교토선언(Kyoto Protocol),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대개 높은 에너지 가격과 동반되는 환경보호 어젠더(agenda)에 대한 대중의 인

식, 또한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한 번 이상의 구조변

화 발생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변화는 각 나라마

다 비슷한 기간 동안 나타나고 각국 상호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패널수렴화(panel convergence) 연구에서는 구조변

화나 횡단면 상호의존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데, 이를 고려치 않을 경우 단위

근검정(또는 정상성 검정) 결과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기존 연구와

달리 상대적 일인당 CO2배출량의 확률적 수렴성에 관한 본 연구는 내생적 다

중 구조변화(multiple structural breaks)와 상호간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e)을 고려하는 Carrion-i-Silvestre et al. (2005)의 패널정상성 검정

(panel stationarity test) 방법을 이용하였다. 만약 정상적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일인당 상대배출량에 대한 확률적 수렴을 의미하고 기각하면 최소한 한

나라는 수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확률적 수렴은 상대적 배출량에 대한 일시적

충격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짐을 의미하고 평균으로 수렴함을 의미한

다. 분석기간 동안 상대적 배출량의 정상성(stationarity)을 확인하는 것은 주어

진 여러 구조변화 하에서 경제정책들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4) 분석대상인 환경오염물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대표적인 전 지구적 오염물

질이며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나라의 경제성장에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염물질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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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 수준이 일정한 정점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환경쿠즈네츠가설(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

EKC)을 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U자 형태는 대체로 소득 수준의 증가로 보

다 나은 환경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덜 오염적인 형태로의 생산과 소비 구성

변화의 요구, 오염저감기술개발, 그리고 정부의 환경에 대한 규제 정도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상호작

용에 관한 연구는 한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정책을 수립하

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도 필요

하다.

EKC 가설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의 흐름은 축약방정식 형태를 이용한 역U자 가설검정에서 소득과 환경의

질적 수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변수들, 즉 생산과 소비의 구조 변화, 국

제무역을 통한 오염산업의 재배치, 시민권의 확보 수준 정도, 소득의 불평등도,

경제활동의 집중도와 규모, 경제성장률, 에너지 가격, 외부충격변수 등을 모델에

도입하고 단순히 소득 수준의 증가로 환경오염 수준 감소 현상을 설명할 수 있

는 가에 대한 논의이다. 두 번째 연구흐름은 국가별․지역별 관련 시계열 및 패

널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경제모형을 추정하거나 추정계수의 효

율성을 높이는 검정 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에서, 또

는 횡단면자료 및 시계열자료 간 상관관계의 존재유무를 파악하거나, 단위근검

정 등을 통한 자료의 비정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추정계수가 고정된 값이라는

가정보다는 확률적인 값이라고 가정하거나 또는 변화시점을 부여하지 않고 확

률 과정에서 찾는 베이지언 정리 등을 사용하는 등 모형추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서의 EKC 가설 검정에서도 다

중의 내생적 구조변화를 허용하고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는

Benerjee and Carrion-i-Silvestre (2006)과 Westerlund and Edgerton (2007)

의 패널공적분(panel cointegration)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렴성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Strazicich and List (2003)는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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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97까지 21개 선진국 국가를 대상으로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분석을 실시

하여 CO2배출량이 발산한다는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하였다. Nguyen-Van

(2005)은 선진국 국가들에서 오염배출량의 수렴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표

본국가들에서는 수렴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였다. Aldy (2006)는 일인당 배

출량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배출량 거래를 통하여 본질적인 자원의 이전

이라든가 배출집중 경제행위의 재배치를 통하여 일인당 배출량의 할당이 이루

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Bulte et al. (2007)은 1929년～1999년까지 구조변화를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 모두 단위근 존재를 기각하여 확률적 수렴을 지

지하였다. Lee et al. (2008)은 절편과 기울기의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1960년～

2000년까지 21개 OECD 국가들에서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의 상대적 배

출량이 안정적이며 확률적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밝혔다. Lee and Chang (2009)

은 다중의 구조변화와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1950년～2002년까지 21개

OECD 국가들의 상대적 배출량이 패널 안정적임을 밝혔다. Miketa and

Mulder (2005)는 1971년～1995년까지 56개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10개의

제조업 분야 에너지 생산성 수준에 대하여 β수렴과 σ수렴 여부를 분석하였

다. 국내연구로서 조성택․조용성(2009)은 다이나믹 패널분석과 패널단위근검정

을 이용하여 의무감축국가와 비의무감축국가의 CO2 집약도의 수렴성을 검정하

였다. 의무감축국가들에서는 수렴성이 성립하였으나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

루어진 비의무감축국가들에서는 수렴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5)

본 연구분석 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일인당 상대 CO2배출량에서 확률적 수렴

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일인당 상대 CO2배출량과 일인당 상대 GDP 간의

공적분 관계는 발견하였으나 역U자 형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구조변화 및 횡단면 주체 간 의존성을 허용하는

Carrion-i-Silvestre et al. (2005)의 패널정상성 검정 방법과 Banerjee and

Carrion-i-Silvestre (2006)과 Westerlund and Edgerton (2007)의 패널공적분

5) EKC 가설에 관한 국내 관련 논문으로는 김지욱(2002, 2006)과 조상섭 외(2001) 등을 참조

할 수 있다.











































요 약

- 722 -

아시아 국가들 환경오염배출량의 확률수렴성과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 검정

김 지 욱

본 연구는 1971년～2007년까지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일인당 상대(relative per

capita) CO2배출량의 확률적 수렴성(stochastic convergence)을 검정하고 일인당

상대 GDP와의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 EKC)가설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을 위하여 다중의 내생적 구조변화(multiple structural

breaks)를 허용하고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cross-sectional dependence)을 고려하

는 Carrion-i-Silvestre et al. (2005)의 패널정상성검정(panel stationarity test)과

Banerjee and Carrion-i-Silvestre (2006)과 Westerlund and Edgerton (2007)의

패널공적분(panel cointegration) 검정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일인당 상대 CO2배출량에서 장기 그룹평균 수준으

로 확률적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인당 상대 GDP와의 사이에 공적분관계가 성

립하였지만 EKC 가설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경제성장 발전에 우선적으로 정책

을 집행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오염배출량 감소보다 증가하는 국가들의 영향력

이 크게 나타나 EKC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 다중구조변화모형, 횡단면 주체간 의존성,

확률수렴성, 패널정상성, 패널공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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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st of Stochastic Convergence of Environment

Emission an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Ji Uk Kim

This research applies an panel data stationarity and stochastic convergence

test developed by Carrion-i-Silvestre et al. (2005), which has the advantage

of considering multiple structural breaks and the presence of cross-section

dependenc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hypothesis that relative emission CO2

per capita stochastically converge for 11 Asian countries from 1971～2007.

We find that relative emission CO2 per capita is stationary after the structural

breaks and cross-section dependence are introduced into the model.

We also investigate whether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hypothesis

exists in 11 Asian countries. For EKC test, using the panel cointegration tests

of Banerjee and Carrion-i-Silvestre(2006) and Westerlund and Edgerton(2007),

we find that relative emission CO2 per capita and relative GDP per capita are

cointegrated. However EKC hypothesis in 11 Asian countries is not supported.

Keywords : Environmental Kuznets curve, multiple structural breaks,

cross-section dependence, stochastic convergence,

panel data stationarity, panel cointeg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