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inventory management performance on the energy efficiency in Korean 

petrochemical companies. The concept of the distance function is used to define the energy efficiency and the estimation 

of the distance function is performed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inventory turnover is selected as the 

variable indicating the inventory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ventory turnover has a positive impact on energy efficiency. Second, during the period over 2011~2015, 

while the gap in energy efficiency among the companies expanded, the average energy efficiency decreased. Third, 

the average energy efficiency in upstream process companies was greater than downstream process companies and 

the gap in energy efficiency among downstream process companies was greater than upstream process companies. 

Fourth, the average marginal effect of inventory turnover on energy efficiency increased gradually from 2011 to 2015. 

Finally, the average marginal effect of inventory turnover in downstream process companies was greater than upstream 

process companies, and the gap in the marginal effect of inventory turnover among downstream process companies 

was greater than upstream process companies. These results together imply the importance of inventory management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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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유화학산업은 납사와 같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에틸 , 로필 , 벤젠, 톨루엔 등의 기 유

분을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라스틱),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산업이다[9]. 기 유분을 이용하여 다양하

게 생산된 석유제품은 자동차, 자, 건설, 섬유산업 

등의 기 소재 는 간소재로 사용되어 ‘산업의 

’이라고 불린다. 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국

민계정에서 6.3%(2014년 기 )을 차지할 정도로 우

리나라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첫째, 석유화학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많은 양의 에 지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표 인 

에 지 다소비업종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체 1차 에 지소비에서 21.9%(2014년 기 )를 차

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최종 에 지소비 측면에

서도 에 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15.1%)보다 높은 

29.0%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6]. 높은 에 지소비

는 석유화학산업의 기본  특징으로써 에 지효율 

향상을 통한 비용 감은 해당 업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 매우 요하다. 한 기후변화 응을 

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는 에 지효율개선의 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

키고 있다.

둘째, 석유화학산업은 유가변동과 경기변동에 민

감하다. 기본 으로 석유제품(납사  LPG)을 수입

하여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민감한 특

징을 보인다. 그리고 간재 형태로 생산되는 다양

한 석유화학제품의 특성상 최종재 수요에 따라 기업

이윤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도 민감

하다. 따라서 원료  생산제품의 수 을 맞추기 

한 기업의 효과 인 생산  운 리가 요하며 

련 경 활동  최 의 재고 리 활동이 요구된다. 

구체 으로 효과 인 재고 리를 통하여 수요 과

에 따른 이익손실과 공 과에 따른 자원낭비를 최

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수 이다[5].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감안했을 때 에 지효율개

선과 재고 리는 석유화학기업에게 매우 요한 경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석유화학

기업의 에 지효율 련 연구는 에 지효율 향상을 

한 최 화 기술, 공정상의 기술개발 등 공학  

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3, 8, 7], 두 주제를 같이 살

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 지효율과 재고 리성

과 간의 계를 살펴 으로써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에 지효율을 평가하고 에 지효율 개선에 향을 

미치는 재고 리성과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개한다.

우선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에 지효율성을 정의

하고 평가한다. 에 지효율과 련된 개념은 기존 

문헌에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 연구는 생산이론에 기

한 투입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를 이용

하여 에 지효율성을 정의하고 분석 상기업들의 

2011～2015년 사이 에 지효율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기업의 연도별 에 지효율성을 추정하

기 해 효율성분석에서 범 하게 쓰이는 모수  

방법(parametric approach)인 확률변경분석(SFA 

: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이용한다.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납사분해시설(NCC : Naphtha Cracking 

Center)을 이용하여 기 유분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생산된 기 유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석유화학제품

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에 지효율성을 연도별로 비

교․검토한다.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재고 리성과가 에

지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분석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재고 리성과를 나타내는 변수

로써 리 사용되는 재고자산회 율을 선택하여 분석

한다[23, 24, 27]. 한걸음 더 나아가 재고자산회 율의 

단 증가가 에 지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고 납사분해시설(NCC) 보유여부에 

따른 기업 간의 한계효과차이를 분석해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석유

화학산업의 특징과 재고 리성과  에 지효율성

에 한 이론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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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지효율성을 거리함수에 기 하여 정의하고 

추정을 한 확률변경분석 방법을 살펴본다. 제4장

은 분석자료  변수를 설명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

론을 요약하고 시사 을 제시한다.

2. 이론  배경

2.1 석유화학산업의 특징

석유화학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크게 상류공정

(upstream process)기업과 하류공정(downstream 

process)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류공정기업은 

납사, LPG 등의 원료를 납사분해설비에 투입하여 

에틸 , 로필  등의 기 유분을 생산하며, 하류공

정기업은 기 유분을 이용하여 각종 생활용품에서

부터 기 자, 컴퓨터, 자동차, 건설 등에 쓰이는 기

원자재까지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에

지 사용 측면에서 볼 때 납사분해설비를 보유한 

상류공정기업의 에 지 사용량이 하류공정기업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기 유분을 생산하기 해서는 

원료에 한 열분해, 냉각, 압축 등의 공정단계가 필

요하며 이들 공정은 모두 높은 에 지 사용이 요구

되는 기술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류공정기업

의 경우 합성수지  라스틱 등 여러 제품을 생산

하는데 제품 특징에 따라 구성되는 공정이 다양하여

( 열, 화학  반응, 필터, 냉각, 분쇄 등) 에 지 사

용의 특징도 기업 간 상이한 편이나 일반 으로 생

산 공정상에 상당량의 에 지가 소비된다[9]. 

그리고 석유류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

제 유가변동에 따라 기업의 매출  수익구조가 크

게 향을 받는 특징을 보인다[9]. 한 앞서 언 했

듯이 생산되는 부분의 제품이 최종소비재 생산을 

한 간재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기상황에도 상당

히 민감하다. 따라서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은 유가

변동에 따른 원료수 불균형, 경기상황에 따른 매

제품의 수 불균형에 따라 기업의 수익구조가 상당

한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료 

 매제품의 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한 효

과 인 재고 리가 석유화학기업에게는 매우 요

하다.

2.2 재고 리성과와 에 지효율

일반 으로 재고는 기업에게 가장 요하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자산으로 알려져 있다[27, 31]. 제품수

요에 비해 재고가 부족할 경우 과된 수요는 기업

에게 이익손실이 되며, 재고가 남을 경우도 재고

리비용이 증가하여 자원의 비효율  배분이라는 측

면에서 이익손실이 된다[5]. 따라서 경 활동에 있어

서 정 재고량을 보유하는 것, 즉 효과 인 재고

리는 매우 요하다.

기업 간의 재고 리성과를 객 으로 측정하고 

비교하기 해 사용되는 표 인 지표로 재고자산회

율을 들 수 있다[5. 23, 25, 27]. 재고자산회 율은 

연간 재고가 몇 회 회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재

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매되었는가를 나타내

는 지표다. 일반 으로 재고자산회 율은 기업의 재

고재산 보유수 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보통 재고자

산회 율과 재고재산 보유수 은 음의 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들어 김진호, 신 선[2]은 

재고품재고가 감소할수록 재고자산회 율이 증가함

을 실증 으로 보 고 신민식, 김수은[4]도 동일한 결

과를 제시하 다. 이 듯 재고자산회 율을 통하여 

기업 내 재고보유수 을 어느 정도 악할 수 있다.

재고수   재고 리성과와 기업성과 간의 계

에 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표

으로 Lierberman and Demeester[32]는 재고감소

가 기업의 생산성증가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보

다. 그리고 Capkun et al.[13]은 재고 리성과와 재

무성과 간의 양의 계가 있음을 보 다. 이외에도 

린 생산생(Lean production) 방식 도입에 따른 재고

수   재고 리의 변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19, 20]. 

한편 에 지효율은 경 학, 경제학, 에 지공학, 

산업공학 등 많은 학문분야에서 통 으로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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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안정 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

은 국가나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경제활동을 

하기 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류

의 생존을 할 것으로 상되는 기후변화의 원인

이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인 것으로 과학 으

로 확인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 응을 한 에 지

효율 개선의 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 지효율에 한 기존 문헌은 매우 풍부하나 본 

연구와 련 있는 최근 연구들을 다음과 같은 두 분류

로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에 지수요함수의 

추정을 통해 에 지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표 으로 Filippini and Hunt[21]와 Filippini and 

Hunt[22]는 OECD 국가와 미국 주거부문(residential 

sector)의 에 지수요함수  에 지효율성에 한 

추정을 확률변경분석을 통해 실시하 다. 둘째, 거리

함수에 기 하여 에 지효율성을 정의한 후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이다. Zhou et al.[35]는 생산이론 

에서 거리함수를 정의한 후 OECD 국가의 에 지효

율을 분석하 다. Lin and Wang[29] 역시 거리함수에 

기 한 효율성 개념을 통해 국 철강산업의 에 지

효율성을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동일

한 방법으로 Lin and Long[30]도 국 석유화학산업

의 에 지효율성을 지역별로 추정  분석하 다. 

3. 연구방법론

3.1 거리함수와 에 지효율성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에 지효율성은 생산이론에 

근거한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에 따라 정의된

다[30, 32, 35]. 우선 거리함수로부터 에 지효율성을 

정의하기 해 아래와 같은 조건부 생산기술집합을 

가정하자.

   을투입하여를생산 (1)

여기서 는 자본 , 노동 , 에 지 를 투입요소

로 하여 산출물 을 생산하는 생산기술집합을 나타

낸다.

그리고 투입물  한 요소인 에 지에 한 거리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35].

    ∈ (2)

식 (2)로 표 된 거리함수는 투입거리함수(input 

distance function)로 에 지를 제외한 투입물( )과 

산출물() 수 을 유지한 상태에서 에 지 투입을 

일 수 있는 최 값을 찾게 된다. 그리고 구해진 거리함

수의 값을 이용하여 에 지효율성(energy efficiency)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35].

          (3)

식 (3)으로 정의된 에 지효율성을 추정하기 한 

표 인 방법으로 비모수 (non-parametric) 방법

론과 모수 (parametric) 방법론이 있다. 비모수  

방법론으로는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e 

Analysis)이 표 이며, 선형계획법에 기 하여 효

율성을 추정하게 된다. 한편, 모수  방법으로 효율

성을 추정하게 되는 확률변경분석(SFA :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이 있다.1)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

론을 이용한다.

3.2 확률변경분석 용을 한 거리함수의 환

식 (3)으로 정의된 에 지효율성을 확률변경분석

을 통해 추정하기 해서는 거리함수의 한 환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식 (2)로 

표 된 거리함수가 투입물벡터에 하여 아래와 같

은 선형동차조건(linear homogeneity condition)을 

만족한다는 을 이용한다[16, 29]. 

  


   (단,  ) (4)

여기에서    이다. 그리고   로 두고 양

1) 각 방법론에 한 비교  분석은 Coelli and Perelman

[15]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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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로그를 취하면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5)

 이제 선행연구[1, 12]와 같이    가 다

음과 같은 로그-선형(log-linear)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한다.2)

    
   (6)

그 다면 식 (5)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된다.

   


 (7)

여기에서     그리고    의미하고,  

   며 에 지비효율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업()  시간()을 나타내는 첨자, 그리

고 오차항( )을 식 (7)에 추가하면, 확률변경함수의 

형태로 모수 인 추정이 가능한 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3)

 
  

 


 


  
 

 (8)

한 식 (3)에서 정의된 기업 의 시  에서의 에

지효율성은 아래와 같이 쓰여진다4)[28, 29, 30].

       (9)

따라서 에 지효율성는 0과 1사에의 값을 갖게 되

2) 가령 생산함수가 콥-더클라스(Cobb-Douglas) 함수 

형태를 따른다면 거리함수가 로그-선형 형태를 가지

게 된다.

3) Debreu-Farrell가 정의한 효율성개념에 따르면 식 (8)

의 는 투입기 의 기술  비효율값(input-oriented 

technical inefficiency measure)이다[17]. 식 (8)은 

  


 
  로 표 될 수 있으며 에 지

비효율성은 에 지 사용에 한 변경선(frontier line)

인 




을 벤치마크로써 설정한 후 실제에

지 사용량과 변경선에 치한 에 지 사용량간의 차

이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35].

4)         이므로 양변에 지수를 취하면 

       가 된다. 이를 통해 식

(3)과 식 (9)가 같음을 알 수 있다[1].

며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3 재고 리성과를 고려한 확률변경분석 모형

식 (8)의 추정을 해 에 지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와 오차항인  에 다음과 같은 확률분표를 각각 

가정한다.

  ∼   
   (10)

                ∼ 
       (11)

즉  는 독립 이고, 비음(non-negative)의 반정규

(half-normal)분포를 따르며 이산성(heterosceda-

sticity)을 가진다.5) 한편 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오

차항에 한 가정으로부터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를 구성한 후 최우도추정방법(ML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식 (9)의 모수를 

추정하고, 아울러 에 지비효율성 항  는 Jondrow 

et al.[26]가 제시한 아래 식으로 추정하게 된다. 

    
  

 


 




 
  



 



 

     (12)

여기에서 (․)  (․)는 각각 표 정규분포의 확률

도함수와 확률 도함수를 의미하며   ,   , 

는 아래와 같다.

 
  

    (13)

  
 


  



  
  

    (14)

 
  

  


 
 








    (15)

5) 본 연구는 재고 리성과가 에 지효율성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한 방법으로 Caudill and Ford[14], 

Caudill et al.[15], Hadri[18]가 제시한 비효율성 분포

의 이산성(hetroscedasticity)을 고려한 모형을 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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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에 지효율성의 추정값인   는 식 

(12)로 추정된 에 지비효율성을 이용하여 얻게 된

다.6)

한편 에 지효율성에 미치는 재고자산회 율의 

향을 살펴보기 해 아래와 같은 추정식을 고려하

다[14, 15, 28].

 
  



′  (16)

 식에서 는 에 지비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이고 는 모수 벡터이다. 추정된 모수

의 부호는 에 지비효율성에 미치는 설명변수의 향

을 보여 다[28]. 본 연구는 설명변수로서 재고자산회

율()을 고려하 으며, 매출원가와 평균 재고자

산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하 다[23, 24, 27].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17)

식 (16)은 비선형(non-linear)형태이므로 추정된 

모수값을 통해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설명하

기 어렵다[28]. 따라서 에 지비효율성에 미치는 재

고자산회 율의 한계효과를 알아보기 해 아래 식

을 이용하 다[28].

 

 
 

   





 


 (18)

여기에서 는 에 지비효율성에 미치는 재고자

산회 율의 향을 나타내는 모수이다. 그리고  

식을 통해 에 지비효율성에 한 재고자산회 율의 

기업별 그리고 연도별 한계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식은 재고자산회 율이 한 단  증가(감소)

할 때 변하는 에 지비효율성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6) 본 연구의  
에 한 추정값은 Battes and 

Coelli[11]가 제시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개의 모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먼  재고자산회 율을 설명변수로 고려하는 모형1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모형 1 :  
  

 
   (19)

그리고 재고자산회 율 이외에 에 지효율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써 매출원가당 에 지 

사용량()과 유형자산당 에 지 사용량()

을 고려한 모형 2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모형 2 :  
  

        (20)

          

  

의 모형 1과 모형 2에서 는 상수항을 의미한다.

4. 분석 결과

4.1 분석자료  추정방법

본 연구는 57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2011～2015년 

자료를 이용하 다. 분석 상 기업들의 세부업종과 해

당 업종에 포함된 기업 수는 <표 1>에 나타나있다. 

세부업종명 기업 수 세부업명 기업 수

석유화학계 기  
화학물질 제조업

13 합성고무 제조업 2

기타 
기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6

합성수지  
기타 라스틱 
물질 제조업

6

산업용 가스 
제조업

5
타이어  튜  

제조업
2

기타 
기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10 기타7) 13

<표 1> 분석 상 기업의 세부업종  기업 수

7) 농약제조업, 라스틱 창호제조업, 비료  농약 도매업, 

합성고무  라스틱 물질 도매업, 그 외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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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매출액 백만 원 2,140,000 3,660,000 21,900 20,400,000 

에 지 사용량 TJ 14156.76  26621.97 419  140681

유형자산
*

백만 원 486,000 834,000 401 4,990,000 

노동자수 명 1207.699 2019.503 26 14,280

매출원가 백만 원 1,910,000 3,270,000 14,300 17,500,000

재고자산회 율 비율 10.764 8.003 1.873 70.059

*토지, 건물 제외.

<표 2> 투입  산출변수의 기술통계량

한편 각 기업의 매출액을 산출물 로, 각 기업의 

유형자산, 노동자수, 에 지 사용량을 투입물인   

로 사용하 다. 일반 으로 체 유형자산이 토지, 건

물, 기계, 장비, 시설장치 등으로 평가된다는 을 감

안하여 체 유형자산에서 토지  건물 평가액을 제

외한 값을 본 연구의 유형자산 자료로 사용하 다. 

이를 통해 실질 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된 기계, 장비, 

시설장치에 한 근사액을 얻고자 하 다.8)

에 지 사용량은 온실가스정보센터(GIR)9)에서 

제공하는 명세서 자료를 통해 확보하 으며 나머지 

변수는 NICE 평가정보10)에서 제공하는 KIS-value 

자료를 이용하 다. 투입  산출변수의 기술통계량

은 <표 2>와 같다. 

한편 앞서 언 했듯이 상류공정기업과 하류공정기

업의 에 지 사용의 특징은 서로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에 지 사용상의 상이성을 통제하기 해 납사

분해설비(NCC)를 보유한 6개 상류공정기업에 더미

변수( )를 부여한 후 최우도추정방법(MLE)을 

통해 추정을 실시하 다.11)

8) 일반 으로 재무제표 상에서 기계  시설장치 항목을 

따로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업들의 

경우 련 자료의 락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해 토

지  건물 평가액을 제외한 유형자산을 사용하 다.

9) http://www.gir.go.kr/.

10) https://www.kisvalue.com/web/index.jsp.

11) 한편 사업장마다 투입되는 연료의 종류와 비율, 그리

고 기술수 이 상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상할 수 

있다. 이를 반 하기 하여 <표 1>에서 제시하는 

세부업종 기 에 따라 더미변수를 고려하여 식 (8)에 

한 추정을 실시하 으나 최우도추정방법(MLE)이 

4.2 확률변경함수 추정결과

<표 3>은 모형 1과 모형 2에 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모형 1은 식 (16)에 

재고자산회 율()만을 설명변수로 고려한 것이

고 모형 2는 추가로 매출원가당 에 지 사용량

()과 유형자산당 에 지 사용량()을 통

제변수로 고려한 것이다.12)

한편 에 지비효율성의 존재여부를 통계 으로 

살펴보기 해 모형 1과 모형 2에 다음과 같은 귀무

가설을 설정하 다.


 

   (모형 1)


 

       (모형 2)

<표 3>을 통해 각 귀무가설에 한 모형1과 모형

2의 LR 검정통계량13)은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기업의 에

지비효율성 항은 통계 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확률변경분석이 가능하다[28].

수렴하지 않았다.

12) 매출원가당 에 지 사용량( )의 값이 크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에 지 사용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기업에 비해 에 지 사용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당 에 지 사용량

( )이 높다는 것은 생산  장비 등에 투입되

는 에 지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13)      이고 는 귀무가설 

하에서의 로그우도 값을,  는 립가설하의 로

그우도 값을 나타낸다. 는 OLS(ordinary least 

squre) 방법을 통해 얻게 되며 는 확률변경함수

를 MLE로 추정한 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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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확률변경

  10.18403
*** 

10.38871
***

 -0.65540
***

-0.66769
***

 0.05947  0.05889

  0.59784***  0.53135*** 

 -0.32667
** 

 -0.46407
***

  -0.02200  -0.01983

에 지비효율

 0.00845 -0.42885

 -0.20710
***

 -0.14311
***

 ․  0.04140
*** 

 ․ 1.84334

 0.28476
*** 

0.21493
***

로그우도값 -242.37581  -237.21103 

LR 검정통계량 30.00888
***

38.33843
***

***
 :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
 : 5%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
 : 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표 3> 확률변경함수의 추정결과 

우선 확률변경(stochastic frontier)의 추정계수를 

살펴봤을 때 유형자산당 에 지 사용량의 역수(  ))

와 시간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형 1과 

모형 2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별히 

납사분해설비(NCC)에 한 더미변수( )의 추

정모수 값은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 다

(-0.20710). 이는 납사분해설비(NCC)의 더미변수

( )와 에 지 사용량 간의 양의 상 계를 의미

하므로 납사분해설비(NCC)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에

지 사용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 지비효율성에 미치는 재고자산회 율의 향

은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음

의 값(모형 1 : -0.20710, 모형 2 : -0.14311)을 보 다. 

즉 재고자산회 율은 비효율성항에 음의 향을 주

고 있으므로 에 지효율성에는 정 인 향을 주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재고자산회 율과 

기업 내 보유 재고자산 수 과의 계를 통해 해석

된다. 일반 으로 재고자산회 율이 높다는 것은 낮

은 재고보유수 으로 기업이 운 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2, 4, 5]. 그리고 낮은 재고수 으로 기업이 운

된다는 것은 재고를 리  처리(원재료 구입  가

공, 재공품 생산 등)하는데 소요되던 투입자원(노동 

 자본)의 양을 감할 수 있으며 에 지 사용량 

한 감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효과 인 재고 리를 통해 낮은 수 의 재

고를 유지하게 되면 기업의 에 지효율성은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모형 1과 모형 2에서 추정된 재고자산회

율의 모수값()은 에 지비효율성에 미치고 있

는 재고자산회 율의 효과크기(the magnitude of 

the effect) 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28]. 식 (19)와 

식 (20)이 비선형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정된 모형 1

과 모형 2의 모수값()은 에 지비효율성에 한 

재고자산회 율의 향방향(the direction of impact)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28]. 이런 한계 을 극복하

기 해 식 (18)을 통해 에 지효율성에 한 재고자

산회 율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할 수 

있으며 정량  수치에 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와 

련된 결과는 제4.3 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고려된 매출원가당 에 지 

사용량()은 에 지비효율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주고 있다(<표 3> 참조). 이 

결과는 매출원가당 에 지 사용량이 높을수록 에

지비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에 지 사용 

비 이 높을수록 에 지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한편 유형자산당 에 지 사용량()은 유의미

한 향을 주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유형자

산은 체 유형자산에서 토지  건물 평가액이 제

외된 것으로 생산과정에 투입된 기계, 장비, 시설장

치 등의 근사액수임을 에서 설명하 다. 따라서 

유형자산당 에 지 사용량()은 생산에 투입된 

기계, 장비, 시설장치 등의 활용을 해 투입된 에

지 사용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이에 

근거하여 이 값이 클 경우 투입된 기계, 장비, 시설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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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에 지 사용효율이 높은 반면 작을 경우 에 지 

사용효율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형자산당 

에 지 사용량과 에 지비효율성 간의 양의 상

계를 망하 으나 추정된 모수 값은 유의하지 않았

다. 향후 기계, 장치, 시설장치 등의 활용에 사용된 

에 지 사용량에 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련 추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3 에 지효율성  재고 리성과의 한계효과

(Marginal Effect) 결과

분석 상기업의 에 지효율성  한계효과에 

한 결과는 모형 2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자 한다. 이는 모형 2가 모형 1에 비해 통계  합성

이 높기 때문이다.14)

연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2011년 0.69092 0.16072 0.38033 0.99531

2012년 0.66936 0.15913 0.30775 0.96608

2013년 0.66044 0.16761 0.25303 0.95994

2014년 0.65827 0.16282 0.29380 0.94276

2015년 0.65260 0.14371 0.29849 0.93243

<표 4> 에 지효율성결과

<표 4>는 57개 석유화학기업의 에 지효율성에 

한 연도별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을 보

여주고 있으며 <그림 1>은 2011～2015년 동안의 평

균에 지효율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와 

<그림 1>을 통해 석유화학기업의 평균에 지효율

성은 2011～2015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체 으로 2011년 평균에 지효율성은 

0.69092 으나 연평균 1.42%씩 감소하여 2015년에

14) 모형 2의 합성을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은 귀무

가설을 설정하 다.

            ==0

추정결과 LR 검정통계량은 8.32955로 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모형 2가 모형 1에 비해 더 합한 모형

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는 0.65260을 기록하 다. 한편 2011～2015년 사이 

평균에 지효율성의 표 편차 값 역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이 두 결과를 통해 

2011～2015년 동안 석유화학기업의 체 인 에

지효율성수 은 감소하 으나 기업 간 에 지효율

성의 격차는 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도 구 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2011년
상류공정기업 0.76998 0.13576 0.57784 0.99531

하류공정기업 0.68143 0.16204 0.38033 0.98463

2012년
상류공정기업 0.74373 0.12439 0.55979 0.92381

하류공정기업 0.66043 0.16151 0.30775 0.96608

2013년
상류공정기업 0.73913 0.11979 0.54078 0.90566

하류공정기업 0.65156 0.17094 0.25303 0.95994

2014년
상류공정기업 0.72962 0.12256 0.53197 0.90299

하류공정기업 0.64972 0.16591 0.2938 0.94276

2015년
상류공정기업 0.67685 0.12782 0.47626 0.85984

하류공정기업 0.64969 0.14641 0.29849 0.93243

<표 5> 평균에 지효율성
(상류공정기업 vs. 하류공정기업)

<그림 1> 평균에 지효율성 추이

그리고 <표 5>는 상류공정기업과 하류공정기업

의 에 지효율성에 한 연도별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는 201

1～2015년 사이 상류공정기업과 하류공정기업의 평

균에 지효율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와 

<그림 2>를 통해 상류공정기업과 하류공정기업의 

평균에 지효율성은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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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 으로 상류공정기업의 

평균에 지효율성은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5년 0.67685를 기록하 다(연평균 3.17% 감소). 

하류공정기업도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5

년 0.64696을 기록하 다(연평균 1.19% 감소). 한편 

<표 5>와 <그림 2>를 통해 상류공정기업의 평균에

지효율성이 하류공정기업의 평균에 지효율성보

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평균에 지효율성 추이 
(상류공정기업 vs. 하류공정기업)

그리고 연도별 표 편차를 확인해 본 결과 하류공

정기업의 에 지효율성 표 편차가 상류공정기업보

다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표 5> 참조). 이를 통

해 하류공정기업들 사이의 에 지효율성 격차가 상

류공정기업에 비해 비교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류공정기업에 비해 하류

공정기업 간의 에 지 사용 특징이 비교  다양하다

는 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상류공정

기업의 경우 생산공정(납사분해시설을 이용하여 기

유분을 생산하는 공정)이 비교  비슷하여 에 지 

사용 특징이 유사한 반면, 하류공정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상이한 에 지 사

용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의 결과

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 4>와 <그림 1>, <표 5>와 <그림 2>를 

통해 확인했듯이 2011～2015년 기간 동안 평균에

지효율성은 감소하 다.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목

표 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다는 에서 

이 결과는 다소 모순 으로 보인다. 이 두 정책은 기

본 으로 각 기업의 에 지효율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 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련하여 엄 한 분

석이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15)

연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2011년 -0.03363 0.04088 -0.31745 -0.00034

2012년 -0.03943 0.06840 -0.53304 -0.00263

2013년 -0.03971 0.06705 -0.52347 -0.00315

2014년 -0.04216 0.07145 -0.54425 -0.00476

2015년 -0.06110 0.20730 -1.58203 -0.00674

<표 6> 재고재산회 율의 평균한계효과

<표 6>은 재고자산회 율이 에 지비효율성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연도별 평균값, 

표 편차, 최소값, 최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은 2011～2015년 사이의 평균한계효과 추이를 보

여주고 있다. 우선 <표 6>을 통해 2011년 이후 지속

해서 한계효과의 평균값의 크기가 음의 방향으로 커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에 지비효율성을 이는 효과가 커진다는 것

을 의미하며 2011～2015년 사이 에 지효율성에 미

치는 재고자산회 율의 정  효과가 커졌다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표 6>을 통해 한계효과

의 표 편차도 역시 2011～2015년 사이에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 지비효율성에 미치는 

재고자산회 율의 한계효과 격차가 기업 간에 커졌

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이 결과에 한 가능성이 있는 설명은 기업의 략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보통 목표 리제와 배출권거

래제에서 감축목표 는 배출권 할당량은 과거 몇 

해의 배출량을 기 으로 각 기업에게 제시되게 된다. 

이럴 경우 과거 배출이 많다면 오히려 감축목표가 

상 으로 느슨하게 설정되거나 배출권 할당량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업에게 향후 부여되

는 감축목표 는 배출권 할당량을 유리하게 만들기 

해 에 지 개선 활동이 극 으로 진행되지 않았

다면 에 지효율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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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고자산회 율의 평균한계효과 추이

<표 7> 재고자산회 율의 평균한계효과
(상류공정기업 vs. 하류공정기업)

연도 구 분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2011년
상류공정기업 -0.02087 0.00994 -0.03017 -0.00034

하류공정기업 -0.03516 0.04248 -0.31745 -0.00114

2012년
상류공정기업 -0.02276 0.00833 -0.03135 -0.00632

하류공정기업 -0.04143 0.07142 -0.53304 -0.00263

2013년
상류공정기업 -0.02419 0.00795 -0.03291 -0.00816

하류공정기업 -0.04157 0.07003 -0.52347 -0.00315

2014년
상류공정기업 -0.02467 0.00766 -0.03230 -0.00866

하류공정기업 -0.04426 0.07462 -0.54425 -0.00476

2015년
상류공정기업 -0.03020 0.00783 -0.03622 -0.01339

하류공정기업 -0.06481 0.21710 -1.58203 -0.00674

<그림 4> 재고자산회 율의 평균한계효과 추이
(상류공정기업 vs. 하류공정기업)

한편 <표 7>과 <그림 4>를 통해 상류공정기업과 

하류공정기업에서 나타난 재고재산회 율의 평균한

계효과는 2011～2015년 사이 지속해서 음의 방향으

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에 지효율성

에 미치는 재고자산회 율의 정  효과가 상류공

정기업과 하류공정기업에서 2011～2015년 사이 지

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 7>을 통해 하류공정기업의 평균한계

효과 크기( 값 기 )가 상류공정기업보다 큰 것

을 알 수 있다. 즉 재고재산회 율을 통한 에 지효

율성 개선폭이 평균 으로 하류공정기업에서 크다

고 볼 수 있다. 한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류공정기업들의 표 편차가 상류공정기업들에 비

해 모든 연도에서 크다. 이 결과는 하류공정기업들

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의 특징에 따라 재고자산회

율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에서 비롯되었

을 수 있다. 즉 제품특징에 따른 상이한 재고재산회

율이 기업 간 한계효과의 격차를 증가시켰을 가능

성이 있다

5. 결  론

에 지 다소비 업종에 속하는 석유화학기업에게 

에 지효율 개선은 요한 이슈이다. 한 2015년부

터 본격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라는 새로운 경 환경은 

에 지효율 개선의 필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

다. 그리고 국제유가와 경기변동에 민감한 석유화학

기업의 특성상 원료  매제품의 수 불균형에 

비하기 한 효율  재고 리는 무엇보다도 요하

다. 본 연구는 석유화학기업에게 그 요성이 강조되

는 에 지효율성과 재고 리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에 지효율성에 한 정의를 해 거리함

수의 개념을 이용하 으며, 모수 방법론인 확률변

경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을 실시하 다. 그리고 

기업의 재고 리성과지표로 리 쓰이는 재고자산회

율이 에 지효율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재고자산회 율은 에 지효율성에 정

인 향을 주었다. 둘째 2011～2015년 기간 동안 석

유화학기업의 평균에 지효율성은 감소하 고 기업 

간의 에 지효율성 격차도 확 되었다. 셋째, 상류공

정기업의 평균에 지효율성은 하류공정기업의 평균

에 지효율성보다  기간에서 크게 나타났고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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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기업간의 에 지효율성 격차는 상류공정기업보

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에 지효율성에 미

치는 재고자산회 율의 평균한계효과 크기는 2011 

～2015년 사이 차 증가되었고 기업 간 한계효과의 

격차도 확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류공정기업들에

서 나타난 재고자산회 율의 평균한계효과가 상류

공정기업들보다  기간에서 컸으며 하류공정기업

들 간 한계효과의 격차도  기간에서 상류공정기업

들보다 컸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 로 실무  그리고 학

술  시사 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에 지효율성 개선을 한 효과 인 재고 리가 석

유화학기업에게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에 지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재고 리의 효과성을 보여주

고 있으므로 에 지효율 개선을 해 석유화학기업

들은 재고 리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하류공정기업일수록 에 지효율 개선을 해 재고

리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재고 리를 

통한 에 지효율성 개선 폭이 하류공정기업에서 상

으로 크게 나타난 결과에 바탕을 둔다. 마지막

으로 학술  에서 에 지효율개선 한 재고

리의 역할을 실증 으로 보임으로써 련 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하 다. 재고 리와 기업의 생산성  

재무성과의 계를 검토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13, 

19, 20, 31]. 하지만 에 지효율과 재고 리 간의 

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측

면에서 본 연구는 두 변수의 계를 살펴 으로써 

에 지효율개선에 있어서의 재고 리의 요성을 

제시함으로 에 지효율성  재고 리 연구에 기여

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석유화학기업을 상으로 에 지

효율성에 미치는 재고 리성과의 효과를 실증 으

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통해 련 시사 을 제

시하 으나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재고재산회 율과 에 지효율성 간의 역 U 

자형 곡선(inverted U-shaped) 계를 살펴보지 못

하 다. 일부 산업에서 재고자산이 일정 수 보다 

낮을 경우(재고자산회 율이 일정 수 보다 높을 경

우) 기업의 성과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20]. 이와 유사한 계가 에 지효율성과 

재고자산회 율 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재고자산회 율의 제곱 항을 모형에 포함

하여 분석을 시도하 으나 최우도추정방법(MLE)이 

수렴하지 않았다. 향후 이를 보완하기 해 추가변

수, 거리함수의 다른 형태 등을 고려하는 작업이 필

요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의 재고

리성과 지표로써 재고자산회 율만을 이용하 다. 

재고 리회 율은 기업이 생산  매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기업의 재고 리

성과를 히 반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 기업별 는 제품별 

특징이 제거된 비교․가능한 형태의 재고성과지표

가 필요하다[23, 27]. 이를 한 한 방법으로 Gaur et 

al.[23]이 제시한 재고성과지표16)가 좋은 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재고 리회 율과 

에 지효율성 간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의 발

생가능성을 다루지 않았다. 앞서 살펴봤듯이 효과

인 재고 리(즉 낮은 재고자산에 따른 높은 재고자

산회 율)는 에 지효율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반

로 에 지효율향상이 재고재산회 율을 개선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를 들어 생산시설의 

반 인 에 지효율성 향상은 제품 수요에 한 탄력

 생산시스템 설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재고

보유 수 을 낮출 수 있다. 이럴 경우 분석 모형의 

추정 시 내생성(endogeneity)문제가 발생하여 추정

값의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련하여 확

률변경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의 내생성 문

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Amsler et al.[10]와 

Griffiths and Gholamreza[25]가 제시한 근을 용

한다면 재고자산회 율과 에 지효율 간의 내성성 

문제를 검정(endogenity test)해보고 해결할 수 있을 

16) Gaur et al.[23]은 각 기업의 매출총이익(gross margin),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 상 밖의 매 실

(sale surprise)을 감안하여 비교 가능한 재고성과지

표를 제시하 다.



재고 리성과가 에 지효율성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분석 1 13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석유화학기

업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따라서 에 지효

율성과 재고 리의 요성이 강조되는 철강, 반도체, 

조립 속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분석 상에 포함

시켜 실증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런 한계 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

이 진행된다면 에 지효율성과 재고 리성과 간의 

엄 한 계성 검토를 통해 에 지효율 측면에서의 

재고 리 략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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