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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CO2 배출, 경제성장 및

에너지믹스와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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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왔으며, 

논란의 핵심은 두 변수간의 내생성(endogeneity)과 생략변수(omitted variables)들에 

관한 문제들이다. 본 연구는 논란의 핵심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1981년~2008년

까지의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CO2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및 에너지믹스

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에너지믹스와 계량경제학 문제들을 고려한 대부분

의 모형에서 CO2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역 U자형이라는 EKC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믹스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너지믹스가 CO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력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CO2 

배출량 감축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는 CO2 감축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에너지

원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에너지 소비부문은 CO2 증가와 수송부문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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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The cores of controversy are endogeneity 

problem and omitted variable bias. This paper tests EKC (Environmental 

Kuznets Curves) hypothesis by considering econometric issues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energy mix on CO2 emissions empirically and tests  

with time series during 1981~2008. B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convince EKC Hypothesis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CO2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is the inverted U-shaped and the national energy 

mix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GHG mitigation. We also find that the 

nuclear energy has the greatest contribution for CO2 mitigation and the 

renewable energy does not seem to contribute little to the CO2 mitigation 

becau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is negligible. In 

terms of final energy consumption, CO2 increases and transportation sector 

i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Keywords : greenhouse gas emissions, EKC, energy mix

 

JEL 분류 : Q40, Q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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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에 온

실가스를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기로 대내외에 선언하였

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동안 달성해

야 하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에너지 부문의 CO2 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으

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대부분 에너지 연소에서 발생

하는 CO2 감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CO2 감축은 에너지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CO2 배출량의 결정요소에 관한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1)의 성립 여부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CO2 배출량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시키는

것은 아니다. 환경쿠즈네츠가설(Environmental Kuznets Curves : EKC 가설)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환경오염과 경제성장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광훈(2010), 이광훈․이춘화(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광훈(2010)은 우리나

라 전국을 5개 광역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EKC를 추정․비교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5개 권역 모두에서 CO2 배출에

대한 EKC의 존재를 상당히 일관되게 확인하였다. 이광훈․이춘화(2009)는 수

도권 서울․인천․경기 3개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EKC 가설을 검증

1) Selden and Song(1994)과 Grossman and Krueger (1995)의 연구는 EKC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Holtz-Eakin and Selden(1995)과 Huang et al. (2008)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Brock and Taylor (2004, 2005)와 Galeotti et al. (2009), Marrero (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CO2로 한정하여 환경변수를 지정한 분석에서는 EKC 가설을 지지하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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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SUR 모형을 통해 EKC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만 국한된 연구는 아니지만 최충익․김지현(2006)은 CO2 배출량을 중심으로

30개 OECD 국가의 1990년～2002년에 걸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EKC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설임을 증명하였으며, 정군오․정영근(2004)은 83개 국가

에 대한 1961년～199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구간별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EKC를 추정하고 일부 소득구간에서 EKC 가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김

정인․김진욱․박창원(1999)도 주요 OECD 국가의 1985년～1994년 자료를 이

용하여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및 질소산화물, 분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에 대한 EKC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EKC 가설

검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해외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에너지의 상호관계를 연구

한 최근 몇몇 문헌들이 존재하는데 Alvarez et al. (2005), Brock and Taylor

(2004, 2005), Marrero (2010), Ang (2007, 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대부분

의 문헌들에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Marrero (2010)는 EU 국가들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성장 그리고 에너지믹스에 대한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Alvarez et al. (2005)과

Brock and Taylor (2004, 2005)의 연구에 에너지 변수를 추가하였다. 한편 Ang

(2007, 2008)은 시계열분석 기법인 VAR를 활용하여 각각 프랑스와 말레이시아

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경제성장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Ang(2007, 

2008)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는

데 반해 Marrero (2010)의 연구에서는 비록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우

에 국한되었지만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에너지믹스 변수를 추가하여 이것이

미치는 효과도 동시에 분석하였다.

기존 CO2 배출량 감축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들의 문제점들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CO2 배출량의 결정요소로서 경제성장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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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

만, 에너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부족과 에너지 부문이 CO2 배출에 미치는 영

향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2) 해외연구의 사례에서와 같이 에너지 부

문의 에너지믹스는 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EKC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에너지믹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

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CO2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EKC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서 두 변수간의 내생성 문제와 에너지 소비

를 독립변수로 고려시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간에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계량분석은 두 변수의 명확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계량경제학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EKC 가설의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며, 명확한 CO2 

배출량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계량경제학적 문제

들을 고려하여 EKC 가설을 확인하고, 두 변수의 명확한 관계 속에서 에너지

부문 특히 에너지믹스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CO2 배출량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국내 및 해

외의 많은 기존연구들이 소홀히 다루어 온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 에너지, 경제성장에 대한

2) 다른 환경변수와는 달리 기후변화 관련 CO2 배출에 대한 환경쿠즈네츠가설을 검증함에 있

어서 에너지 부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에너지원별로 탄소배출계수가 상이하며, 

이로 말미암아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전체 CO2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PCC의

탄소배출계수는 대표적으로 원유(20 C kg/GJ), 휘발유(18.90 C kg/GJ), LNG(15.30 C 

kg/GJ), 무연탄(26.80 C kg/GJ) 등으로 석탄류, 석유류, 가스류 순으로 배출계수가 높다. 원

자력과 신재생의 경우에는 배출계수를 0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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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과 에

너지 소비 및 믹스 변수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들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판별하였으며, 우리나라

에 대한 분석 결과와 Marrero (2010)의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유럽과 우

리나라의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믹스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혀내었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도 이산화탄소(CO2)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데이터가 1990년부터 가능한 데

반해 이산화탄소에 대한 데이터는 그 이전부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도 연구의 일반적인 결론

을 왜곡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석대상을 이산화탄소(CO2)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 및 믹스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범위를 1981년∼2008년까

지 28년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경

제성장, 에너지믹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분석모형

을 제시하고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면서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상호

비교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Ⅱ. CO2 배출량, 에너지 소비 및 믹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는 3억 540만

톤 CO2 배출에서 2007년에는 6억 2,000만 톤 CO2 배출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2007년까지 불과 17년 동안 연평균 4.7% 증가율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 기간 동안 거의 2배가 되었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



한국의 CO2 배출, 경제성장 및 에너지믹스와의 관계 분석

- 277 -

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연소에 의한 배출량 증가가 총배출량의 84.7%를 차지하

고 있다. 한편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9.8%, 3.0%, 2.5%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84.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

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너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이 CO2 배출

이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및 온실가스 배출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

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보다 의미 있게 하는 출발점이다.

<그림 1>은 국내 1인당 CO2 배출량과 1인당 에너지 소비, 그리고 1인당

GDP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규모(scale)는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

<표 1>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백만 톤 CO2)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1990~2007

증가율(%)

에너지
247.8 

(81.1)

372.2 

(80.7)

438.8 

(82.1)

498.9 

(83.6)

505.9 

(83.9)

525.4 

(84.7)
4.5　

산업공정
19.9 

(6.5)

47.1 

(10.2)

58.3 

(10.9)

64.8 

(10.9)

63.7 

(10.6)

60.9 

(9.8)
6.8　

농업
15.2 

(5.0)

22.4 

(4.9)

20.6 

(3.9)

18.2 

(3.1)

17.5 

(2.9)

18.4 

(3.0)
1.1　

폐기물　 22.5 

(7.4)

19.5 

(4.2)

16.7 

(3.1)

14.7 

(2.5)

15.6 

(2.6)

15.3 

(2.5)
-2.2　

총배출량
305.4 

(100.0)

461.2 

(100.0)

534.4 

(100.0)

596.7 

(100.0)

602.6 

(100.0)

620.0 

(100.0)
4.3 

    주   : 산림부문의 흡수원에 대한 통계는 제외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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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추세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림 1>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의 변화량보다는 1인당 CO2 배출량의 변화량이 더 크고, 1인당 CO2 배출

량의 변화량보다는 1인당 GDP의 변화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정확한 두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장에서 분석하는 계량경제학 분석

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특히 1인당 GDP와 1인당 에너지 소비의 추세는 비

록 표본의 수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형에서 이 두 변수의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한편 CO2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 구성의 변화와도 연관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믹스의 변화는 동일한 열량을 소비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에 석탄의 비중은 33.3%였는데, 점점 늘어나 1985

년에는 39.1%까지 증가하였다. 그 이후 점점 감소하여 1995년에 18.8%를 기록

<그림 1> 국내 CO2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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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rld Economic Indicators,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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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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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석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3> 국내 에너지 부문별 에너지 수요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기타공공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산업부문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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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그 비중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석유비중은 1981년에

58.1%를 차지한 이후 점점 감소하여 1987년에는 46.4%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1994년에는 62.9%까지 증가하였다. 그 이후 석유비중은 다시 감소하

여 2008년 41.6%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한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

고 있다. 1987년 3.1%이던 것이 2008년에는 14.8%로 증가하였다. 한편 원자력

에 대한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10.7%에서 16.15%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신재생(수력 포함) 비중은 1981년 6.9%이던 것이 점점 감소하여 1994년 1.4%

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 이 비중이 높은 것은 대부분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

았기 때문이다. 1994년 이후에는 낮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2.7%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태양력, 풍력 등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원 구성 비중은 전체 CO2 배

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 증가가 CO2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므

로 CO2 배출이 증가한다. 

<그림 3>은 국내 에너지 부문별 에너지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각 에너지

부문별 에너지믹스에 의해서도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 비중은 시기별로 다소 등락하지만 대체로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1981년에 44.5%이던 산업부문의 에너지 비중은 2008년에는 58.3%로 증

가하였다.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수요는 해마다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981년에 40.6%에서 2008년에는 19.8%로 감소하였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

는 1981년에 9.5%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 22.3%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

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타공공부문은 비중이 5% 이하로서 1981년에

4.8%였다가 그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08년에는 2.2%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비중은 증가한 반면 가정․상업부문과 기

타공공부문의 에너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에너지 비중이 증

가한 이유는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시멘트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CO2 배출, 경제성장 및 에너지믹스와의 관계 분석

- 281 -

<표 2> 변수의 기본통계량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og (1인당 CO2 배출량, 톤) 28 1.92 0.37 1.28 2.35

Log (1인당 GDP, 천달러) 28 2.43 0.42 1.66 3.03

Log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 28 0.96 0.50 0.04 1.54

석유비중 28 52.39 6.65 41.61 62.92

가스비중 28 6.50 5.00 0.00 14.82

원자력비중 28 11.74 3.97 1.58 16.05

신재생비중 28 2.92 1.66 1.41 6.93

석탄비중 28 26.46 6.37 18.67 39.12

산업용비중 28 51.32 5.23 42.59 58.31

가정․상업비중 28 27.07 7.11 19.79 40.66

수송용비중 28 18.61 3.47 9.55 22.56

기타공공비중 28 2.99 1.20 1.75 5.12

본 연구는 1981년∼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 관련 변

수들과 경제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변수들의 기본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1인당 CO2 배출량의 Log 평균값은

1.92이고, 최소값은 1.28, 최대값은 2.35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GDP의 Log 평

균값은 2.43이고, 최소값은 1.66, 최대값은 3.03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의

Log값의 평균은 0.96이고, 최소값은 0.04, 최대값은 1.54이다. 석유, 가스, 원자

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값은 비중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은 석유비중이 52.4%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수요 부문별 비중은 산업용의 평균값이

51.3%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가정․상업, 수송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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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량분석 모형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기존의 분석모형에 비하여 계량경제학의 두 가지 측면

에서 개선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는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1인당 GDP와 1인당

에너지 소비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의하여 발생하는 EKC 가

설에 대한 불명확성을 불식시켰으며, 둘째는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1인당 GDP

와 1인당 CO2 배출량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려

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계량경제학 측면의 개선은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사이에 역 U자형의 관계가 있다는 EKC 가설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해줄 수

있으며, 경제성장을 제외한 CO2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의 효과(최

종 에너지원별 소비비중과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비중)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실증분석의 개선된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1인당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관련 변수들을 포함한 기존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1인당 GDP와 1인당 에너지 소비 간의 선형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 후 같은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1인당 CO2 배출량

과 1인당 GDP 간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1차 회

귀방정식을 통해 1인당 GDP에 대한 새로운 변수를 추정하여 2차 회귀방정식을

실행하였으며, 시간 및 다양한 비관찰요소(unobserved factor)들을 배제하기 위

하여 차분 방정식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EKC 가설과 경제성장 이외의 에

너지믹스의 변화가 1인당 CO2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도

출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인당 CO2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은 World Bank의

World Economic Indicators를 활용하였다. 1인당 실질 GDP는 한국은행의 1인

당 명목 GDP(달러)를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지수(2005＝1)로 나누어서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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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과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비중은 에너지경

제연구원의「에너지통계연보」 각 연호에서 가져왔다.

식 (1)은 내생성과 다중공선성을 고려한 후 회귀방정식에 적용되는 기본 분

석 모형이다. 본 연구 분석모형의 시계열은 1981년∼2008년까지 28년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분석이며, 경제성장 이외에

에너지 부문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1)

는 기의 1인당 CO2 배출량, 는 기의 1인당 실질 GDP, 그리고 는 기

의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이다. 그리고 
은 기의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역

U자형 관계를 확인하여 EKC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정변수(control variable)

이다.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는 총에너지 사용효과(aggregate 

energy use effect)를 나타낸다. 는 에너지원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는 

1차 에너지 소비의 배분을 나타낸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에

너지믹스 효과(energy mix effects)를 나타낸다. 따라서  는 석유의 비중, 

 는 가스의 비중,    는 원자력의 비중,  는 신재생의 비중을

나타낸다. 따라서 ∆는 에너지원의 기의 차분변수이다.  

는 부문별 에너지 소비의 비중이며, 이는 에너지 구성 효과(energy 

composition effect)를 나타낸다.  는 각각 기의 산업용 수요의 비중, 

 는 가정용 수요의 비중,  는 수송용 수요의 비중을 나타낸다.

1차 에너지는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신재생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고, 는 총에너지 소비에 대하여 각각의 에너지 소

비의 비중이며, 
  



   for∀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에너지 소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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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기타공공

부문으로 나눈다. 따라서   이고, 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각 부문이 차

지하는 비중이며, 
  



   for∀이다. 

식 (1)에서 선형종속(linearly dependent)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에너지

원별과 소비별에 따른 CO2 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중에서 하나와 여러 개의  중에서 하나를 제거한다. 여기에서는 제거되는

는  , 즉 석탄의 비중이며, 제거되는 는  , 즉 기타공공부문이다.

마지막으로 식 (1)에서 불편추정량을 추정하여 는 백색잡음(white noise)으

로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즉, 평균은 이고 i.i.d를 가정한다.

     for    ⋯         for    ⋯   (2)

시계열분석을 통한 차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CO2 배출량, GDP 에너지 소비

량이 모두 단위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Log 차

분 방정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모형은 각 로그변수를 차분하여

시계열을 안정화한 후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식 (2)는 본 연구에서 활용

한 로그차분 시계열분석 모형이다.

∆  ∆  ∆
  ∆  

  

  

∆  
  

  

∆  

           ⋯  (3)

∆는 기의 1인당 CO2 배출량의 Log 차분변수, ∆는 기의 1인당 실질

GDP의 Log 차분변수, 그리고 ∆는 기의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의 Log 차

분변수이다. 그리고 ∆
은 식 (1)의 수준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기의 배출량

과 경제성장 간의 역 U자형 관계를 확인하여 EKC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정

변수(control variable)이며, ∆과 ∆는 와 부문의 기의 차분변수이다. 

그 외의 모든 가정은 식 (1)에서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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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본 논문의 기여는 첫째, EKC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기존 연구의 계량경제학

적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는 것과 둘째, 기존 연구에서 생략된 에

너지믹스 변수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계량경제학적 문제점을 검증

한 후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간의 역 U자형 관계인 EKC 가설을 확인하였다

는 것이다. 

과거 논문들은 EKC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 패널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패널데이터는 주로 OECD 국가나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

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와 같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할 경우에도 패

널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고려해야만 하는 공통적인 계량경제학적인 문제들을 내

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계량경제학적 문제점은 첫 번째 내생성의 문제

이다. 즉, CO2 배출량, 에너지, GDP 등의 변수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떤 변수가 일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방정식의 내생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

한 후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도구변수3)를 사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AR나 VECM 방법론을 사용할 경

우 그 방향성은 분석에 의해서 도출할 수 있으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

진 환경쿠즈네츠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그 계수값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다중공선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은 에너지 변수와

GDP 변수 간에 존재할 수 있다. 즉,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

3) 1차 회귀방정식에서 활용된 도구변수들의 계수 유의성을 검증하는 F-test를 통하여 도구변

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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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4)를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검증 하에 계량경제학적

인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계량경제학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

에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GDP와 CO2 배출량 간의 내

생성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직관적인 방법과

Hausman test를 활용하였다. 두 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을 다음

과 같은 예를 통해 고려할 수 있다. CO2 배출량의 증가는 환경오염에 의한 부

(－)의 외부효과로서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GDP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은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CO2 배출량의 증가

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침으로써 GDP를 감소시킨다는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환경

오염의 증가는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대한

불편 추정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에서 활용하지 않은 도구변수

(instrument variable)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믹

스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실증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사용된 도구변

수들은 총통화(M2)5)와 연령 의존성 비율6)이다. 이들 두 변수들은 GDP에 대한

도구들로써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두 도구변수들은

GDP와 관련이 있지만, CO2 배출량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총통화량의 증

가가 GDP에 영향을 주어 CO2 배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4) 다중공선성의 존재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의 계수의

부호 및 크기가 급변하는지 여부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두 변수(GDP와 에

너지)의 계수간에 선형관계를 고려하여 두 변수의 합을 새로운 대리변수로 생성하거나 둘

중의 한 변수를 생략하여 다중공선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5) 협의통화(M1)는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투신사 MMF 포함)의 합계를 의미

하며, 총통화(M2)는 협의통화(M1)와 만기 2년 미만 금융상품(예적금, 시장형 및 실적 배당

형, 금융채 등)의 합계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유동성(Lf, 종전 M3)은 총통화(M2)와 2년

이상 유동성 상품, 생보사 보험계약준비금 등을 합한 것과 같다.

6)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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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지만, 총통화량이 증가하였다고 CO2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는 신빙

성이 없다. 또한 연령 의존성 비율의 경우, 전체인구 중 높은 노인인구의 비중은

낮은 경제 수준과 성장률을 기록하도록 영향을 미치지만, CO2 배출과는 거의 관

련이 없다. 이러한 도구변수를 활용한 방법은 CO2 배출량에 대해 경제성장과 총

에너지 소비 그리고 에너지믹스가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밝혀낼 것이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다양한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

들의 구성에 따라 계수가 민감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판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은 CO2 배출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

지만 GDP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며,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 결과의 왜곡은 독립

변수들에 총에너지 소비량 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표 3>의 일관성 없는 회

귀분석 결과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회귀방정식

의 독립변수에서 제외하거나 에너지 소비량과 GDP의 일정한 선형관계를 가정

하여 CO2 배출량의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 소비량을 포함시키면서 GDP와 에너

지 소비량 간의 다중공선성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우선 EKC 가설을 검증해온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믹스 변수들의

고려 없이 회귀방정식을 실행하여 <표 3>의 결과를 얻었다. 첫 번째 회귀 결

과의 GDP와 GDP 제곱의 계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EKC 가설이 성립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GDP와 CO2 배출량 간에서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두 변수들의 계수가 불편추

정량이라고 확정지을 수가 없다. 따라서 회귀방정식 내에서 내생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Hausman test를 실행하였을 때 내생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식 (2)는 회귀방정식 내의 내생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이다. 내생성 문제

를 해결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간의 역 U자형 관계

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KC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총에너지 소비를 추가한 식 (3)의 결과에서도 EKC 가설





한국의 CO2 배출, 경제성장 및 에너지믹스와의 관계 분석

- 289 -

은 성립되지 않았다. 식 (3)에서도 Hausman test를 통하여 GDP와 CO2 배출

량의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식 (4)와 같이 EKC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식 (3)의

경우 식 (1)과는 다르게 GDP와 총에너지 소비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회귀변

수들의 계수값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 (5)와 같이 GDP와 총에너지 소

비 간의 관계를 활용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중공

선성을 해결7)한 회귀분석 결과는 식 (1)과 식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EKC 

가설이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변수들간의 내생성을 고려할 경우 식

(2)와 식 (5)의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간의 역 U

자형 관계를 설명하는 EKC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식 (6)과 식 (7)에서

와 같이 차분을 통하여 안정된 시계열을 확보한 후 실행한 회귀분석에서도

EKC 가설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EKC 가설은 성립

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EKC 가설 성립 여부를 분석할 때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및 총

에너지 소비만을 고려할 경우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더라도 계수값에

대한 불편추정량을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KC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하여 CO2 배출량의 변화를 GDP와 총에너지 소비만을 고려할

경우 CO2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믹스 변수들을 생

략함으로써 GDP와 CO2 배출량 간의 진실된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KC 가설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생성 여부를 판단하여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후, 기존에

고려된 변수들뿐만 아니라 에너지믹스와 관련한 변수들(최종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과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비중)까지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해야만

EKC 가설의 명확한 검증이다.

7) 본 연구에서는 GDP와 에너지 소비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변

수를 제외하거나 두 변수 사이의 일정한 선형관계를 가정하여 새로운 변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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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식 (1)은 GDP, 총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량과 함께 에너지믹스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회귀방정식 결과이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에너지믹스와 배출량 간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부문별 에너지 수요와 배출량 간의 관계이다. 에너지믹스 변수들을 고려한 후

기존의 회귀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도구변수를 설정하여 내생성을 검증한 결과

내생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방정식의 결과는 <표 4>의 식 (1)과 같

이 GDP와 CO2 배출량 간의 역 U자형의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총에너지 소비와 GDP 사이에 존재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식 (2)

의 결과에 비추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 (3)과 같이

총에너지 소비와 GDP 간의 선형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에도 경제성장과 CO2 배출량 사이의 역 U자 관

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EKC 가설이 일관되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유럽의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EKC 가설을 검증한 Marrero (2010)

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에너지 소비, 에너지믹스 등을 고려한

Marrero (2010)의 연구에서는 EKC 가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

우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EKC 가설이 뚜렷이 확인되었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arrero (2010)의 연구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는 한 국가만을 활용한 본 연구에 비해 통계적 우위에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EKC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포된 내생성, 다중공선성 및 중요

변수의 생략과 같은 계량경제학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EKC 가설을 확인하였다. 이는 EKC 가설을 명확히 검증하였다

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EKC 가설과 관련된 연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CO2 배출량은 다른 일반 환경변수와는 달리 에너지 사용량에 대

부분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발전단계보다는 국내 에너지믹스와 연관관

계가 높다는 것이다. 에너지믹스와 배출량 간의 관계를 보면 <표 4>의 결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CO2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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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온실가스 배출량과 CO2 배출과 에너지믹스,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수준변수)

(1) 일인당

배출량 ()

(2) 일인당

배출량 ()

(3) 일인당

배출량 ()

연도 (time)
 0.0457***

(0.00853)
 0.00861
(0.0171)

 0.0370***

(0.00741)

1인당 GDP ( )
  1.737***

(0.480)
 1.129**

(0.493)

(1인당 GDP)2 (
) -0.369***

(0.0959)
-0.231**

(0.102)
-0.355***

(0.0808)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0.596**

(0.247)

GDP＋에너지 (  )
  1.690***

(0.409)

석유비중 ()
0.00847*

(0.00420)
     -0.00192

(0.00568)
0.00588
(0.00396)

가스비중 ( )
0.0185*

(0.00927)
0.00860
(0.00915)

0.0155*

(0.00887)

원자력비중 ()
     -0.0175**

(0.00668)
-0.0215***

(0.00612)
-0.0190***

(0.00636)

신재생비중 ()
     -0.0283

(0.0232)
-0.00885
(0.0220)

-0.0216
(0.0222)

산업용비중 ( )
0.0346
(0.0275)

0.0173
(0.0253)

      0.0298
(0.0259)

가정․상업비중 ()
 0.0667**

(0.0264)
0.0321
(0.0274)

 0.0579**

(0.0249)

수송비중 ()
 0.0690**

(0.0268)
0.0388
(0.0268)

 0.0610**

(0.0254)

Hausman test

F(1, 15)=1.47
Prob>F=0.2437

F(1,15)=1.45
Prob>F=0.2469

F(1, 14)=0.51
Prob>F=0.4851 

F(1,14)=0.53
Prob>F=0.4772

F(1, 15)=1.68
Prob>F=0.2141

F(1, 15)=1.65
Prob>F=0.2185

Ⅳ Relevance

F(1, 17)=5.62
Prob>F=0.0298

F(1, 16)=2.14
Prob>F=0.1621

F(1, 16)=5.26
Prob>F=0.0356

F(1, 16)=2.14
Prob>F=0.1630

F(1, 17)=4.98
Prob>F=0.0393

F(1, 17)=1.64
Prob>F=0.2175

 28 28 28

 0.997 0.998 0.998

adj.  0.996 0.997 0.996

 614.5 717.7 695.3

  주 : 1) 1인당 GDP,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인당 배출량은 모두 로그값을 취했음.

     2) 도구변수(인구 관련 변수만 활용)의 적절성과 내생성에 대한 검증에서 첫 번째는

        GDP와 관련된 결과이며, 두 번째는 GDP 제곱에 관련한 결과임.  

     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 < 0.10, **p < 0.05, ***p < 0.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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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들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원자력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20년 동안 원자력에너지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

러한 원자력에너지 확대는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상당한 부문을 감당

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CO2 감축에 기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전히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가정․상업, 수송 부문의 비중 증가가 공공부문에

비해 CO2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 (2)를 제외하고는

95%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비중의 경우에는

식 (1)에서만 비록 낮은 90%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스 비중의 경우에는 식 (1)과 식 (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비록 석유보다는 가스가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낮아 저탄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가스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통계적

으로 저탄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

라에서 가스의 사용비중이 증가하고 보다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향후에는 통계

적으로 저탄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원자력비중, 석유비중, 가스비

중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회귀식에서 제외한 변수인 석탄비중의 계수값이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8) 즉,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큰

석탄은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문별 에너지 수요와 배출량

간의 관계에서는 가정․상업 부문과 수송부문의 비중이 커질수록 배출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 (1)과 식 (3)에서 가정․상업 부문과 수송부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 <표 4>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명한

8) 석탄비중을 포함하여 석유비중, 가스비중, 신재생비중을 회귀분석해본 결과 석탄비중의 경우

99%의 신뢰구간 하에서 CO2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석유비중과 가스비

중도 CO2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석탄비중이 가장 높은 계수값을 나

타내고 있어 CO2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너무 많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 결과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9) 본 회귀식에서 제외한 변수인 기타공공부문을 포함하여 회귀분석하여 본 결과 기타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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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온실가스 배출량과 CO2 배출과 에너지믹스,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차분변수)

(1) 일인당

배출량 (∆)

(2) 일인당

배출량 (∆)

(3) 일인당

배출량 (∆)

1인당 GDP (∆ )
  1.521***

(0.520)

 1.073*

(0.571)

(1인당 GDP)2 (∆
)

-0.278**

(0.105)

     -0.190

(0.114)

-0.264***

(0.0890)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0.356

(0.222)

GDP＋에너지 (∆  )
 1.449***

     (0.441)

석유비중 (∆)
    -0.00386

(0.00507)

    -0.00842

(0.00563)

    -0.00558

(0.00491)

가스비중 (∆ )
    -0.00619

    (0.0123)

    -0.00766

(0.0118)

    -0.00739

(0.0118)

원자력비중 (∆)
-0.0282***

(0.00719)

-0.0290***

(0.00690)

-0.0290***

(0.00691)

신재생비중 (∆)
    -0.0147

(0.0203)

    -0.00868

(0.0198)

    -0.0111

(0.0197)

산업용비중 (∆ )
0.0342

(0.0261)

0.0267

(0.0254)

0.0306

(0.0252)

가정․상업비중 (∆)
0.0417

(0.0266)

0.0277

(0.0269)

0.0357

(0.0258)

수송비중 (∆)
 0.0604**

(0.0273)

0.0486*

    (0.0272)

0.0553*

(0.0264)

 27 27 27

 0.820 0.845 0.835

adj.  0.725 0.748 0.747

 8.614 8.725 9.540

  주 : 1) 사용된 모든 변수는 차분되었으며, 모든 변수들은 안정적인 시계열임을 확인함.

      2) 1인당 GDP,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인당 배출량은 모두 로그값을 취했음.

      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p < 0.10, **p < 0.05, ***p < 0.01임.

이 CO2 감소에 기여하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수값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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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원자력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표 5>는 다중공선성 및 내생성 문제뿐만 아니라 시계열(time series)에 존

재하는 문화적 또는 시대적 흐름과 같은 비관찰적인 요소(omitted variables)를

고려하기 위하여 차분방정식을 고려하였다.10) <표 5>의 안정된 시계열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서와 같이 모든 회귀방정식에서 EKC 가설이 통계

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4>의 결과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석유비중과 가스비중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감소하고 부호가

음(－)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이라고 볼 수 없

어 단정적인 해석을 내리기는 힘들다. 부문별 에너지 수요 패턴의 차이에서는

수송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결과가 도출

된 반면 산업용과 가정․상업용 부문은 배출량 감축과는 통계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표 4>에

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과 수

송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믹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KC 가설

을 검증해 보았을 때, EKC 가설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러한 결과는 경제성장만을 고려하여 EKC 가설을 검증할 때 논란이 되는 문제

를 에너지믹스를 고려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회귀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

라는 역 U자형의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O2 배출량

은 에너지믹스에 의해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CO2 배출량이 에너

지믹스와 높은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10) 본 분석에서의 시계열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Augmented Dickey-Fuller Unit Root   

 Test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1인당 배출량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모두 수준

 변수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차분한 결과 99%의 신뢰구간 하에서 안정적이 되었으며, 1인

 당 GDP의 경우에는 95%의 신뢰구간 하에서 안정적이었지만 차분한 결과 99% 수준에서

 안정적인 시계열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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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도모해야 함과 동시에 국내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및 확산 정책을 통해 CO2 배

출량의 효과적인 감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과 경제성장 그리고 에너지믹스의 연관관계

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비록 모형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CO2 배출

량의 관계가 역 U자형이라는 EKC 가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GDP와

CO2 배출량 간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단계에서 항상 장벽으로 존재

하는 계량경제학적인 문제인 다중공선성과 내생성 문제에 대하여 변수들간의

선형관계와 도구변수 추정을 통해 계량경제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

를 통하여 확인된 EKC 가설의 검증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

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한

결과의 해석은 향후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에 위치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패널분

석 및 국가별 비교분석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둘째, 우리는 에너지원 믹스와 부문별 에너지 소비가 CO2 배출량 감축에 경

제성장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에너지믹스를 보면 지금까

지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에너지원은 원자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모형에서 원자력이 CO2 배출량 감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에너지원별 믹스를 고려한 모형들에서는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수값이 일부 음(－)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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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따라서 결과의 일관성이 약한 편이다. 즉, 일부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

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변수에서 제외된 석탄이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다. 대표적

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효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통계적

인 유의성을 골고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고 미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

중이 큰 선진국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향후 신재생에너지 비중

의 확대는 신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

상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를 보면, 산업용 수요와 가정용 수

요, 그리고 수송부문의 계수값이 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회귀모형에서

수송용 부문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즉, 에너지 소비부

문별로는 수송부문을 제외하고는 CO2 감축과 별로 큰 연관관계는 보이고 있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위해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우

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는 명확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은 1980년 이후이

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사용된 시계열이 28년으로 계량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부

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시계열이 지속적으로 축적된 이후 본 연구에서와 같은

분석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충분한 시계열이 확보된다면 구

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부분기간(sub-periods)을 뽑아내서 이 기간을 전후로 이

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즉 검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주

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연

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 즉 일본, 중국, 미국 등을 포함한 패널데이터

를 구축하여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이 CO2 배출량의 중요한 변수라

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러 국가들을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나누어 분석

하여 확고히 EKC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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