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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은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에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 수준과 기술혁신수준이 다른 

전세계 88개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이 이산화탄소배출량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을 변

화시켜 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종합해본 결과, 비록 미세하지만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모형은 각 ‘시

점 내’에서 변수 간 효과를 분석하는 정태적 모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 채용한 Panel VAR(Panel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에서는 기술혁신수준이 

시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R&D 투자)

과 같은 외생적 충격(Shock)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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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s a determining factor of the Environment Kuznets Curve hypothesis, we 

analyze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empirically validate the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an inverted U-shaped Environments Kuznets Curve hypothesis, we utilize the 

2SLS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R&D and the GDP per capita. Also, using the Panel VAR (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to analyze with what time lag R&D per capita has impact on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per capi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 per capita(proxy of 

innovation) is a important factor to explai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and that the 

external shock such as R&D per capita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with about 3 time lag.

Keywords : EKC, technology innovation, Panel data analysis, P-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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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경쿠즈네츠 곡선(EKC, Environmental Kuznets Curve) 가설은 환경오염물질과 일

인당 소득간의 역 U 자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일인 당 

소득이 낮고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염물질은 빠르게 

증가한다. 그러나 얼마 후, 소득수준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후기 산업 경제나 서

비스 경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되는데,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소득수준이 증가

하면서 시민들의 더 좋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가하고,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정

책과 관련 기술 분야에 혁신이 일어나거나, 산업구조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을 변화

하는 것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역 U자 형의 실증적인 관계는 

Grossman & Kruger (1991)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이들은 멕시코가 NAFTA 가입함으

로 인해 나타나는 오염배출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20년 동

안 여러 나라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실증적 검증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확실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의 소득과 오염물질 간의 역U자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결정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 첫째는 Panayotou (2003)의 주장과 같이, 경제발전 초기 단

계에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반면,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는 경제구조가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서비스산업

이나 경공업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 

설명 방식은 Grossman & Kroger (1995)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의 R&D 지출을 늘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지출로 인해 기존의 공해

를 유발하는 기술이 더 깨끗한 기술로 대체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R&D 투자의 증가는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이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

의 증가할 수 있는 간접효과의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기술혁신 혹은 기술발전이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논문들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dreoni & Levinson (2001)은 환경쿠즈네츠 가설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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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정치적 요인(오염 저감정책의 입법과 시행)보다는 감축기술의 도입으로 설명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축에 따른 수확체증 기술이 중요한 인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Chimeli & Bradon (2005)은 이론적 모형에서, 서로 다른 설비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차이가 횡단면적인 환경쿠즈네츠를 탄생시킨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들은 총요소생산성이 높을수록 더 나은 환경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 혁신적인 활동은 환경쿠즈네츠 곡선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증가가 감소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더 많은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는 국가일수록, 더 낮은 소득 수

준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증가가 감소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Smulders et al. 

(2011)은 내생적 혁신(endogenous innovation)이야 말로 환경쿠즈네츠 가설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생적 혁신으로 정책적으로 촉진된 기술 변화

와 부분 간 변화(inter-sectoral changes)를 유발한다고 제시하였다. 만일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합당하다면,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기후변화 방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화석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하거나 생산과정에

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를 권장하게 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감축 비용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비록 기술진보가 환경쿠즈네츠 곡선 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은 

제시되고 있으나, 실증연구에서는 대체로 일국(一國)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이들 연구들에서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 기술수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기술수준에 대한 변수로는 대체로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대리변수(proxy)들을 사용하

고 있다(Ang, 2007; Iwata et al., 2010; Nasir & Rehman, 2011). 그러나 여러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에서는 기술 혁신과 같은 국가별 특성변수와 일인당 국민소득과의 높

은 상관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편이가 발생하거나 불일치(inconsistent)한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의 88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일인당 소득과 오염물질 간의 역U자형 관계를 유발하는 결정요인으로 정부 R&D 투자

수준을 기술혁신(기술수준)의 대리변수로 직접적으로 포함시켜 분석하되, 기술혁신이 

소득수준을 통해 오염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포함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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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편 패널데이터 분석의 경우 시간이 고려되지만, 기본 모형 자체가 동일 시간 내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만큼 설명하는지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이 오염물

질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혹은 R&D 투자)이 어떤 시차를 두고 오염물질

(온실가스배출)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 VAR(panel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을  이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형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설명하고, 4장에서는 추정결과를 논의하고, 5장에서는 시사점과 결

론을 제시한다.

II. 모형

오염물질과 일인당 소득수준 그리고 다른 통제변수들 간의 관계는 여러 논문들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추정한다.

  
       

   
  



      (1)

여기서, 와 는 각각 해당 국가와 년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는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고,   는 일인당 GDP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나머지 설명변

수들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기술혁신을 나타내는 변수로,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 

R&D 투자액을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혁신 수준(  )은 직접적으로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직접적 경로에서는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공정 및 원료(연료)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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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

술, 에너지 효율개선 기술, 공정효율 개선 등의 기술혁신 수준 증가는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간접적 경로로는 기술혁신

수준이 제고되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게 되는데, 환

경쿠즈네츠 가설에 따라 특정 소득 수준(threshold)까지는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고, 

이후엔 소득 수준과 함께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 경로는 일국의 소득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기술혁신 수준의 증가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

소시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혁신 수준의 변화는 직·간접 효과가 종합적으로 일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 식에서 기술혁신수준(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

미치는 영향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나눠서 파악하고자 한다. 직접 효과는 기술혁신

수준(  )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의 직접적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간접적 영향은 기술혁신수준이 일인당 GDP(   )를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수준이 소득수준에 영

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파악하기 위해 식 (2)을 구성하였다. 기존 논문들에서도 이러한 간접효과를 고려한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Leitão, 2010; Islam, 1995; Caselli et al., 1998; Dowrick & Rogers, 

2002; Bianchi et al., 2009) 

                 (2)

식 (2)에서    (일인당 GDP)는 기술진보의 대리변수인 국가별 R&D투자액(  )

과 자본축적의 대리변수인 GDP 중 자본축적 비중(  )1)과 다른 설명변수(   )들의 함

수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다른 설명변수(   )는 인구(  )와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인 기대수명(  ), GDP 중 무역비중(  )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

술진보()의 도구변수(IV, Instrument variables)로는 기술진보에 영향을 미칠 수 

1) the gross capital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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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변수인 일인당 특허신청 개수(  )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는 관찰되지 않

는 국가의 특화된 영향을 나타내고 는 오차항이다. 만일 기술진보(기술혁신)가 일인

당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사실 식 (2)

과 같은 관계는 여러 요소들로 이뤄진 생산함수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 노동생산성과 기술 수준이 생산함수이 요소로 사용된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식 (2)에서 얻은 추정치를 통해   를 계산하고, 이를 

식 (1)에 독립변수로 포함시켜, 식 (1)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 수준이 이산화탄

소배출량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III. 데이터

본 연구는 전세계 88개국을 대상으로 2006～2012년의 패널데이터 구축하였다. 식 

(1)의 추정에 있어서, 다양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였다. 우선 일인당 GDP(   ) 변수를 포

함시키되 2차항(  
 )까지 포함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역 U의 관계에 있는지를 확

인한다. 만일 1차 항의 추정량이 양(+)이고, 2차항의 추정량이 음(–)이면 일인당 GDP와 

오염물질 간에는 역 U자형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2)에서 무역규모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포함시킨 것

을 채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총 수출된 상품 중 제품 비중(   )3)와 총 수입된 상품 중 제

품의 비중(  )4)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산업 구조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부가가치로 평가한 GDP 중 제조업 비중

(  )을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에너지사용량과 온실

가스배출량이 높다는 가정 하에, 경제 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파악한다. 또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은 국가의 

에너지 Mix의 의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2) Mycoff and Roop (1994); Panayotou (2000);

3) Manufactures exports (% of merchandise exports)

4) Manufactures imports (% of merchandise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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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온실가스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설명변수로는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  )을 포함시켰다.

<표 1>은 식 (1)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 1>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단위 설명 자료 출처

 CO2toneq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로그값 World bank 

 $/명 일인당 GDP(2005년 기준)의 로그값 World bank 

 % 수출상품 중 제품 비중 World bank 

 % 수입상품 중 제품 비중 World bank 

 % GDP중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World bank 

 kg/명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의 로그값 World bank 

 %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World bank

<표 2>는 식 (2)에 포함된 설명변수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 2>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단위 설명 자료 출처

 % GDP 중 R&D 투자 비중의 로그값 World bank 

 % 자본축적 비중 World bank 

 명 총인구의 로그값 World bank 

 년 기대수명 World bank 

 % GDP 중 수출+수입 비중 World bank 

 개 특허 개수 World bank 

<표 3>은 변수들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R&D 투자와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CO2 사례 분석

• 97 •

<표 3> 기초 통계량

변수 표본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496 1.2 1.4 ‒5.6 3.5

 1,496 9.4 1.1 6.4 11.5

 1,436 56.5 27.5 1.47 97.4

 1,434 68.9 10.6 24.4 91.7

 1,347 16.9 6.1 1.6 35.6

 1,369 7.5 0.9 2.3 9.8

 1,348 12.4 15.5 0 99.5

 1,452 ‒0.6 1.2 ‒4.4 1.5

 1,491 23.5 6.32 0.29 74.8

 1,496 5.76e+07 1.82e+07 268,916 1.35e+09

 1,496 72.4 7.54 43.5 83.5

 1,491 90.2 60.3 14.9 449.9

 1,247 12,749 52,348 1 535,313.4

IV. 실증분석

1. 패널데이터 분석

우선 식 (2)에 대한 추정 결과가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Hausman Test 결과5) 고정효

과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일인당 GDP는 기술혁신(R&D)을 비롯한 자본, 노동력

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교역비중(  )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기술진보의 대리변수로 사용된  의 추정치는 도구변수(  )를 이용

한 2SLS(two-state Least Squares)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서 2SLS을 사용한 것은 

   변수가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도구변수를 사용하

여 일치성(consistent)있는 추정치를 얻고자 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진보

5) χ
2
(4)=35.81, Pro>χ

2
=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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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은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추정치를 갖는다. 즉 R&D 

비중이 1% 증가하게 되면, 일인당 GDP는 1.0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결론

으로  의 계수도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의 계수들도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나

타났다.

<표 4> 하위 모형의 추정 결과

종속변수  고정효과

  1.02919
***

 (0.000)

 0.0125733
***

 (0.000)

 –1.050094
***

 (0.000)

  0.0493699
***

 (0.000)

 –0.0005349 (0.333)

상수항 23.48169
***

 (0.000)


  0.3787

주: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이 추정을 통해 GDP의 적합값(fitted Value)을 계산함으로써, R&D가 일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추정식을 통해 계산된 GDP의 적합값의 기초통계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5> GDP의 fitted value

 표본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447 9.48372 2.189506 3.79 15.77

<표 6>에는 (1) 식을 패널데이터 모형을 통해 얻은 추정 결과를 정리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6)

6) χ
2
(4)=81.57, Pro>χ

2
=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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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본 모형의 추정 결과

종속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0.4066871
***

0.0742595




–0.0116139

***
0.0028696

 –0.1960954
***

0.0499205

 –0.0005287  0.000617

  0.0029819
***

 0.0007071 

  0.7779188
***

0.0365286

 –0.0085496
***

0.0015815 

  0.0058653
***

0.0018187

상수항 –7.517459
***

0.5402407


 0.7353

주: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인당 GDP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역 U자의 관계를 나타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인당 GDP의 1차항과 2차항 모두에서 추정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1차항의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갖는 반면, 2차항에 대해

서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의 증

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일인당 소득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혁신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 비중이 1% 증가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0.19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 1% 증가의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서 

R&D 비중의 증가가 일인당 GDP를 증가시켜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

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식 (1)에서 종속변수(   )를  변수로 미분하는데, 

와  의 함수관계를 고려하면, 식 (3)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식 (3)의 계산 결과, 

R&D 비중 1% 증가는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0.10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D 투자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R&D 투자 증가가 일인당 GDP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수 있다. 이 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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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3)

다른 설명변수에 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증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가의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해

외의존도 감소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외 무

역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총 수입되는 상품 중 제조품 비중(  )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수출 상품 중 제조품의 비중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

실가스 배출량 보다는 해외 수입까지 포함한 제조품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산품 수입이 많은 국가는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체 비중(  )이 증가하면, 온실

가스 배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구조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

화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 

2. Panel VAR 분석

본 장에서는 패널 VAR(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R&D 투자, 일인당 GDP 그리

고 일인당 온실가스 간의 영향 구조를 분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투자의 증

가는 종국에는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본 

패널데이터 분석은 정태적(Static) 결과로, 변수들 간에 어떤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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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는 없다. 즉, 정태적으로는 미세하나마 R&D 투자 증가가 일인당 GDP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수들 간에 시차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결론이 합당한

지 결론내릴 수 없다. 따라서 R&D 투자가 일인당 GDP에 대한 영향이 어떤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 VAR(Vector Auto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패널 VAR 모형은 시계열 VAR모형을 패널데이터로 확장시킨 분석방식이다. 패

널 VAR모형은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방법이 결합된 형태로서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들의 현재 관측치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신과 여타 변수들의 과거 관측치를 설명변

수로 설정하여 시계열과정을 추론한다. 이 분석 방식은 모형작성자의 선험적 주관을 가

급적 배제하고 일반화된 형태로 모형을 작성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시

계열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을 온전히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상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

함으로써 시계열 VAR 모형에서 각 국가별 분석 기간이 짧아 발생할 수 있는 자유도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R&D 변수와 일인당 GDP, 그리

고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변수만을 활용하고, 다른 변수(설명변수)에 대한 부분은 분

석에서 제외한다. 

우선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Panel VAR 모형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패널 

VAR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alanced Panel을 이용해야 하는 제약요인이 있다. 따

라서 앞서 연구에서 활용한 88개 국가 중 33개 국가만이 연구 대상 기간 중 R&D 변수, 

일인당 GDP 그리고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모두 존재한다. 특히 국가의 구성도 선진

국, 개도국, 최빈국이 균형 있게 분포하고 있지 못하다. 33개 국가 중 20개 국가가 OECD 

국가라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anel VAR모형은 Holtz-Eakin et al. (1988)과 Love & Zicchino 

(2006)이 제안한 Panel VAR모형을 이용한다.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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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추정해야하는 계수들이다. 특히 는 개별국가 ()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는 오차항이며, 다음과 같은 직교조건(orthogonality condition)

을 충족시켜야 한다.

                     ∀   (5)

그러나 이러한 직교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측되지 않는 국가별 특성인 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패널데이터 모형에서 관측되지 않는 국가별 특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인 Fixed effect 추정법을 사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편의가 발생할 수7)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ove & Zicchino (2006)은 헬모트 변환(Helmert transformation)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선형평균차분과정(forward mean-differencing procedure)

을 사용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미래관측치의 평균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6)

여기서  는 미래관측치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Love & Zicchino (2006)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변수들과 그 시차(lagged) 설명변

수들 간에는 직교조건이 성립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연립 GMM(System GMM) 추정법에

서와 같이 시차 설명변수들을 도구변수(IV)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앞서 Panel VAR에 이용된 변수에 대해 <표 7>에서 정리하였다. 

7) 고정효과 추정법은 변수들에 대해 평균차분과정(Mean-differencing procedure)을 사용하는데, 변수들의 
평균값에는 와 가 포함되어 상관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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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데이터 설명

변수 변수 설명

 t기에 i국가의 일인당 R&D 지출

 t기에 i국가의 일인당 GDP

 t기에 i국가의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log

 log

 log

  차분의 헬모트 변환치

  차분의 헬모트 변화치

  차분의 헬모트 변환치

Panel VAR 모형 분석에 앞서 Granger Causality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표 8>는 변수들 간의 Granger Causality 결과를 보여준다.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과 일인당 R&D 투자(  ) 간에는  5%의 신뢰구간에서 상관관

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R&D 투자의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과 일인당 GDP간

(  )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인당 GDP의 변화

가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일인

당 GDP와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간에 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

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과 두 변수(일인당 R&D 투자 및 일인당 

GDP) 및 이들의 lag 변수들 ‘전체’에 대해서도 5%의 신뢰구간에 대해 상관관계가 존재

하지 않았다. 이는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일인당 

R&D 투자 그리고 일인당 GDP 모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약한 이유가 

일인당 R&D와 일인당 GDP간에 존재하는 상호상환관계(bicausality)의 영향일 가능성

이 크다. 즉, 일인당 GDP가 증가하면 일인당 R&D는 대체로 증가하지만, 동시에 일인당 

R&D가 증가하면 생산함수 모형에 따라 일인당 GDP도 증가하게 된다. 전자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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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R&D 지출(  )이 일인당 GDP(  )에 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

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Granger Causality 분석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변수 간 존재하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 8> Granger Causality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자유도 Pr 



  6.274 2 0.043
*

 21.000 2 0.000
*

 

전체 31.227 4 0.000
*



  8.261 2 0.016
*

  4.775 2 0.092

전체 10.419 4 0.034
*



  4.553 2 0.103

  1.334 2 0.513

전체  7.971 4 0.093

주: *는 5%신뢰구간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 간 영향 부분을 제거하고, 시간적인 고정 영향

(time fixed effect)을 제외하여, 어떤 한 시점에서의 한 변수의 충격(shock)8)이 같은 시

점의 다른 변수에 어떤 시차를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패널 분

석법인 Panel VAR을 활용한다.    

Panel VAR 모형에 앞서, 슈바르츠 정보기준(SIC)에 따라 최적 시차를 도출하였고 분

석 결과 2차가 최적시차로 판명되었다. 또한 패널 단위근의 안정성 측정에서는 패널 단

위근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계수가 (–1,1)사이에 존재하였다. (<그림 1> 참조) 

여기에서 변수들의 배열순서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결과에 따라 외생성(exogeneity)

이 큰 순서대로 일인당 R&D 지출(  ) → 일인당 GDP(  ) → 일인당 온실

가스배출량(  ) 순서로 하였다.

8) 여기서 충격(shock)은 각 변수들이 추세(trend)에서 벋어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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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VAR모형의 안정성 검증

  

일인당 R&D변수(  ), 일인당 GDP(  ), 그리고 일인당 온실가스배출

량 간(  )에 내생성을 제외한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각각의 t기의 변수

를 순서대로 종속변수로 두고, 해당 종속의 시차변수와 다른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사용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들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한 Panel VAR 모형은 다음의 세 개의 

추정방정식9)으로 나타난다. 

   
  



     
  



     
  



       

(7)

   
  



     
  



     
  



       

(8) 

   
  



     
  



     
  



       

(9)

9) 본 VAR모형의 실제 추정은 로그차분변수의 평균을 차감한 헐만변환을 적용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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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가, =시간, =는 시차를 나타낸다. 식 (6), (7), (8)의 , , 는 국가별 

개별효과(individual effects)를 나타내며, 고정(fixed)되어 있다. 식 (6)에서   는 과거 

일인당 GDP의 변화가 현재 일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는 과거 일인당 온실가

스 배출량의 변화가 현재 일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는 과거 일인당 

R&D의 변화가 현재 일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다른 식 (7)과 식 (8)의 모

수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패널VAR 모형은 Abrigo and Love (2015)를 참조하여,  STATA를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였다.

<그림 2> 패널 VAR의 충격반응 함수 결과(직접 영향)

<그림 2>는 패널 VAR의 충격반응함수10)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빨간색 점

선으로 표시된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인당 R&D() 충격은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감소에 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10) 모형 내의 어느 특정 변수에 대하여 일정한 충격을 가한 다음 모형 내의 모든 변수들이 시간의 경과
에 따라 반응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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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인당 R&D(  ) 충격발생 후 초기에는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이 

증가하지만, 2년 이후 감소하여, 약 3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3년 이후에는 이 충격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서의 충격

은 일회 충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해에 일 국가에서 발생한 일인당 R&D(  ) 

충격이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한편 <그림 2>의 

②에서는, 일인당 R&D(  ) 충격이 1기까지 일인당 GDP(  )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개의 효과(간접적 효과와 직접적 효과)가 함께 나

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일인당 R&D(  )가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인당 R&D(  )가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에 미치는 종합적

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충격반응함수

를 정의한다. 이 충격반응함수는 잔차항의 동기간 상관성을 배제하지 않은 충격반응함

수이다. 이는 기존 충격반응함수는 일인당 R&D가 동기간에 일인당 GDP를 변화시키는 

가능성 또는 일인당 GDP가 일인당 R&D를 동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

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배제했다면, 새로운 충격반응함수는 일인당 R&D가 일인당 

GDP를 동기간에 변화시키는 경로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일인당 

R&D 충격은 일인당 GDP에 의해서 일인당 R&D 증가하거(일인당 GDP → 일인당 

R&D)나 또는 일인당 R&D에 의해서 증가한 일인당 GDP가 다시 일인당 R&D를 증가

시키는 등의 경로(일인당 R&D → 일인당 GDP → 일인당 R&D)를 배제하여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인당 R&D가 일인당 GDP를 증가시켜,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를 배제하기 

보다는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과 같이 연간주기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일인당 

R&D와 일인당 GDP가 동기간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그대로 전제한 상태(즉, 진정

한 일인당 R&D만의 고유 충격을 따로 식별하지 않고)에서,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는 

것은 일인당 R&D의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직·간접 영향을 분리하지 않고 포괄

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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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충격반응 함수 결과는 ④를 제외하고는 <그림 2>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3>의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일인당 R&D가 증가하면, 1기까지는 온실가스배출량

이 증가하지만, 3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효과

만을 본 <그림 2>에서는 ①과 ②의 효과가 상충되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할 수 없었

지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충격반응함수의 결과(④)에서는, 

일인당 R&D가 3기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2>

의 ①에서는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기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에 반해 <그림 3>의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기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림 2>에서는 직접효과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일인당 

R&D 증가가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더 빨리 반응한 반면, <그림 3>에서는 일

인당 R&D 증가가 일인당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인당 R&D가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반감시켜, 감소세가 더 늦은 3기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 패널 VAR의 충격반응 함수 결과(직·간접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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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흥미로운 결과는 <그림 2>의 ③이나 <그림 3>의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인당 

GDP(  )가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  )에 5%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쿠즈네츠 가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결

과로, 어떤 국가(특히 개도국)의 경우 일인당 소득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양(+)의 영향이 

미치는 반면, 다른 국가(특히 선진국)의 경우 음(–)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균적인 

영향은 서로 상쇄되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와 같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는 일인당 GDP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혁신 수준 그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적으로 정태적 모형에서는 정부의 R&D투자는 미세하지만 일인당 온실가

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 투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떤 시차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 사용한 분석 결과, Granger Causlity 분석에서는 일인당 R&D와 일인당 온실가

스배출량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R&D가 일인당 GDP에 영향

을 받는 부분을 제거하고 분석한 Panel VAR 모형 결과 약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R&D 

충격이 온실가스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 번의 R&D 충격은 약 3년 정도만 일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투자가 일인당 

GDP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일인당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까

지 고려한 모형에서는 일인당 R&D 투자의 증가 충격은 3년의 시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

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R&D 투자의 증가는 일

인당 GDP를 높여 결과적으로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만(간접적 경로), 

R&D 투자의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직접적 경로)가 더 크기 때문

에, 정부의 R&D 투자의 증가는 종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효과가 있는 정책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료 확보의 한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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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본래 의도라면, GDP 중 정부 R&D 비중 보다는 GDP 중 재생에

너지 분야나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의 정부 R&D 비중을 사용할 경우, 보다 현실 설명력

이 높은 연구를 진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은 분

야에 대한 R&D 지출에 대한 데이터의 구축과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전체 정부 R&D 비중을 사용한 것은 이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nel VAR 분석에서 전체 8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데

이터가 충실한 33개국을 대상으로만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결정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추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관련 R&D 비중 데이터와, 연도별 R&D 데이터가 더 많

은 국가들에 대해서 축적될 경우, 보다 현실설명력 있는 분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PVAR 모형 자체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R&D 투자의 증가 충격이 3년의 시

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하

였다. 그러나 PVAR모형에서는 왜 3년의 시차를 두고 R&D투자의 증가가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이는 R&D 투자와 이를 통한 관

련 제품이나 설비의 증가까지의 시차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R&D 투자 생태계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원인에 대한 답은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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