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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기술 신,생산성 간의 계를 한국 제조

업 14개 분류 산업을 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실증하 다.즉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 신이 유발되고,환경규제

로 유발된 기술 신이 생산성 증가를 일으킨다는 강형포터가설을

2-stage회귀모형을 통해 단계 으로 확인하고,시간지연 효과를

분석하여 동태 인 계를 확인하 다.

이 연구의 첫 부분에서는,포터가설과 련된 이론을 고찰해보

고 이와 련된 환경규제, 신보상과 생산성의 정의를 살펴보았

다. 한 강형포터가설에 한 국내외 연구 분석을 통해 최근 논

문들의 경우 양(+)의 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의

경우 직 인 실증 연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는 포터가설의 분석을 하여 2-stage모형을 설정하

다.환경규제가 기술 신에 미치는 향에 한 모형 1과 기술

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모형 2,3을 설정하 다.

한 분석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를 설정하 다.

분석 결과,분석 기간 동안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 신이 유발

되었고,이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다는 환경규제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단계 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한 환경규제가 기술 신

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유발된 기술 신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

지기까지는 2년이 걸리기에 총 3년의 시간이 지나야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어 :포터가설,환경규제,기술 신,총요소생산성,2-stage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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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 목

1)연구의 배경 목

한국경제에 있어 환경규제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첫째로, 기,철강,시멘트, 자제품 등의

환경오염집약산업이 한국경제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산

업에 끼치는 향이 크다. 한 이러한 산업들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환

경규제로 인하여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향을 받게 된다면,자연스

국가 경제에도 큰 향을 끼친다.

한,2009년 한국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 비

30% 감축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7년부터 목표 리제를 시행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자발 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시행하 다. 한 2015년부터 비(非)의

무 감축국가(non-Annex1)로써는 이례 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정이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환경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환경규제와 산업 경쟁력 간의 계를 알아보는 것이 요한데,

이에 해서는 두 가지 립되는 주장이 존재한다.하나는 신고 학 의

이론으로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간에 음(-)의 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며,이러한 견해가 일반 으로 리 알려져 있다(이명헌,2008).환경규제

는 환경규제 응비용을 발생시켜 총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이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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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포터가설은 신고 학 의 주장과는 립되는 가설로,두 변수 간에 양

(+)의 계가 있다고 주장한다.포터는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규제이행

비용을 감시킬 수 있는 기술 신을 유도하고,유발된 기술 신은 기업

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조주 ,2003).따라서 포터가

설에서의 산업경쟁력은 신고 학 에서 얘기하는 정태 경쟁력이 아니

라,기술 신에 기반한 동태 경쟁력을 의미한다(Porter & Linde,

1995).

포터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Jaffe& Palmer,1996).하

나는 약형포터가설(WeakPorterhypothesis)로써,환경규제와 기술 신

간에 양(+)의 계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르면 환경규제로 인하여

신보상에 한 유인이 증가하고,이를 해 기술 신이 유발되게 된다.

다른 하나는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간에 양(+)의 계가 존재한다는

강형포터가설(StrongPorterhypothesis)이다.약형포터가설과는 다르게,

강형포터가설은 환경규제가 궁극 으로 산업경쟁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계에 하여 언 한다.두 가지 포터가설은 [그림 1]에 개략 으로 나

와 있다.

[그림 1] 약 포 가 과 강 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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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강화와 산업경쟁력의 계를 다루는 강형포터가설의 경우,

포터가설이 주장된 지 20년이 지난 재까지도 비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과거 연구들의 경우 음(-)의 계를 보이는 실증연구들이

많았으나 근래 연구들의 경우 양(+)의 계를 보이는 실증되고 있는 추

세이다.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Ambec(2013)은 하나는

포터가설에서 가정하는 경쟁력이 기술 신에 기반한 동태 경쟁력임에

도 불구하고, 부분의 논문에서 이러한 계를 동태 으로 분석하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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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목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기술 신,생산성 간의 계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즉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 신이 유발되고,환경규제로 유

발된 기술 신이 생산성 증가를 일으킨다는 강형포터가설을 단계 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이들의 시간지연 효과를 분석함으로

써 환경규제,기술 신과 생산성간의 동태 인 계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 분석 모형을 2단계로 분리한 2단계 모형을 사

용할 것이다.2단계 모형을 사용하면 강형포터가설을 차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첫 번째 모형은 약형포터가설을 실증하는 모형이다.이를 통해 환경규

제가 기술 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향을 미친다면 얼마만큼의

시간 지연을 두고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두 번째 모형은 강형포터가설을 실증하는 모형이다.환경규제로 인하

여 유발된 기술 신이 생산성의 가를 유발하는지, 이에는 얼마만큼

의 시간 지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를 분석함으로써,그동안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져 왔던 Porter가

설을 재조명하고,나아가 환경규제의 효과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에서 환경규제의 정 인 경제 향과 그에 따른 정

당성을 제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 ’혹은 ‘친환경 경제성장’의 국

제이슈에 부합하는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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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하여 연구의 상을 한국 제조업을 상

으로 선정하 는데 그 이유는 첫 째로,제조업은 표 으로 생산된 제

품과 환경오염의 양이 비례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산업의 종류

와 무 하게 환경규제가 증가할수록 이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상하 다.다음으로는 통 투입요소인 자본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이러한 투입요소가 주를 이루는 산업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투입요소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산정하기 용이할 것이라 상하 다.

한국 제조업 그 범 를 제조업에 속해있는 14여개의 분류 산업으

로 산정하 다.지정된 산업은 [표 1]과 같다.세부 선정기 은 한국표

산업분류 9차 개정의 기 을 따랐다.제조업에 속해있는 분류산업

2003년 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선정하 다.

[  1] 연  상 업 

류 산업 류 시간  범

업

식료 , 담 ,   복 모 , 가죽  신 , 목

재,   , 출   쇄, , , 고  

 라스틱, 비 , 1차 , 립 , 계, 사

용   컴퓨 , 계

2003-2012



- 6 -

3.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환경규제가 기술 신을 유발하고,이로 인하여 일어난 기술

신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다는 강형포터가설을 확인하는 것이 목 이

다.따라서 포터가설과 련된 이론을 고찰해보고,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제조업에 한 실증 분석을 하 다.이론 고찰 부분에서는 먼

본 연구가 확인하려는 포터가설에 하여 살펴본다.그 다음으로는

실증 분석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어떠한 모형을

설정하 는지,어떠한 자료를 수집하 는지를 살펴본다.그 후에는 생산

성을 추정하기 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방법에 하여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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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존 연구 이론의 고찰

1.포터가설과 환경규제, 신보상과 생산성의 정의

Porter와 vanderLinde(1995)는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투입요소의

비용 감,기업 혹은 산업 규모의 형화 등 일정한 시 의 정태 인 경

쟁력(staticcompetitiveness)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시각을 비 하며,시

간의 흐름에 따른 경쟁력인 동태 인 경쟁력(dynamiccompetitiveness)

의 개념을 강조하 다.동태 인 경쟁력이란 지속 인 기술 신과 생산

능력의 증 를 통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한 Porter는 환경규제가 이러한 동태 인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다

보았으며,이로 인하여 환경규제에 응하기 한 비용의 일부분,혹은

부를 기술 신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보았다.이를 기술 신보상

(innovationoffset)이라 하는데 이는 환경규제 응비용의 감과 더불어

같은 환경규제를 용받지 않는 해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우 를

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Porter는 실제 기업들의 행동이 이윤 창출을 한 최 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낙 주의 (Panglossian) 인 믿음과는 다르게 최 의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환경규제가 이러한 이윤 창출의 기회를 기업들이

인지할 수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다고 주장한다.

일례로,폐기물,유해물질,혹은 에 지와 같은 오염이 환경에 배출된

다는 것은 자원의 사용이 불완 하고 비효율 이라는 의미이다.따라서

환경규제는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 인 사용(resourceinefficiency)에

한 신호가 된다. 한 환경규제가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같은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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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을 주어 기업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 다.

이와 같이 포터가설은 환경규제가 생산성,특히 자원생산성(resource

productivity)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일반 으로 이러

한 인과 계를 2단계로 나 어 약형포터가설(WeakPorterhypothesis)와

강형포터가설(StrongPorterhypothesis)로 분리한다.약형포터가설은 환

경규제로 인하여 기술 신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며,강형포터가설은 이러

한 기술 신이 생산성 향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으로,포터가설의 후

반부에 해당한다.

2.강형포터가설에 한 해외연구

포터가 1991년 포터가설을 주장한 이후(Porter,1991),많은 연구자들

이 이 가설에 하여 수많은 실증 결과를 냈다(Ambec,2013).강형포터

가설에 한 실증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이를 간략하게 도

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강형포터가설의 경우 솔로우의 성장이

론에 기반하여 생산성 증가를 종속변수로 둔 분석한 실증연구들이 많다

(Solow,1957)(이명헌,2008).

[그림 2] 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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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ffeandPalmer(1995)는 1995년 이 에 발표된 강형포터가설 실증연

구의 부분을 재분석하 다.Jaffeetal(1995)은 환경규제와 생산성간에

음(-)의 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검토된 실증연구의 한 로

GollopandRoberts(1983)는 1970년 미국의 이산화황(SO2)규제로 인하

여 생산성 증가분이 43% 감소했다는 결론을 냈다. 그 외에도

Denison(1979),SmithandSims(1983),Gray(1987),Dufour,Lanoieand

Patry(1998)등의 실증연구에서 모두 두 변수간의 계가 음(-) 계

임을 확인하 다.

하지만 최근 연구의 경우,양(+)의 계가 실증되었다.Bermanand

Bui(2001)의 경우 LA의 엄격한 기규제에도 불구하고 LA에 치한 정

유공장(oilrefinery)가 다른 주에 치한 정유공장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

을 가짐을 입증하 다.Alpay,Buccola,andKerkvliet(2002)의 경우에도

멕시코의 환경규제 강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산업의 생산성이 증

가함을 확인하 다.Lanoie,PatryandLajeunesse(2008)만이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양(+)의 계를 입증하 다.

Lanoieetal(2008)의 경우 1985년-1994년 동안 퀘백주(Quebec)의 제

조업을 상으로 동태모형을 사용하 다.환경규제 리변수에 3년이라

는 시간지연(time-lag)을 사용하여 생산성과 환경규제간의 동태 인

계에 하여 고려하 고,규제변수로 규모의 경제성(Scale),산업의 순환

율(Cycle)을 고려하 다.그 결과 특정연도의 환경규제는 동일년도의 생

산성의 감소를 가져옴을 확인하 고,2년과 3년 뒤의 생산성은 증가를

가져옴을 확인하 다.

해외연구를 분석한 결과,과거에는 음(-)의 결론을 내는 연구들이 많

았으나,최근에는 양(+)의 결론을 내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 최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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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추가 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이러한

논문의 경향은 의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붉은색은 동태모형을

의미한다.(Lanoie,2008)

한 동태모형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 Lanoieetal(2008)을 제외하고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Ambec,2013)Ambec(2013)은 강형포터가설을

동태모형으로 입증하려는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강형포터가설에 한 국내연구

국내의 경우 강형포터가설에 한 연구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

다.이에 하여 직 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이 범,지 정(2011)과

김종호(2012)가 있으며,간 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이명헌(2008)이

있다.강형포터가설을 직 으로 다루고 있는 두 논문과 간 으로 다

루고 있는 논문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의 경우 강형포

터가설에 하여 일 된 결과를 내고 있지 않다.

이 범 외(2011)의 경우 패 회귀방정식을 사용하 다.부가가치액

(VAD)을 방정식의 종속변수로 설정하고,환경규제로 인하여 유발된 산

업의 R&D 지출액의 추정치()를 설명변수로 하여 두 변수간의 계

를 검증하 다.이 두 변수간에 양(+)의 계가 존재함을 확인하 는데,

구체 으로는 환경규제로 인하여 R&D 지출액이 1% 증가하면 산업의

부가가치는 0.743%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하지만 이 연구는 환경규제

와 산업경쟁력간의 직 인 계를 확인하지 못하 고,산업경쟁력을

표할 리변수로 부가가치액을 산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종호(2012)의 경우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간의 직 인 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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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Lanoie(2008)의 모형을 사용하 다. 체설비투자액 환경 련투자

액의 비율을 환경규제를 나타내는 리변수로 사용하고,Tornqvist지수

를 통해 추정한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두 변수간의 동태 인 계를

검증하 다.그 결과 투자가 시작된 시 으로부터 1~2년간은 생산성 개

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그 이후로는 통계 으로 유의 인 수 에

서 생산성 개선효과를 나타내 강형포터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명헌(2008)의 경우 강형포터가설을 직 으로 입증한 연구는 아니

다.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환경규제가 산업의 생산성증가에 미치는

향(PGR)을 종속변수로 두고 시장지배력(MarketPower)를 설명변수로

두어 시장지배력과 규제완화의 계에 한 검증을 목표로 하 다.모형

에서 산출된 PGR의 부호로 강형포터가설을 설명할 수 있는데,PGR의 부

호가 산업별로 다르며,때때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강형포터가설에 한 국내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2] 내연  리

연 연  특징 변수 변수 결과

범 

(2011)

신  생산 에 

미 는 향 
가가 액

규  

R&D 비용
(+)

(2012)

경규 가 생산 에 

미 는 향 
생산 증가

체 액 비 

경 염지출 비
(+)

헌

(2008)

시장지 과 경규

 계 
생산 증가 경규

미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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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결

강형포터가설에 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간의 계가 음(-)의 계를 보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논문들의 경

향이 양(+)의 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최근 자료에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경우 강형포터가설에 한 연구가 미비하고,환경

규제로 인한 기술 신을 통해 일어나는 산업경쟁력간의 직 인 계를

단계 으로 실증한 논문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포터가 가정하고 있는 동태 경쟁력의 개념을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통해 강형포터가설을 입증한 연구가 미비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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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분석 모형 설정과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14개 제조업으로 구분된 횡단면

(cross-sectional)자료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가 합쳐

진 패 자료이다.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모형으로 패 분석 모형을 사

용한다.

패 분석 모형은 횡단면 단 와 시간 단 (   ,  )

를 갖기 떄문에 횡단면분석(  ), 는 시계열분석(  )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도를 가지며,다 공선성을 일 수 있어 모수 추정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패 분석 모형은 시간 동태성과 개체들의 고유성에 한 정보

를 포함할 수 있어, 락되거나 미 찰된 변수의 향력을 통제할 수 있

다.이는 횡단면분석이나 시계열분석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

도 변하지 않는 특성인 개체특성효과(individualeffect)와 특정 시기에

모든 변수에 향을 미친 시간특성효과(timeeffect)를 고려하여 보다 정

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패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추정방정식의 상수항과 계수가 산업그룹별

연도별로 같은지의 여부,그리고 오차항의 구조에 따라 분석 모형을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model)

로 나 수 있다.고정효과모형은 개체특성효과, 는 시간특성효과들이

고정 (fixed)인 상수로 가정하는 모형이다.반면에 확률효과모형은 이런

효과들을 확률항으로 가정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특성효과와 설명변수가 상 계가 없다”는 귀무

가설을 검정하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Test)을 시행하고,이를 통해

고정,확률효과모형 합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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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석 모형 설정

본 연구는 환경규제로 인하여 환경기술 신 유발되는지를 확인하고,

환경기술 신이 유발된다면,이가 생산성 증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환경규제와 기술 신,생산성

증가간의 계를 동태 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목 이 있다.

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 분석 모형을 2단계로 분리한 2-stage모형을

사용할 것이다.이는 [그림 3]에 나와 있다.첫 번째 모형에서는 환경규

제가 환경기술 신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이를 통해 환

경규제가 유발한 기술 신을 유발하는지, 동태 인 계는 어떻게 되

는지를 확인할 것이다.두 번째 모형은 산업의 경쟁력 증가와 환경기술

신 간에 어떠한 상 계가 있는지를 동태 으로 분석할 것이다.

2-stage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 때문이다.첫 번째로

환경규제가 환경기술 신으로 이어지고,이로 인해 유발된 환경기술 신

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강형포터가설을 차 으로 입증할 수 있

다.다음으로는 생산성 증가를 기술 신 변수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환경

규제와 생산성증가와의 직 인 계를 분석하는 모형과 비교했을 때

기술 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생산성 증가에 하여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 15 -

[그림 3] 강 포 가  증   2단계 모  개

1)모형 1:환경규제가 환경기술 신에 미치는 향 분석

첫 번째 모형의 목 은 환경규제와 환경기술 신간의 동태 인 계를

분석하는 것이다.이를 해 설정된 모형은 아래와 같다.

ln   ln   ln ln 

 =14개 산업의 고유번호

 =2003~2012년의 연도

 =0~1년도의 시차

 =산업의 환경 련 R&D지출액,환경기술 신을 표

 =산업별 환경오염방지지출액,산업에 한 환경규제를 표

 =산업별 정부재원 연구개발 투자비용

 =산업별 부가가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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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설정되었다.

-부가가치가 클수록 이윤도 커지며,이로 인하여 환경 련 R&D에 투

자할 재원과 유인이 증가한다.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액()이 증가하면 환경 련 R&D 투자

를 통한 기술 신의 유인이 증가한다.다만 이를 해서는 시간이 필요

할 것이다.(=0~1년)

-환경규제의 정도가 강해질수록,환경규제 응비용이 높아지게 될 것

이고 따라서 강해진 환경규제에 응하기 하여 기술 신에 투자할 유

인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환경 련 연구개발비 지출을 이끌

어내는 보완 인 계를 가질 것이다.즉 양(+)의 계를 가질 것이다.

본 모형은 부분 으로 기존의 약형포터가설을 입증하는 선행연구의 모

형을 따르는데,이미홍(2003),조주 (2003),이 범,지 정(2011)의 경우

두 변수간의 계를 로그를 취하여 추정하 다.강만옥,이상용(2006)의

경우에만 두 변수간의 계를 선형 으로 추정하 다.따라서 본 모형도

변수들간의 로그값을 취한 상 계를 분석한다.

한 환경규제가 유발한 기술 신을 확인해야 하므로,두 변수 간 상

계가 아닌 선후 계,혹은 인과 계를 분석해야 한다. 부분의 선행

연구는 환경오염방지투자에 1~2년의 시차를 두어 이를 확인하 다.

이미홍(2003)의 연구를 제외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산업의

민간재원 R&D 투자비용을 사용하 다.본 모형은 이미홍(2003)의 연구

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로 환경 련 R&D 투자액을 사용함으로써 R&D

투자비용 환경규제로 인하여 유발된 비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더

정확한 변수를 사용한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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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형 2:환경기술 신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향 분석

두 번째 모형의 목 은 환경기술 신과 노동생산성과의 동태 인 계

를 확인하는 데 있다.이를 해 고려하고 있는 모형은 아래와 같다.

ln   ln   ln   

 =14개 산업의 고유번호

 =2003~2012년의 연도

 =0~1년도의 시차

 =산업별 부가가치액,생산성을 표

 =산업의 환경 련 R&D지출액,환경기술 신을 표

 =산업별 종사자수

 =산업별 가동률지수,경기변동성을 표

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설정되었다.

-환경기술 신은 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액)을 증 시키는 결과를 가

져올 것이다.하지만 기술 신이 생산성 증 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지연(,0~2년의 시차)이 있을 것이다.

-산업별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부가가치액()이 증가할 것이

다.

-가동률지수가 높을수록 부가가치액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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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은 부가가치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기술 신과 생산성증가

와의 계를 검증한 이 범,지 정(2011)의 모형을 따른다.이 범,지

정의 경우 환경 R&D투자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산업의 민간재원 R&D

투자비용 환경규제로 인하여 유발되는 투자비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기에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Porter의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 다.본

모형의 경우 환경 R&D투자비용과 부가가치액과의 계를 직 으로

분석한다는 장 이 있다.

3)모형 3:환경기술 신강도가 총요소생산성변화에 미치는 향 분석

세 번째 모형의 목 은 두 번째 모형과 마찬가지로,산업의 생산성 변

화와 환경기술 신간의 계를 동태 으로 입증하는 데에 있다. 한 부

가가치액() 신 총요소생산성()를 생산성 표 변수로 사용함

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환경기술 신과 생산성과의 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 이다.이를 해 설정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14개 산업의 고유번호

 =2007~2011년의 연도

 =0~2년도의 시차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산업의 경쟁력을 표

 =환경R&D투자액 /민간부분R&D투자액,환경기술 신의 강도

 =부가가치액 변화율,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보정

 =산업별 가동률지수,총요소생산성의 경기변동성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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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설정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은 환경기술 신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증가할 것이다.

다만 환경기술 신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

간지연(,0~2년의 시차)가 있을 것이다.

-산업의 부가가치액()이 증가할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총요

소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동률지수가 증가할수록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다.

본 모형은 부분 으로 강형포터가설을 입증하는 선행연구의 모형을 따

른다.Lanoie(2008)와 김종호(2012)의 경우 포터가설의 생산성 증가를

표하는 변수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 다.본 모형은 환경규제의 정도

를 설명변수로 설정한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환경기술 신의 정도를 설명

변수로 두고 생산성과의 계를 검증한다.

본 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총요소생산성이 1차 차분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 한 1차 차분의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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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성 개념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포터가설의 경쟁력을 표하는 리변수로 총요소생산

성을 사용하 다.총요소생산성(TotalFactorProductivity,이하 TFP)이

란 노동과 자본 등 총요소투입 단 당 산출량의 변화율을 의미1)하며,이

것은 산출증가율을 요소투입에 의한 기여분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된다(한국생산성본부,2008).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하

나는 넓은 의미의 지수 근방법(indexnumberapproach)에 의한 근

방법이고,다른 하나는 계량경제학 근방법으로 일정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통계자료를 가지고 생산함수를 계량 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1)외부 자료 사용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측정하기 이 에,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가 있는지, 이러한 자료를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

다.

한국생산성본부(KPC,KoreaProductivity Center)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정보를 포함한 “총요소생산

성 국제비교”를 발표하고 있다.2013년에 발표된 자료는 산업분류 분

1) 요 생산  여러 가지 생산요 가 는 경 에  요 과 산출간

 계  는 것 다.   경 에 용 는 동, 본, 천연 원 등  

량  에 비  2  증가  , 산출량도 게 2 가 었다 , 

요 생산   증가 지 않  결과가 다. 그러나 량  2 가 었  , 산

출량  2.3  증가 다  산출량과 량  잔차(residual)  0.3만큼 요 생

산  증가  것  다.( 생산 본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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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 1970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정 방법은

KLEMS방법이다.이는 투입 요소를 기본 인 자본(K),노동(L)외에도

에 지(E),원재료(M),그리고 서비스(S)로 생각하고 성장회계방식에 따

라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본(K)와 노동(L)을 투입량으로 사용하

는 경우,생산된 산출량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사용한다.하지만 KLEMS

방식의 경우 간재인 에 지,원재료,그리고 서비스도 투입물로 산정하

기에 산출량 변수를 생산액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비교를 하여 국제산업분류

기 을 따라 산업을 구분해놓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기타

설명변수(환경오염방지지출,연구개발비,가동률지수 등)과 산업 구분이

같지가 않다는 단 이 있다. ,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본과 노동만

을 투입량으로 산정하는 모형을 사용하 고,KLEMS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2)생산함수 가정

이명헌(2008),조주 (2002)의 경우 생산함수를 일정한 형태로 가정하

고,이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 다.이 경우 생산함수를 가정해야

하기에 생산함수에 한 엄 한 가정이 필수 이다. 한 본 연구에서처

럼 산업 반에 한 생산함수를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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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rnqvist지수 사용

총요소생산성을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지수를 이용하여 총요

소생산성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경우 생산함수를 가정하지 않

아도 된다는 장 이 있다.

생산량 을 자본투입량 ,노동투입량 ,그리고 생산성에 한 함

수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생산량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양변에 자연로그 ln을 취한 뒤,이를 시간에 하여 미분하면 생산함

수는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ln


 ln

이를 연쇄법칙에 따라 계산하면











 




 








  

   
 



 
 

 




 




 



여기서 는 임 을 나타내며 은 자본투입량에 한 비용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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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체 산출량 에 한 노동의 몫,


 을 체 산출량

에 한 자본의 몫이라 정의하면 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이를 총요소생산성 증가분 


에 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즉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생산량,자본투입량,노동투입량의 증가와

련된 자료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

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추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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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 선정 측정

1)산업구분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시기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이다.

연구 상 시기동안 산업별 분류 개정은 없었으나 자료에 따라 그 분류

가 상이하 다.따라서 모든 자료에 하여 산업구분을 맞추기 한 작

업을 실시하 다.최종 으로 2003-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14개 산업분

류로 자료를 [표 3]와 같이 정리하 다.

[  3] 료  14개 산업  

분류 번호 산업 분류 9차 개정 분류

1 음식료품 C11 + C12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6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0 + C21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14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C32 + C33



- 25 -

2) 오염방지지출액(, Pollution Abatement Cost and

Expenditure)

환경규제의 강도를 표하는 리변수로는 오염방지지출액을 사용한

다. 련 선행연구에서는 환경규제의 특성상 환경규제의 강도가 강해질

수록 규제 상인 기업,산업에서의 오염방지지출액의 비율이 늘어날 것

을 산정하 다.(Lanoie,2008)이는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염방지지출액은 산업은행에서 매년 발간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의

자료를 사용하 다.강만옥,이상용(2006),이미홍(2003),김종호(2012)등

은 국내 산업에 한 오염방지지출액을 공해방지투자비용과 에 지 약

투자비용의 합으로 산정하 다.따라서 본 연구의 오염방지지출액 자료

도 공해방지투자비용과 에 지 약비용의 합으로 산정한다.산업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공해방지투자비용은 매연,유독가스,폐기물,폐수 등 환

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한 투자비용의 총량을 의미하며,에 지

약투자비용은 공정상 필요한 연료, 력 등의 에 지자원을 감하기

한 각종 유형자산에 한 투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해방지투자비용이 포함하고 있는 비용이 환경규

제를 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림 4]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내 경 야별 경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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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2009년 기 한국 환경규제의 분야별 총량을 정리한 것이

다(이원희,2010).환경규제수의 상당부분이 기,수질,자원순환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오염방지지출액이 이를 표할 수 있다.따라서 환경규제

의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산업별 오염방지지출액의 비율 변화를 사용

하는 것이 합하다.

3)연구개발투자액(,,)

환경기술 신을 표하는 리변수로는 환경R&D투자비용을 사용한다.

강만옥,이상용(2006),조주 (2004),이 범,지 정(2011)등 많은 선행

논문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액으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

고”를 이용하 다.본 연구의 경우 과학기술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

공되는 사회경제 목 별 연구개발비 목록 하에 환경목 연구개발비를

환경R&D투자비용으로 산정하 다.

연구개발비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으로 인한 연구개발비는 재원별 연

구개발비 목록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하 다.

4)총요소생산성( ,TotalFactorProductivity)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국제생산성 산정 기 에 맞추어 2007년부터 매

년 한국의 산업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 정보를 포함한 ‘총요소생

산성 국제비교’를 발표하고 있다.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1970년부터 2013

년까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투입 요소의 증가율에 한 시계열 자

료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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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S방법이다.이는 투입 요소를 자본(K),노동(L),에 지(E),원재

료(M),서비스(S)로 나 고 성장회계방식에 따라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주 (2003),김종호(2012),이명헌(2008),Lanoie(2008)과 같은

선행연구의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자본,노동만을 투입 요소로 보

고 간 투입 요소인 에 지,원재료 서비스는 투입량으로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 다.이런 방식으로 간 투입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투입 요소간 체율을 자본분배율과 임 2개 변수로만 산정하면 되어

상 으로 간단하게 가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김종호(2012)의 연구를 따라 Tornqvist지수를 사용하여 총요

소생산성을 추정하려고 한다.Tornqvist지수는 아래와 같다.










   



 =14개 산업의 고유번호

 =2003~2011년의 연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부가가치액 증가율




=자본투입량 증가율




=종사자수 증가율

 =자본분배율 =1-노동소득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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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부가가치액의 경우 통계청의 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산정되어야 할 부가가치액의 증가율은 명목가치의 증가율이 아니라

실제가치의 증가율이 반 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국민계정의 제조

업부분 GDP디 이터를 사용하여 실제가치로 변경하 다.

자본투입량과 종사자수 증가율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본투입량

증가율 자료와 종사자수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 다.자본분배율의 경우

국민계정의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산정하여 사용하 다.산정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표 4]와 같으며 [그림 5]에서 이를 간단하게 확

인할 수 있다.

[  4] 산업별 요 생산  증가  

분류 산업 연수 평균 최저 최고

1 음식료품 9 0.01641 0.003687 0.029133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9 0.02062 -0.00045 0.041688

3 가죽, 가방 및 신발 9 0.00013 -0.02822 0.028477

4 목재 및 나무제품 9 0.012454 -0.0112 0.036112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9 0.007436 -0.01632 0.031188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9 0.031552 0.001305 0.061799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9 0.027179 -0.00175 0.05611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0.016591 -0.00134 0.034521

9 1차 금속 제조업 9 0.0373 -0.01504 0.089639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9 0.047459 0.021543 0.07337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 0.038797 0.020045 0.057548

12 전기장비 제조업 9 0.028375 0.003952 0.052797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 0.041568 0.003278 0.079859

14 가구 및 기타 제품 9 0.017395 -2.31E-0
6 0.03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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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업별 요 생산  증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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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기술 신변수()

환경기술 신변수는 환경기술 신의 정도를 나타내기 하여 산정되었

다.본 연구에서는 민간재원 연구개발비 비 환경R&D연구비용의 비율

이 증가하면 환경기술 신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았다.이명헌(2008)은

환경규제변수를 2-yearmovingaverage(MA)를 통하여 산정하 고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통해 변수를 산정하 다.이 식은 아래와 같으

며 산정된 산업별 환경기술 신변수의 평균은 [그림 6]과 같다.

  
    









 


  

  
 






 =14개 산업의 고유번호

 =2004~2011년의 연도

 =환경기술 신 정도를 표하는 변수

 =환경R&D투자액

 =민간재원R&D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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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업별 경 신변  평균

6)가동률지수()

가동률지수란 어떤 기 시 의 생산설비 가동상황을 100으로 했을 때

그 시 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나 실제로 설비가 가동하고 있는가를 나타

내는 지수로,호황일 때는 올라가고 불황 시에는 내려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자본투입량의 변화율을 투입

요소로 산정하 기 때문에 자본 체가 산업의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계

산되게 된다.하지만 실제로는 자본 체가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총요소생산성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하여 Lanoie(2008)와 마찬가지로 총요소생산

성에 직 향을 주는 변수로 통계청 업제조업조사의 산업별 가동률

지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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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업규모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기술 신으로 인

한 생산성 증가분을 보기 함이다.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엄 한 의미에

서는 자본 노동량의 증가로 설명할 수 없는 재화 용역 생산량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분의 부가 기술진보

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으며,기술진보 외 인 요인으로 인

하여 증가한 총요소생산성의 잔차를 보정할 통제변수가 필요하다.

한 호 외(1999)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기술 외 인 기여요인으로 규

모의 경제와 배분 효율성을 제안하 다.Lanoie(2008) 한 총요소생산

성을 통제하기 한 변수로 산업규모통제변수를 사용하 다.따라서 본

연구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산업규모를 통제할 변수를 산정한다.

     

    

 =14개 산업의 고유번호

 =2004~2011년의 연도

 =산업규모통제변수,규모의 경제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분을 통제

 =산업별 부가가치액



8)기타 자료

그 외 필요한 산업별 부가가치액,종사자수는 통계청의 업제조업조

사 자료를 사용하 다.

9)변수 총 정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각 변수에 한 기

술통계량은 뒤 부록에 첨부하 다.

[  5] 연   상 료 리

변수 사용변수 출처 단 간

 염 지지출액 비 계 사 만원

2003

-2012

 경목  연 개  비용 과 통계 비스 만원

 요 생산 추

 민간재원 연 개  비용 과 통계 비스 만원

 재원 연 개  비용 과 통계 비스 만원

 가동 지 업 업 사

 산업규모통 변 추

 가가 업 업 사 만원

 사 업 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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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모형의 추정결과 해석

1.모형 1분석결과

본 에서는 아래의 모형 1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의 강화가 환경R&D

투자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분석을 하 다.

ln   ln   ln ln 

모  1: 경규 가 경 신에 미 는 향 

본 모형 내에는 시간지연효과(,0~1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먼 ,

시간지연이 존재하지 않을 때(  )와 시간지연이 존재할 때(  )환경

R&D투자와 환경규제 간 계를 살펴보기 하여 산포도를 작성하 다.

[그림 7]은 연도와 무 하게 분석 기간에 하여 작성한 산포도 결과

이다.분석 기간 각 년도에 한 산포도는 부록에 수록하 다.

[그림 7] 경규 변 (축)과 경R&D (축)  ()  우( )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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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패 자료이기 때문에 산업,시

간 별 더미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인지,고려해야 한다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어느 것으로 정할 것인지를 검정을 통하여 결정해야한

다.

산업의 고정효과를 검정하기 하여 Chow 검정을 시행하여 보았다.

Chow 검정은 “모든 개체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정이다.검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  6] Chow 검  결과

산업더미

F-value 8.27

Prob>F 0.0001

검정 결과,산업 더미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경우 높은 유의수 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 다.즉 산업더미변수가 포함된 모형이 포함되지 않

은 모형에 비하여 설명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정 결과,합동 모형(pooledOLS)를 사용하지 않고 산업에

한 더미변수를 넣은 모형이 더 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별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어느 것이 더 모형에 합

한지를 알아보기 하여 Hausman검정을 시행하 다.검정 결과 매우

높은 유의수 에서 고정효과가 유의함을 보 다.

한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간 자기상 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Wooldridge검정을 시행하 다.검정 결과 p=0.05에서 “1계 자기

상 성이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다.즉 본 모형은 1계

자기상 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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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오차항의 이분산성 여부를 진단하기 하여 Wald검정을

시행하 다.검정 결과 p=0.000으로 “모든 개체의 분산은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본 모형에서 이분산성이

존재함을 말해 다.

모형에 한 검정결과는 [표 7]과 같다.

[  7]  검  결과

검정 Hausman Wooldridge Wald

Chi2 F Chi2

Value 25.08 3.805 83.75

Prob 0.0000 0.0748 0.0000

귀무가설 기각 기각하지 못함 기각

검정 결과 본 연구 모형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해야하며,이분산성

에 한 처방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표 8]은 검정과정에 따라 모형 내에서 환경R&D투자에 한 설명변수

들의 계수와 유의수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한 결과이다.모형 설

정에 따라 계수의 부호는 크게 바 지 않았지만,그 유의수 은 크게 달

라지는 결과를 보 다.

산업별,시간별 더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GLS모형의 경우 환경규

제와 환경R&D투자의 계가 해당년도(t기)에 유의하게 양(+)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도(t-1기)와는 그 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재원은 종속변수와 유의하게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GLS모형과는 반 로 년도(t-1기)의 환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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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환경R&D투자와 유의한 수 에서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해당년도(t기)는 계수의 부호가 바 었으며,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추가 으로 부가가치의 계수가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났

다.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 고정효과 모형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부

가가치와 상수항의 크기가 어들었으며,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고정효과 모형과 비교하여

계수들의 크기와 유의수 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8] 모  택에  모  1   결과

사용 모형

GLS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이분산성

종속변수 ln(환경R&D투자)

ln(환경규제 t기) 0.1302*** -0.0438 -0.0677 -0.0438

ln(환경규제 t-1기) 0.0449 0.2230** 0.1832* 0.2230**

ln(정부재원) 0.5279*** 0.4602*** 0.5643*** 0.4602***

ln(부가가치) 0.1034 2.3232*** 0.4969 2.3232***

상수항 0.2845 -35.5954*** -5.9826 -35.5954***

*** 1%, ** 5%, * 10%의 유의수준

[표 9]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분산성 처방이 된 고정효과모형에 설

명변수를 추가하 을 때 각 설명변수의 계수와 유의수 ,R제곱값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변수인 환경규제변수와 종속변수인 환경R&D투자와의 계만을

본 모형 1-1의 경우 해당년도 환경규제의 계수는 음(-), 년도 환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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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계수는 양(+)의 계를 보 으나 그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

다.추가 인 변수를 투입한 모형 1-2와 1-3의 경우 년도 환경규제의

계수가 차 유의하게 나타났으며,R값도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  9] 변  추가에  모  1   결과

연구 모형(고정효과+이분산성)

1-1 1-2 1-3

변수 ln(환경R&D투자)

ln(환경규제 t기) -0.068 -0.00316 -0.0438

ln(환경규제 t-1기) 0.1 0.265* 0.223**

ln(정부재원) 0.857*** 0.460***

ln(부가가치) 2.323***

상수 8.351*** -2.029 -35.60***

표본수 101 99 99

R-within 0.009 0.41 0.527

R-between 0.501 0.842 0.763

R-overall 0.103 0.694 0.609

*** 1%, ** 5%, * 10%의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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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연구 모형 1에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고 이분산성을

고려한 분석 결과이다.

[  10] 모  1    결과

ln(환경R&D투자) 계수 Robust 
표준오차 t P>|t| 95% 신뢰구간

ln(환경규제 t기) -0.0438 0.0499 -0.88 0.397 -0.152
6 0.0650

ln(환경규제 t-1기) 0.2230 0.0957 2.33 0.038 0.0144 0.4315

ln(정부재원) 0.4601 0.1468 3.13 0.009 0.1401 0.7801

ln(부가가치) 2.3232 0.3721 6.24 0.000 1.5123 3.1341

상수 -35.595
4 5.9025 -6.03 0.000 -48.45

6
-22.73

4

표본수 R-within R-between R-overall

99 0.527 0.763 0.609

모형에서 고려하는 변수들이 모두 자연로그의 형태이기 때문에,계수

의 크기를 각 변수간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먼 동일년도()의 환

경규제변수()는 환경R&D투자와는 아무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한 해 ( )의 환경규제변수는 그 계수가 0.2230으

로 각 산업의 환경오염방지지출액이 1% 증가하면 1년 뒤 환경R&D투자

의 크기가 0.223%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부재원 연구개발 투자

비용의 경우는 당해연도에 환경R&D투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그 크기가 0.46%로 나타났다.산업별 부가가치의 경우 부가가

치액이 1% 증가할 때마다 환경R&D투자액이 2.32%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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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형 2분석결과

본 에서는 환경R&D투자액으로 표되는 환경기술 신과 부가가치

액으로 표되는 생산성과의 동태 인 계를 아래와 같은 모형 2를 통

하여 실증분석을 하 다.

ln   ln   ln   

모  2: 경 신  동생산 에 미 는 향  

모형 2 한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시간지연효과(,0~2년)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시간지연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때()와 시간지연이 존재

할 때( )부가가치액과 환경R&D투자액 두 변수간의 개략 인 계를

가시 으로 확인하기 하여 산포도를 작성하 다.[그림 8]은 연도와 무

하게 분석 기간에 하여 작성한 산포도 결과이다.분석 기간 각 년

도에 한 산포도는 마찬가지로 부록에 수록하 다.

[그림 8] 경R&D (축)  가가 (축)  (), 우( )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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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과 마찬가지로 본 모형 2에서 사용하는 자료 한 패 자료이기

때문에 산업더미변수를 고려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이를 하여

시행한 Chow 검정 결과는 [표 11]과 같다.

[  11] Chow 검  결과

산업

F-value 138.03

Prob>F 0

검정 결과,산업 더미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높은 유의수 으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 다.즉 시간과 산업에 한 더미변수를 넣은 모형이 합

동모형(pooledOLS)에 비하여 설명력이 더 높고 합한 모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별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어느 것이 더 모형에 합

한지를 알아보기 하여 Hausman 검정을 시행하 다.검정 결과

p=0.2347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다.즉 산업에 한 확률효과가

유의함을 보 다.

한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간 자기상 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Wooldridge검정을 시행하 다.검정 결과 p=0.001에서 “1계 자

기상 성이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다.즉 본 모형은 1계 자기상

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차항의 이분산성 여부를 진단하기 하여 Wald검정을

시행하 다.검정 결과 p=0.000으로 “모든 개체의 분산은 동일하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본 모형에서 이분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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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함을 말해 다.

모형 2에 한 검정결과는 [표 12]와 같다.

[  12] 모  2   검  결과

검정 Hausman Wooldridge Wald

Chi2 F Chi2

Value 6.82 22.286 86.26

Prob 0.2347 0.0004 0.0000

귀무가설 기각하지 못함 기각 기각

검정 결과 모형 2는 모형 1과는 다르게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해야하

며,이분산성,자기상 성에 한 처방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표 13]은 검정과정에 따라 모형 내에서 부가가치에 한 설명변수들

의 계수와 유의수 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한 결과이다.모형 설정

에 따라 계수의 부호와 유의수 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별,시간별 더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GLS모형의 경우 부가가

치와 환경R&D투자의 계가 해당년도(t기)에 유의하게 양(+)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도(t-1기)와 그 이 (t-2기)와는 그 계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종사자수은 종속변수와 유의하게 정

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GLS모형과는 반 로 년도(t-2기)의 환경규

제가 환경R&D투자와 유의한 수 에서 정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되으나 상수항이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다.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 부가가치와 환경R&D투자와의 계가 기간(t



- 43 -

기~t-2기)에 걸쳐 유의하게 양(+)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효과와 다르게 상수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고정효과 모형과 비교하여

계수들의 유의수 이 크게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여 히 가동률

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1계 자기상 성을 고려한 모형의 경우,고정,확률효과 모형과는 다르

게 t-2기의 환경R&D투자가 부가가치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13] 모  택에  모  2  결과

사용 모형

GLS 고정효과 확률효과 확률효과
+이분산성

확률효과+
자기상관성

종속변수 ln(부가가치)

ln(환경R&D t기) 0.0956** 0.0611*** 0.0632*** 0.0632*** 0.0518***

ln(환경R&D t-1기) 0.0298 0.0231 0.0245* 0.0245*** 0.0257*** 

ln(환경R&D t-2기) 0.0543 0.0361** 0.0385*** 0.0385*** 0.0151

ln(종사자수) 1.0007*** 1.4080*** 1.1525*** 1.1525*** 1.1469*** 

가동률지수 0.1875 -0.098 -0.0896 -0.0896 -0.0598

상수항 3.0748*** -0.8063 2.0877* 2.0877** 2.3826** 

*** 1%, ** 5%, * 10%의 유의수준

본 연구의 모형 2의 경우 모형 내에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하기 한 변

수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자기상 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한 이분산성 처방을 한 확률효과 모형과 자기상 성 처방을 한 확률효과

모형을 비교하 을 때,2년 ( )의 유의수 만이 달라졌고,나머지

계수들의 방향과 유의수 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최종 으로 이분산성

처방을 한 확률효과 모형을 모형 2의 분석 모형으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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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분산성 처방이 된 고정효과모형에 설

명변수를 추가하 을 때 각 설명변수의 계수와 유의수 ,R제곱값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변수인 환경R&D투자와 종속변수인 부가가치의 계만을 본 모형

2-1의 경우 분석 상 년도에 하여 환경R&D의 계수는 양(+)의 계

를 보이고 그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추가 인 변수를 투입한 모형

2-2의 경우 종사자수가 부가가치와 유의하게 양(+)의 계를 가지고 있

었으나 가동률지수를 포함한 2-3의 경우 종속변수와 유의한 계를 가

지지 못하 다.

[  14] 변  추가에  모  2  결과

연구 모형(확률효과+이분산성)

2-1 2-2 2-3

변수 ln(부가가치)

ln(환경R&D t기) 0.0633*** 0.0644*** 0.0632***

ln(환경R&D t-1기) 0.0414*** 0.0249*** 0.0245***

ln(환경R&D t-2기) 0.0592*** 0.0366*** 0.0385***

ln(종사자수) 1.151*** 1.153***

가동률지수 -0.0896

상수항 14.85*** 2.010* 2.088**

표본수 104 90 90

R-within 0.5146 0.7216 0.7035

R-between 0.686 0.9167 0.9155

R-overall 0.5774 0.8964 0.8953

*** 1%, ** 5%, * 10%의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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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는 본 연구에서 최종 으로 1ststage의 계를 나타낸 표이다.

[  15] 모  2    결과 

ln(부가가치) 계수 Robust 
표준오차 t P>|t| 95% 신뢰구간

ln(환경R&D t기) 0.06317 0.01855 3.4 0.001
0.0267

9
0.0995

4

ln(환경R&D t-1기) 0.02454 0.00868 2.83 0.005 0.0075
2

0.0415
6

ln(환경R&D t-2기) 0.03851 0.01068 3.6 0 0.0175
6

0.0594
6

ln(종사자수) 1.1525 0.09950 11.58 0 0.9574
6

1.3475
3

가동률지수 -0.0896 0.06015 -1.49 0.136 -0.207
5

0.0282
7

상수항 2.08766 1.04271 2 0.045 0.0439
7

4.1313
4

표본수 R-within R-between R-overall

90 0.7305 0.9155 0.8953

본 연구 모형 2 한 가동률 지수를 제외한 변수가 자연로그의 형

태이기 때문에,계수가 유의하다면 그 크기를 각 변수간의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분석 결과 환경R&D은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한 기간

(  )동안 부가가치액과 양(+)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R&D비용이 1% 증가하면 부가가치액은 해당년도에는 0.06%,1년

후는 0.025%,2년 뒤에는 0.039%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종사자수

의 경우 종사자수가 1% 증가할 때 마다 부가가치액이 1.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가동률지수의 경우 그 부호가 음(-)이었으나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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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형 3분석결과

본 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형 3을 통해 환경기술 신과 생산성과의

동태 인 계에 한 실증분석을 하 다.

       

모  3: 경 신과 생산 간  계  

먼 ,생산성을 표하는 종속변수인 총요소생산성과 설명변수인 환경

R&D투자비율과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산포도를 그려보았다.[그림

9]는 연도와 무 하게 분석 기간에 하여 작성한 산포도 결과이다.

분석 기간 각 년도에 한 산포도는 부록에 수록하 다.

[그림 9] 경 신(축)과 요 생산 (축)  (), 우( ) 산포도

산포도로 확인한 결과 당해연도(기)와 년도( )에서는 환경R&D투

자비율과 종속변수인 총요소생산성 변화율간에 뚜렷한 계가 확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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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2년 ( )의 경우 두 변수 간에 양(+)의 계가 확인된다.

앞의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모형 3에서 사용하는 자료 한 패 자료이

기 때문에 산업더미변수를 고려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이를

하여 시행한 Chow 검정 결과는 [표 16]과 같다.

[  16] Chow 검  결과 

산업더미

F-value 0.96

Prob>F 0.5034

검정 결과,산업더미변수에 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 다.즉 시

간과 산업더미변수를 넣지 않은 합동모형(pooledOLS)이 더미변수를 넣

은 모형에 비하여 설명력이 더 높고, 합한 모형임을 확인하 다.

[표 17]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분산성 처방이 된 고정효과모형에 설

명변수를 추가하 을 때 각 설명변수의 계수와 유의수 ,R제곱값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환경R&D비율 변수의 경우,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함에 따라 계수의 크

기와 유의성이 크게 달라졌다.해당년도의 환경R&D비율변수만을 고려할

경우(모형 3-1)계수가 음(-)이며 그 크기가 유의했으나,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함에 따라 2년 환경R&D비율변수의 계수가 양(+)을 나타냈으며

유의성을 띄었다.부가가치변화율과 가동률지수를 추가하여도 2년 환

경R&D비율 변수의 부호와 유의성은 크게 바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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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변  추가에  모  3  결과 

연구 모형(gls모형)

3-1 3-2 3-3 3-4 3-5

변수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환경R&D비율 t기 -0.327* -0.276 -0.0649  0.00839  0.00478

환경R&D비율 t-1기 -0.249 -0.454* -0.133 -0.12

환경R&D비율 t-2기  0.651*  0.215*  0.223*

부가가치 변화율  0.418***  0.418***

가동률지수 -0.00434

상수항 0.0256*** 0.0261*** 0.0175*** -0.0145*** -0.0146***

표본수 98 84 70 70 70

*** 1%, ** 5%, * 10%의 유의수준

[표 18]은 본 연구에서 최종 으로 연구 모형 3을 GLS분석모형을 통

해 분석한 결과이다.

[  18] 모  3    결과 

∆총요소생산성 계수 표준오차 t P>|t| 95% 신뢰구간

환경R&D비율 t기 0.00478 0.08151 0.06 0.953 -0.1549 0.16454

환경R&D비율 t-1기 -0.11989 0.09622 -1.25 0.213 -0.3085 0.06871

환경R&D비율 t-2기 0.22307 0.12323 1.81 0.07 -0.0184 0.46461

부가가치 변화율 0.41780 0.01887 22.14 0 0.38082 0.45479

가동률지수 -0.00434 0.00653 -0.66 0.506 -0.0171 0.00846

상수항 -0.01462 0.00218 -6.68 0 -0.0189 -0.0103

표본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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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2와는 다르게 모형 3에서 고려하는 모든 변수는 1차 차분 변

수이다.하지만 그 모든 변수를 비율변수로 변환하 기 때문에 부분 으

로 이를 해석할 수 있다.환경R&D비율 변수의 경우 해당년도와 1년 뒤

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으나 2년 뒤에는 양

(+)의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가가치변화율의 경우 총요소생

산성과 양(+)의 계를 가지며,그 수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총요

소생산성과 양(+)의 계를 가질 것으로 상했던 가동률지수의 경우 그

부호가 음(-)으로 나타났으며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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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결과 정리

[  19]  결과 리

목 환경규  ⟶ 술혁신 술혁신 ⟶ 생산 증가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변 계 변 계 변 계

변 경R&D() 가가 액( ) 요 생산 ( )

변

 -0.0438   0.0518***   0.00478

     0.223**    0.0257***    -0.12

   0.0151     0.223*

통 변

  0.460***   1.1469***   0.418***

  2.323***  -0.0598  -0.00434

 -35.60***   2.3826**  -0.0146***

변 태 그 그 1차 차

본 99 90 70

R 0.609 0.8953

모 고 효과모
산 처

효과모
산 처 GLS

*** 1%, **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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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한국 경제에서 환경규제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한국 경제의 주를

이루고 기,철강,시멘트, 자 등의 제조업은 여 히 환경오염집약

이다. 한 2015년부터는 비(非)의무 감축국가(non-Annex1)로써는 이

례 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실제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따라서 환경규제와 산업의 경쟁력간의 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요하다.

Porter가설은 환경규제와 생산성간에 부정 인 계가 존재한다는 기

존의 주장에 의문을 제시하면서,산업주체에게 환경규제를 수해야 하

는 경제 동기를 제시한다는 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하지만 Porter

가설에 한 기존 연구들은 환경규제와 기술 신간의 계만을 다룬 약

형포터가설에 집 하고,이러한 기술 신이 생산성의 향상으로까지 이어

지는지를 다루는 강형포터가설에 하여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와 가장 한 련을 가지는 한국의 14개 제

조업산업에 하여 2003년부터 2012년의 분석 기간 동안 강형포터가설을

단계 으로 입증하 다. 한 동태 인 경쟁력(dynamic

competitiveness)를 고려하기 하여 시간지연을 고려하 다.

분석 결과,첫 번째 단계로 환경규제와 환경기술 신은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지만 이런 상 계는 같은 해에

나타나지 않고,환경규제가 용된 지 1년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구체 으로는 환경규제의 정도가 1% 증가할 때,환경기술 신으로

표되는 환경R&D투자비용이 0.2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다음 단계로 환경기술 신과 생산성간의 계를 두 모형을 통해

확인하 다.생산성을 표하는 변수로 부가가치액을 사용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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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신과 부가가치액의 계는 양(+)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런 상 계가 같은해와 1년 뒤,총 2년간 지속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생산성 표 변수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여 생산성과

환경기술 신간의 계를 확인하 다.이 경우에도 생산성과 환경기술

신은 양(+)의 계를 가지나,이러한 효과는 0~1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2년 뒤에 환경기술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한국의 2000년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

신이 유발되었고,이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

다. 한 환경규제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단계 으로 입증되었다.

한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

이 확인되었다.환경규제가 기술 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유발된 기

술 신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이 걸리기에 총 3년의 시간

이 지나야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는

Lanoie(2008),김종호(2012)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는 산업수 의 자료만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논의

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수 의 논의를 다루지 못하 고,시계열자료가

10여년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짧은 기간만을 다루었다는 자료부분의

한계가 있다. 한 일부 분석 모형의 경우 1차 차분 자료와 시간지연 효

과를 고려하여 분석기기가 5년으로 비교 짧다는 도 본 연구의 한계

라고 볼 수 있다.차후에는 보다 긴 시계열자료와,기업수 의 자료를 사

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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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사용 변수들에 한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표본수

PACE overall 35842.14 67443.08 0 324100 140

between 62882.17 50 204770 14

within 29162.07 -151228 155172.1 10

RDenv overall 11603.75 17031.55 0 116789.8 140

between 12773.56 389.081 47120.32 14

within 11724.95 -18476.5 81273.22 10

dTFP5 overall 0.024519 0.036626 -0.1258 0.12522 126

between 0.013818 0.00013 0.047459 14

within 0.034099 -0.13858 0.113013 9

MRD overall 1184144 3306454 1999 2.04E+07 140

between 3209887 6.57E+03 1.22E+07 14

within 1138591 -450561
6 9352896 10

GRD overall 53655.02 88043.1 0 380974.8 140

between 78170.94 170.4115 240204.6 14

within 45128.12 -67787 217880.7 10

Cycle overall 1.049731 0.194873 0.62866 1.89475 140

between 0.077336 0.943781 1.228015 14

within 0.17995 0.562917 1.716466 10

Scale2 overall 0.064756 0.091012 -0.23505 0.392841 126

between 0.031469 0.01256 0.122767 14

within 0.085769 -0.2387 0.357486 9

VAD overall 1.78E+07 2.16E+07 1047714 1.16E+08 140

between 2.11E+07 1.35E+06 8.29E+07 14

within 6.97E+06 ######
# 5.07E+07 10

Labor overall 121424.3 93049.92 16998 406323 126

between 95457.21 18121.78 378682.3 14

within 11374.65 77076.77 152015.8 9

단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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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표본수

lnR overall 8.940593 2.203378 4.60517 12.68881 123

between 2.303937 4.971374 12.01702 14

within 0.783038 6.164795 10.81876 8.78571

lnRDenv overall 8.290615 1.85733 2.646175 11.66813 136

between 1.596131 5.303481 10.5414 14

within 1.090881 4.878587 10.77781 9.71429

lnMRD overall 12.0461 1.964234 7.600402 16.83062 140

between 1.969238 8.620349 16.26187 14

within 0.481046 10.52739 13.24323 10

lnGRD overall 9.336766 2.206184 2.302585 12.85049 136

between 2.264922 4.739209 12.31464 14

within 0.731966 6.900142 11.26832 9.71429

lnVAD overall 16.11575 1.130321 13.86212 18.56751 140

between 1.148602 14.10494 18.19818 14

within 0.20919 15.45802 16.57977 10

lnLabor overall 11.40585 0.827869 9.740851 12.9149 126

between 0.85064 9.803801 12.84253 14

within 0.089941 11.1025 11.7327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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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모형에 사용된 연도별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산포도

동  도  경규 변 (축)과 경R&D 액(축)  산포도 

1   경규 변 (축)과 경R&D 액(축)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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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도  경R&D 액(축)과 가가 액(축)  산포도 

1   경R&D 액(축)과 가가 액(축)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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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도  경 신(축)과 요 생산 (축)  산포도 

1   경 신(축)과 요 생산 (축)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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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Korea

Heejae Ka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verifies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2003 to 2012. Their dynamic 

relationship is proved by using 2-stage regression model.

  In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Porter hypothesis and related 

concepts like environmental regulation, innovation offset and 

productivity are reviewed. Also, this research verifies the needs 

to prove strong Porter hypothesis in Korea by reviewing related 

foreign and domestic researches.

  In the second part, 2-stage regression model is set. 1st  model 

is set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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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ical innovation. 2nd and 3rd model a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changes. Also variables used in the models are defined.

  As a result, environmental regulation effects on productivity 

growth is proved by stages. In other words, it is foun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ndu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1-year time lag and induced technological innovation also 

induces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2-year time lag. 

Keywords : Porter hypothesis,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2-stage 

model

Student Number : 2013-2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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