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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국제사회에 한 인도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해 도입된 공 개

발원조는 공여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공 개발원조의 한

기로써 개발도상국의 환경보 을 목 으로 하는 환경원조의 경우 환경원

조와 수출 간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원조

역시 련 상품 수출을 통해 공여국의 국익을 효율 으로 추구할 수 있

는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실제로 정 인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의 범 를 환

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로 한정하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환경원

조 공여국에 한 패 자료를 구축하여 시계열 패 분석기법을 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하고 그 인과 계

를 악하기 해 력모형을 기반으로 한 패 회귀모형,동 최소자승

모형 오차수정모형을 도입하 다.분석 결과 주요 환경원조 공여국을

상으로 환경원조에 한 환경상품 수출 탄력성은 0.07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원조 1달러가 원조 공여국의 환경상품 수출을 약 2달러 견인하

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환경원조에서 환경상품 수출로의 장기

단방향 인과 계가 성립함이 입증되었다.단기 으로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인과성도 나타나지 않았다.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 증 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 이득을 도모하는데 유의미

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며,나아가 공여국의 입장에서 환경원조

가 당국의 환경상품 수출을 늘리기 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주요어 :환경원조,환경상품,수출,시계열 패 분석기법

학 번 :2013-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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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배경 목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빈곤감소를 목 으로 오늘날까지도 극

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본질 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한 향력을 확 하고 자국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략을 내포하고 있다.공 개발원조와 련된 그동안의 많은 연구

들은 공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정치·경제

외교 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밝힌 바 있다(McKinley and Little,

1979;Neumayer,2003;CoorayandShahiduzzaman,2004;Berthélemyand

Tichit,2004;Berthélemy,2006;Younas,2008).나아가 외원조는 단순히

수원국의 경제개발 빈곤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확 시킴으로써 공여국의 수출을 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

려져 있다(Nilsson,1997;이재우,2012;Martínez‐Zarzosoetal.,2009).

한편,1982년 세계환경개발 원회(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ndDevelopment)가 채택한 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지

속가능한 발 이란 개념이 제시된 이래 국제사회에서는 환경과 발 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개발도상국의 환경보 에 도움을 주는 공 개발원조

(이하 환경원조)가 크게 증가하 다.환경원조 역시 공 개발원조의 한

기로써 개도국의 환경보 이라는 일차 인 목 과 더불어 국제사회를

겨냥한 공여국의 략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이는 환경원조의 두

가지 특성에 기인하는데,환경상품(EnvironmentalGoods)과의 직 성 그

리고 조건부 환경원조가 그것이다.

먼 환경원조는 교육이나 의료 등 타 원조 분야와는 달리 환경산업

혹은 환경상품과 직 으로 연 되어 있다.개도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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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공되는 환경원조는 일반 으로 상하수도 보 ,폐기물 리와 같

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다.양자 간 원조1)에서 물자의 조달 문제

는 곧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무역과 직결되며 여기에 공여국의 경제

이해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와 같은 환경원조가 구속성 원

조의 형태로 이 지는 경우,이는 곧 공여국의 환경산업을 통해 생산된

환경상품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직 인 기회가 된다.반 로 비구

속성 환경원조가 이루어진다면 공여국 입장에서는 환경상품 시장이 새롭

게 형성되었으나 무조건 으로 해당 재화를 공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으로 환경상품의 가격 품질 경쟁력이 있어야 자국에 이득이 될 것

이다.Wager(2003)는 원조공여국이 비교우 에 있는 물자를 조달하는

사업을 원조함으로써 암묵 으로 원조를 구속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환경산업이 국제 으로 비교우 에 있는 선진 공여국은 비구속성 원조라

할지라도 개도국에 물자를 조달 할 수 있는 잠재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실질 으로는 구속성 원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상품은 국가의 환경 규제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

운 시장이 창출되는 특징을 갖는다.때문에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의 환경

규제 강화를 원조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얼마든지 인 으로 환경상품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미국의 경우 약 30%의 환경원조를 환경정책과

제도 행정개 조건부로 공여하고,세계은행 역시 국가 환경 실행방

안 수립을 환경원조 공여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개도국 정부에 정책

제도 개 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Akihisa,2013).이와 같은

조건부 원조는 본래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한 수단으로써 개발도상

국 스스로 환경문제에 처하여 기 하던 성과를 얻기 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환경 정책 개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건부 환경원조

1)공 개발원조는 원조 달 경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원조의 공여국이 수원

국에 직 자 혹은 물자를 지원하는 경우 양자 간(bilateral) 력이 되며 WorldBank

등 국제개발기구에 한 분담 을 통해 간 으로 지원하면 다자간(multilateral) 력으

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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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 수원국에게 상당한 정치 ,경제 부담을 안겨왔다(Akihisa,

2013). 랑스 등 많은 환경산업 선진국들은 기업의 자본조달 능력과 국

가의 유·무상차 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왔다고 알

려진 바(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2011),개도국에 한 조건부 환경원조

는 본래의 인도주의 목 과는 별개로 공여국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확

를 목 으로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환경상품과의 직 성 조건부 원조로 표되는 환경원조의 특성은

공여국으로 하여 환경원조를 통해 잠재 환경산업 시장 확보,궁극

으로는 환경산업 수출을 겨냥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실제로 부분의

환경원조 공여국들은 환경원조를 자국의 정치경제 국익을 효과 으로

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환경원조와 수출

간 인과성이나 그 향에 한 분석은 명확하게 이루진 바 없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 계를 실증 분석하여 환경원

조가 환경상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

여국의 환경원조에 내포된 정치경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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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범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하 OECD) 개발원조 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이하 DAC)가 환경원조에 한 개념을 국제사회에 제시하

지만 아직까지 환경원조의 분야(sector) 세부분야(sub-sector)에 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원조공여국 국제개발기구 간 환경원조를

통해 실 하려는 목표와 수단이 다르며 환경원조 분야의 범 에 한 국

가 간의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미국의 경우 오염 리,수질 수

자원 리,토양 리 등을 환경원조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은

환경공해,상하수도,도시 생,수자원개발 등 미국보다는 소한 부분을

환경원조로 간주한다(<표1>2)참조).이처럼 환경원조에 한 구체 인

기 이 아직까지는 정립되지 않은 시 에서,본 연구에서는 재 국제사

회에서 가장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OECD DAC가 제시한 환경

원조를 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OECD DAC는 개발원조의 동향을 악하기 해 각 회원국들에게

원조사업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개별 원조사업보고(Creditor

ReportingSystem,이하 CRS)’에 공개하고 있다.CRS내에서 특히 환경

원조사업의 환경친화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환경마커(Environment

Marker)가 사용되는데,이 환경마커는 수원국의 환경 개선을 한 활동

이나 환경 련 개발을 목 으로 하는 활동에 용되며 환경보 이 ‘주요

한 목 (Principal Objective)’인 것과 ‘요한 목 (Significant

Objective)’인 것으로 분류된다.3) OECD(2012)는 주요한 목 으로 분류

2)Akihisa(2013)에서 재인용

3)환경이 ‘주요한 목 ’인 환경원조에는 상하수도 공 ,홍수 방지,폐기물 리,환경정

책 일반,생물권 기권 보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환경원

조가 ‘요한 목 ’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그린벨트와 같은 완충 녹지 조성,환경오염이

은 에 지 시스템으로의 화,기존의 환경피해복구를 한 나무심기 사업 등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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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내용

일본 환경공해,상하수도,도시 생,수자원개발,임업삼림보 ,방재 등

미국
오염 리,수질 리,수자원 리,동식물서식지 리,토양 리,토지이

용자원 리,삼림 리,환경 련 NGO지원 등

국 미정(환경공해,수도공 , 생,도시산업개발,삼림보 )

독일 상하수도,폐기물, 생,토양보 ,슬럼개선,삼림,홍수방지

캐나다

농업( 개,개간,토양보 등),임업(삼림보 ,야생동식물 리,자

연공원 리 등),수상업(어종 리,양식 등),사막화방지,인구문제

반,건강(보험, 생,방역 등),거주문제(도시계획,상수도 공 ,공해

방지,재해방지),연수 등

DAC(안)

환경 생( 배수, 생,폐기물,방역,소음 책, 기오염방지,오존

층 보호),토지자원(토양보 ,사막화방지,식림),수자원(수질보 ,해

안오염방지,홍수 책),조직강화(정책수립,조사,정보수집,연수),기

타(에 지보 ,이주자 원조,천연기념물 보호,자연보호구 설정,어류

보호,신탄생산)

<표 1>국가별 환경원조의 정의

되는 환경원조사업이 요한 목 으로 분류되는 환경원조사업보다 정확

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이는 특정 원조사업에서 일부만 환경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도 체 원조 규모가 통계 수치에 반 되기 때문이다.따라

서 양자 간 개발원조가 환경마커를 통해 ‘주요한 목 ’으로 분류되는 사

업만을 연구의 분석 상으로 삼는다.

경보 이 부수 인 목 일 때 해당된다(Akihis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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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환경상품에 한 범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국제사회

에서는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DohaDevelopmentAgenda) 상

이후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가 주요 통상이슈로 부각되면서,2011년

세 감축을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WorldTradeOrganization)회원

국이 제출한 환경상품 목록을 포 한 ‘통합리스트(CompilementList)’가

작성되었다.그러나 아직까지 동 상은 구속성 있는 정이 아니며,선

진국과 개도국의 의견 립으로 구체 인 환경상품의 범 설정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임경수·박혜리,2013).

OECD의 경우 국가의 환경산업 정량을 목 으로 환경상품 서비

스4)를 규정하고 이를 오염 리(pollutionmanagement),청정 기술

련 제품(cleanertechnologiesandproducts),그리고 자원 리(resource

management),세 개의 하 범주로 나 었다.그러나 OECD의 분류 기

은 무역연구에서 활용하는 분류 기 과는 상이하여 무역 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아시아태평량경제 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는 ‘APEC1997환경상품 리스트(APEC1997Environmental

Goods list)’를 심으로 환경상품에 한 세감축 논의를 시작하여

2012년 9월 ‘APEC2012환경상품 리스트(APECListofEnvironmental

Goods)’를 새롭게 개발하고,세계 최 로 리스트에 포함된 54개의 환경

상품(HS5)6단 기 )에 해 2015년까지 실행 세율을 자발 으로 5%

이하로 감축하는 안에 합의하 다.이는 환경상품 국제논의에서 처음으

4)물·공기·토양에 한 환경피해와 쓰 기·소음·생태계 련 문제를 측정· 방·제한·최

소화·교정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활동으로,환경 험을 이고 오염과 자원 활용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과 상품,서비스를 포함한다.

5) 세 통계통합품목분류(HS,HarmonizedSystem)는 국제 교역을 용이하게 보기

해 세계 세기구(WCO)에 의해 개발되었다.세계무역기구(WTO)와 그 회원국들은 무

역 상에 한 공용 언어로 HS(6단 )를 사용하고 있으며,결과 으로 오늘날 세계 무

역의 98%이상이 이 규정을 다르고 있다(장 숙,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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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할 만한 구체 인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더불어

APEC의 환경상품 리스트는 HS코드를 기 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역

련 연구를 수행하기 합하며,이후 다른 WTO환경상품 논의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분석 결과에 더 많은 시사 을 수 있다고 단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EC이 제시한 54개 HS코드에 해당하는

재화를 환경상품으로 간주한다.

분석 기간은 국가별 환경원조 자료가 취득 가능한 2002년부터 2013

년 총 12개년으로 하고,분석 상 국가로는 환경이 주요한 목 으로 분

류된 양자 간 환경원조의 2002년부터 량이 가장 큰 상 10개

선진국을 선별하 다(<표2>참조).이는 곧 원조를 공여함에 있어 환경원

조를 양 으로 비 있게 공여해온 나라만을 분석 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EU Institution을 제외하고 일본,독일, 랑스,미국,스웨덴,

국,노르웨이,네덜란드,캐나다,덴마크가 해당된다.6)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원조와 수출에 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연구의 흐름을 악하고 련 이론 분석 방법들을 정

리한다.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을 구체 으로 설명하고 문헌조

사를 토 로 모형을 구성한 후,4장에서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한다.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 결

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6) 체 비 에서 약 8.6%를 차지하는 EU Institution은 독일, 랑스,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배제된 여러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로 분석 상에서 제외한

다.한편 상 10개국에 한 분석을 실시하므로 표본추출편의(sampleselection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10개의 표본이 체 환경원조의 83% 비 을 차지하므로

표본추출편의는 무시할 수 있는 수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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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경원조

(US$,million)
% 국가

환경원조
(US$,million)

%

Japan 34488.31 33.80 Belgium 1038.279 1.02

Germany 15796.22 15.48 Italy 1010.388 0.99

France 9494.008 9.30 Switzerland 1009.953 0.99

EU
Institutions

8823.9 8.65 Korea 746.0069 0.73

UnitedStates 6946.861 6.81 Austria 319.0506 0.31

Sweden 3502.349 3.43 New Zealand 100.3314 0.10

United
Kingdom 3479.509 3.41 Portugal 96.10548 0.09

Norway 3433.328 3.36 Greece 79.78741 0.08

Netherlands 2839.54 2.78 Ireland 69.33946 0.07

Canada 2469.932 2.42 Luxembourg 49.52467 0.05

Denmark 1925.233 1.89 Iceland 14.77858 0.01

Spain 1587.848 1.56 Czech
Republic

13.5925 0.01

Australia 1500.228 1.47 Slovenia 6.556364 0.01

Finland 1201.562 1.18
Slovak
Republic

0.212578 0.00

<표 2>2002-2013국가별 환경원조(출처: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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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선행 연구의 고찰

원조와 무역에 한 논의는 원조의 효과(effectiveness)와 련되어

원조의 창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환경이라는 보다 소한

부분에서의 원조와 수출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극히 드물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범 를 확 하여 일반 인 공 개발원조와 공여국 수출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Djaji andRaimondos(2004)은 외원조가 공여국 수출에 미치는

향을 크게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나 고 자는 구속성 원조 효과(tied

aid effect)를 후자는 습 효과(habit-formation effect)와 우호효과

(goodwilleffect)를 통해 공여국의 수출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구속

성 원조의 경우 원조에 공여국 상품구매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공여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공여국의 원조자 으로 공여국 물품

이 공여되면 수원국에서는 원조가 끝난 뒤에도 이 에 제공되던 공여국

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향이 높아져 장기 으로 습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우호효과는 원조 공여국과 수여국 사이에 원조 계가 형성되면

공여국에 한 수입 개방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조에 따른 공여국의 수출 효과를 실증 분석한 기 연구로는

ArvinandBaum(1997)와 ArvinandChoudhry(1997)가 있다.이들은 양

자 간 원조와 수출 계를 규명함에 있어 원조를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

성 원조로 나 어 분석하 다.그 결과 비구속성 원조 역시 구속성 원조

와 비슷한 정도로 수출을 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원조의 우호효

과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이후 구속성 원조의 공여국에 한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수원국에게는 오히려 부정 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WorldBank,1999;Wagner,2003)가 이어지며 국제사회에서 구속

성 원조의 비 은 크게 감소했다.

Nilsson(1997)은 국가 간 수출 물량은 양국의 GDP,인구수와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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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근거한 력모형을 이용해 1975년부

터 1992년까지 유럽연합(EU)과 108개의 수원국을 상으로 원조와 공여

국 수출과의 계를 규명하 다.평균 으로 원조 1달러 당 2.6달러의 수

출 증가 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 개별 EU 국가에 하여 원조의 수출

증 효과를 각각 정량하 다.

Wagner(2003)는 단일 국가가 아닌 여러 공여국을 상으로 원조와

수출의 계를 실증 분석한 첫 연구이다.일반 력모형을 용하여

1970년부터 1992년까지 OECD DAC 20개 원조 공여국의 109개 수원국

에 한 원조와 수출의 계를 직·간 향으로 나 어 분석하 다.분

석 결과 원조 1달러는 0.35달러 0.98달러의 수출을 직 ,간 으로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보 다.그리고 원조를 통해 상업 이득을 취한다

는 비난을 받아온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수출 증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US$1.20)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조와 수출에 해 다르게 근한 연구로는 Arvin et

al.(2000),Lloydetal.(2000),그리고 OseiandLloyd(2004)가 있다.이들

은 그랜 인과 계 검정과 공 분 검정을 실시하여 무역과 원조의 계

를 악하 다.무역과 원조의 계가 입증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계가 없거나 양방향 인과 계가 성립하는 등,결과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 다.

최근에는 원조에 의한 수출 효과를 정량하고 동시에 인과 계를

악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Nowak-Lehmannetal.(2009)는

동태 력모형을 사용하여 1962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원조와 138개

수원국으로의 수출 간 계에 한 분석을 실시하 고 장기 으로 독일

원조 1달러 당 1.04-1.50달러의 수출이 유의미한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나아가 본 연구는 독일을 제외한 다른 EU 국가들의

개발원조가 독일 수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

성을 두었다.그 결과 다른 EU국가들의 양자 간 원조는 독일 수출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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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원조와 수출 간 인과 계는 성립하되 역인

과 계는 존재하지 않았다.Martinez-Zarzosoetal.(2009)역시 독일을

상으로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 으나 분석 방법론 상 인과 계 존재여부

는 락되어 있다.

Otor(2014)는 1972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의 양자 간 원조가 15개

아시아 수원국을 상으로 한 수출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다.동태

최소자승법과 오차수정모형 그리고 력모형을 사용하여 장단기 향

을 정량하고,인과 계 분석을 실시하여 일본의 공 개발원조와 수출 간

계를 살펴보았다.1992년 이 이후에 각각 원조 1달러 당

1.41-1.86달러와 2.03-2.62달러의 수출효과가 장기 으로 발생하며,단기

으로는 원조 1달러 당 1.30-1.50달러의 수출 견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인과 계 검정에서는 일본의 개발원조가 수출을 진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장단기 모두에서 역인과 계는 성립하지

않았다.그리고 Nowak-Lehmannetal.(2009)의 결과와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 다른 공여국의 개발원조는 일본의 수출에 정 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국내에서 실시된 련 연구로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실시한 이재우

(2012)가 우리나라를 상으로 유·무상원조 규모에 따른 경제 기여 효과

를 분석하 다.일반 인 력모형에 수출 상국의 무역개방도,경제 수

,양국 간 가격경쟁력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하 으며 158개의

수출 상국 198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토 로 패 분석을 실시

하 다.그 결과 유상원조는 수출에 정 인 효과가 있으나 무상원조의

경우 유의한 계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원조와 무역에 한 논

의를 환경 분야에 목시킨 연구로는 곽성일· 혜린(2013)이 경제,빈곤

수 ,환경에 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일본과 스웨덴의 아 리카

환경ODA 결정 요인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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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분석 방법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패 자료이다.시계열 횡단면 자

료를 통합한 패 자료는 시계열이나 횡단면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추가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며,많은 자료의 수에 기인한 자유

도 증가,설명변수 사이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 완화 등 분

석 시 보다 효율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이 이 있다. 한 패 분석

을 통해 개별특성효과(individualeffect) 시간특성효과(timeeffect)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7)

패 자료는 시계열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과정에서

의 안정성 공 분 존재 여부에 따라 모형이 달라진다.따라서 이에

한 사 검정이 필요하다.이번 장에서는 패 분석에 사용되는 검정

방법을 소개하고 계량 분석 모형을 설정한다.

7)패 자료의 장 은 Baltagi(2008),Hsiao(2014)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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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 단 근 공 분 검정

1)패 단 근 검정

시계열 자료는 자료의 안정도에 따라 정상(stationary)시계열과 비

정상(non-stationary)시계열로 구분되며,일반 인 계량경제 분석에서는

자료가 어느 시 에서나 일정한 형태의 시계열 함수식을 갖는 정상 시계

열임을 기본 제로 한다.만약 시간에 따라 평균이나 분산이 변화하는

비정상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이용할 경우 경제 시계열 간 아무런 계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성

회귀(spuriousregression)의 문제가 발생한다.따라서 시계열 분석 시

자료가 정상 인지를 먼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인 비정상 시계열은 단 근(unitroot)을 갖는 시계열로 자료

에 단 근의 존재가 확인되면 그 자료는 확률 추세(stochastictrend)

를 갖는 비정상 시계열 자료이다.이처럼 단 근의 유무를 기 으로 시

계열 자료의 정상성을 정하는 것을 단 근 검정(unitroottest)이라 하

며 시계열 자료에 한 단 근 검정을 패 자료로 확장한 것을 패 단

근 검정(panelunitroottest)이라 한다.패 단 근 검정은 일반 시

계열 단 근 검정보다 검정력이 우수하며(Levinetal.,2002;Im etal.,

2003등)패 분석에서 가성회귀의 문제를 피하기 한 사 차이다.

다음의 식(1)은 패 자료에 한 AR(1)8)모형이다.

           식(1)

여기서 Xit는 외생 (exogenous)으로 주어지며 고정효과와 개별 추세

8)시계열 분석에서 과거 p까지의 값들이 Yt에 향을 다고 할 경우 Yt를 Y의 과거값

들로 나타낸 함수를 p차 자기회귀모형이라 하고 AR(p)로 표 한다.바로 기(t-1)의 값

이 재의 값에 요하게 향을 주는 경우,AR(1)모형이 되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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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를 포함한다.ρi는 자기회귀 계수,εit는 오차항를 나타낸다.이들은

모두 상호 독립 (mutuallyindependent)이고 고유한(idiosyncratic)한 분

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만약 |ρi|< 1 이면 yit는 약안정 (weakly

stationary)이고,|ρi|=1이면 yit는 단 근을 갖는다.

패 단 근 검정은 크게 횡단면 개체들 간에 공통 단 근 과정을

가정하는 검정(이하 공통 단 근 검정)과 개별 단 근 과정을 가정하는

검정(이하 개별 단 근 검정)으로 구분된다.공통 단 근 검정은 모든 횡

단면 개체 i에 해 ρi = ρ = 1인가를 검정하는 것으로 Levin et

al.(2002),Breitung(2000),Hadri(2000)등이 연구하 다.개별 단 근 검

정은 개별 i에 해 각각 ρi = 1인가를 검정하는 것으로써 Im,et

al.(IPS,2003),Choi(2001),Maddala and Wu(1999)등이 제시하 다.9)

Hadri(2000)을 제외한 이상의 모든 연구에서는 단 근의 존재가 귀무가

설인 반면 Hadri(2000)검정에서는 단 근의 부재를 귀무가설로 설정하

고 검정한다.10)

2)패 공 분 검정

통상 으로 불안정한(non-stationary)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자료를

차분하거나 추세를 제거하여 안정 (stationary)자료로 변환 한 후에 분

석에 이용한다.하지만 자료가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통 추세

(commontrend)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 로 분석에 이용

할 수 있는데,이와 같이 불안정한 변수들 사이의 선형결합을 안정 으

로 환시켜 수 있는 상수벡터가 존재하는 경우를 공 분되었다

(cointegrated)고 표 한다.EngleandGranger(1987)에 의해 도입된 공

9)개별 단 근 검정은 공통 단 근 검정보다 완화된 가정을 제로 하므로 보다 선호된

다(Nowaketal.,2009).

10)패 단 근 검정에 한 자세한 설명은 각 논문 혹은 Eviews8user'sguideⅡ,

pp483-49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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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cointegration)이란 개념은 경제학에서 장기균형 계(long-run

equilibrium)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 분 계에 있는 변수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계를 유지하며 함께 변동한다고 해석한다.따라서 패

자료가 비정상이라면 공 분 검정(panelcointegrationtest)을 실시하여

변수들이 공 분 계에 있는지를 검할 필요가 있다.

패 자료의 공 분 계를 검정하는 방법에는 단일 방정식 기반

(single-equation-based)의 Engle-Granger검정과 방정식 체계

(system-based)에 기반하는 Johansen검정이 있다.최근 들어 패 자료

를 이용한 모형에서의 공 분 검정은 Johansen공 분 검정 신 Engel

andGranger(1987)의 잔차에 기 한 공 분 검정 방법을 패 자료에

용하기 해 확장한 Pedroni(1999,2004)와 KaoandChiang(1999)방식

을 사용하며(임응순,2012),WagnerandHlouskova(2007)는 단일 방정

식 기반 검정법들 Pedroni(1999,2004)검정의 검정력이 가장 우수하다

는 것을 시뮬 이션 연구를 통해 입증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droni(1999,2004)검정을 수행하고 보다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KaoandChiang(1999)검정을 추가로 실시한다.

Pedroni(1999,2004)는 변수가 I(1)11)과정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편,결정 추세 장기 기울기 계수가 횡단면 개체별로 이질 인 동

패 모형(식(2))으로부터 회귀잔차(eit)를 구한다.

           식(2)12)

  식(3)

11)불안정 시계열을 안정 으로 만들기 해 d번 차분해야 한다면 그 시계열을 d차

분되었다고 부르며 I(d)라고 표기한다.따라서 변수가 I(1)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수

변수가 1차분 후에는 안정 이 됨을 의미한다.

12)t=1,...,T는 시계열 수,i=1,...,N은 횡단면 수,m=1,...,M은 회귀변수의 수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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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4)

Pedroni(1999,2004)는 식(3)혹은 식(4)와 같이 회귀잔차가 공통의 자기

회귀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ρi=1)

을 검정한다.만약 서로 다른 횡단면 개체가 동일한 자기회귀계수를 갖

는다는 제약을 둔다면 립가설은 (ρi=ρ)<1로 설정되고 모든 개체가

공 분 되어있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그룹 내(within-dimension)검정

이라 한다. 반 로 그룹 간의 이질성을 허용하는 그룹 간

(between-dimension)검정은 동일한 귀무가설 하에서 ρi< 1가 립가

설이 되며 일정 비율의 패 개체가 공 분 되어있음을 나타낸다.

KaoandChiang(1999)역시 EngelandGranger(1987)의 잔차에 기

반을 둔 공 분 검정법을 패 자료에 용하여 확장한 연구로

Dickey-Fuller(DF) 확장 Dickey-Fuller(augumentedDF;ADF)검정

통계량을 제시한다.13)

13)패 공 분 검정에 한 자세한 설명은 각 논문 혹은 Eviews8user'sguide,

pp862-86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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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증 분석을 한 모형 설정

1)장기 균형 모형

원조와 수출 계를 분석한 기존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하나의 선진

국과 여러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력모형을 용하 다. 력모형은

국가 간 무역량이 양 국가의 GDP혹은 GNP,인구,국가 간 거리,그리

고 무역을 진하거나 해하는 여러 요인(언어,무역 정,식민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에 근거한 모형이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특정 공여국과 수원국들 간의 외원조 규모 수출량의 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공여국의 수출과 외원조의 연 성을,즉 아웃풋 간의

계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의 력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단된다.

한편 만약 변수들 사이에 공 분 계가 성립한다면 비정상 자료라

할지라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모

두 1차 분 과정을 따르며 공 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로 환경원

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기존의 력모형에 사

용된 변수들을 차용한 다음 식(5)과 같은 이원고정효과(two-wayfixed

effect)14)패 회귀모형15)을 구성하 다.변수들 사이의 선형결합을 나타

14)이원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두 종류의 이질 요소를 통제한다.하나는 시간에 불변하

는 개체별 특성이 반 된 요소,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기

간별 특성이 모형에 반 된다(민인식·최필선,2012).

15)패 데이터 회귀 분석에서는 오차항에 한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mode)이나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model)을 사용하게 된다.고정효과모형

인지 확률효과모형인지 단할 때 일차 으로 요한 기 은 패 개체의 특성을 의미

하는 오차 성분에 한 추론이다(민인식·최필선,2009).OECD회원국 주요 환경원조

공여 10개국만을 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패 개체를 모집단으로부터 무작 로

추출된 표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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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식(5)는 공 분 방정식(cointegrationequation)으로 변수들이 이루

고 있는 장기균형에 한 정보를 함의한다.

log    log  log  log 
log      

식(5)

모형에서 β1,…,β5은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EXPit는 종속변수로써 t시

i국가의 환경상품 수출 규모(US$,실질)를 의미한다.주요 설명변수

인 t기 i국가로부터의 환경원조액은 AIDit(US$,실질)로 표시되어 있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GDPit는 t기 i국가의 인당 GDP(US$,실질)이며,

POPit는 t기 i국가의 인구수를,EXCHit는 t기 i국가의 미환율,그리고

RCA는 t기 i국가의 환경상품 시비교우 지수(RevealedComparative

AdvantageIndex,이하 RCA지수)16)로 각각 해당 국가의 경제수 ,국가

규모,무역환경 수출경쟁력을 표한다.φi는 찰되지 않는 개체별

효과를 πt는 찰되지 않는 시간 특성을 통제하며 εit는 확률 오차항

(stochasticerrorterm)이다.

식(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율 변수인 시비교우 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상용로그를 취한 후 분석에 투입하기로 한다.로그수 (log

level)변수에 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거시 경제 데이터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문제를 완화하고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함이다(송유철·원용걸,2011).

만약 변수들이 공 분 되어 있다면,식(5)는 변수들 사이의 장기균형

을 묘사하는 모형이 된다.따라서 이를 추정하면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장기 향을 정량할 수 있다.그런데 모형에는 변수들 간 상

16)RCA지수는 특정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로써

각국의 비교우 체제를 검토하기 해 B.Balassa(1965)가 고안하 다.RCA지수가 1보

다 클 경우,세계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비교우 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박복재·문 수,2013).

 가총수출액전 계총수출액

 가환경상품수출액전 계환경상품수출액



- 19 -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log    
  



∆        식 

계 상호인과 계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문제가 존재한다.

이 경우 일반 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인 최소자승더미변수

(LSDV,LeastSquaresDummyVariable)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추정계

수의 편의(bias)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이 가진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동

최소자승(DynamicOrdinaryLeastSquares,이하 DOLS)모형을 도입하

기로 한다.StockandWatson(1993)에 의해 고안된 DOLS모형은 회귀변

수 차분에 한 시차와 선행(lagsandleads)을 공 분 회귀방정식에 추

가함으로써 내생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패 회귀모형에서 불편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더불어 KaoandChiang(1999)은 고정효과

모형에 용 가능한 DOLS에 한 연구에서 DOLS추정량이 Ordianary

LeastSquares(이하 OLS)와 Fully-modifiedOLS(FMOLS)를 능가하는

성과가 있음을 증명하 다(Otor,2014).

다음 식(6)은 식(5)에 한 DOLS모형으로 KaoandChiang(1999)이

제안한 고정효과패 DOLS(fixedeffectspanelDOLS)모형을 공 분 방

정식에 용한 것이다.

γ0는 모든 횡단면 개체 시간에 동일한 요소를 반 하며,σi는 국가별

특성을,δt는 기간별 특성을 나타낸다.p는 시차와 선행을,ωit는 교란항

(disturbance)이다.여기에서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σi와 δt는 더미변수로

취 한다.

모형에서의 추정계수는 종속변수 설명변수에 상용로그를 취하

으므로 탄력성으로 해석되며,환경원조에 한 환경상품 수출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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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향을 화폐 원단 로 나타내기 해 식(7)을 이용한다.여기서 X는

logEXP의 평균,Y는 logAID의 평균을 나타내며, γi는 설명변수

(logAID)에 한 추정계수이다.







식(7)

.

2) 장단기 패 인과성 검정

공 분 계는 변수들 사이의 장기균형 계를 나타내지만 그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Error

CorrectionModel,이하 VEC모형)17)을 사용하여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 간의 장단기 인과성을 검정한다.

GrangerandEngle(1987)에 의하면 변수들이 공 분 되어있는 경우

변수들 사이의 계는 VEC모형으로 표 될 수 있다.동 모형은 임의의

어느 한 시 이 장기균형 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장기균형

에서 이탈된 일부는 조정되어 동 시 에 반 된다는 에서 출발하

며(윤종주·최민섭,2014),장기와 단기의 인과 계를 명시 으로 구분해

장기 균형 계와 단기 동태과정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

다.

VEC모형을 구성하기 해서는 먼 각 식의 수 변수들의 선형결합

을 통상 인 회귀방정식을 통해 추정한다.그리고 공 분 방정식에서 추

정된 균헝오차(equilibrium residuals)와 단기 조정과정을 표하기 한

차분변수를 설명변수로 갖는 VEC모형을 구축한다.일반 인 VEC모형

의 형태는 다음 식(8)과 식(9)와 같다.

17)변수들 간에 공 분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시계열을 이용해 분석하는 경우

에는 오차수정항이 I(0)확률과정이 되지 않고 과잉차분(over-differencing)되어 변수들

간의 장기 계에 한 정보가 유실 될 수 있다(임응순,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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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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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9)

식(8)에서 δi와 βj는 Xt,Yt의 n개 과거 값들의 Xt에 한 (단기)효과를,

식(9)에서 γj와 αi는 Xt,Yt의 n개의 과거 값들의 Yt에 한 (단기)효과를

설명하고 ECTt-1는 기(t-1)에 걸친 장기균형식의 오차로써 오차수정항

(errorcorrectionterm)이다.오차수정항은 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을 반

하는 항으로 계수가 0을 나타낸다면 장기균형이 성립되고 있음을 뜻한

다.반 로 재 불균형상태에 있다면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0이 아니며

그 값은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수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때문에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조정계수(adjustmentcoefficient)

라 불린다.

이론 으로 VECM 분석에서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장기 인과 계를

나타내며,그랜져 인과 계의 χ2값을 바탕으로 단기 인과 계를 분석할

수 있다(오병기,2012)VEC모형으로 표 된 공 분 시스템 내에서의 인

과성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차분변수의 시차 값(식(8)을 기 으로,∆

Yt-1)이 VEC모형에 투입되지 않으면(βj=0)해당 설명변수(Yt)는 종속

변수(Xt)의 그랜져 원인이 아니며,만약 종속변수가 오차수정항에 반응

하지 않는다면(λ1=0)종속변수(Xt)는 약외생성이다.특정 변수가 약외

생 인 것으로 정되면 다른 설명변수는 장기 으로 해당 변수에 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Enders,2010).만약 조정계수가 유의미

한 값을 갖는 경우에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장기 인과 계가 존

재하며,장기균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균형으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

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VEC모형을 패 자료로 확장한 PVEC(p)모형을 구

축하여 패 인과성 분석을 실시한다.분석은 단 두 변수의 인과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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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을 맞추고 있지만 락된 변수로 인한 험을 이고자 아래 식(10)

과 같은 다변수 임워크에서 두 변수에 한 인과 계를 검정하기로

한다.

 











     
     
     
     
     
     

  log    log   log  
 log  log    

식(10)에서 ψp는 차분변수에 한 6×6계수행렬이며 환경상품 수출과 환

경원조 사이에 장기 혹은 단기 인과 계가 성립하는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정식을 개별 추정하여 확인한다.귀무가설 μ1=0그리고 μ2=0

에 하여 μ1이 유의하다는 것은 환경원조가 환경수출을 이끈다는 것이

고 μ2가 유의하다는 것은 환경수출이 환경원조를 이끈다는 것을 나타낸

다.단기 인과 계는 역시 동일한 방정식 내에서 차분변수의 계수 추정

치인 λ12s=0과 λ21s=0을 검정하여 그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18)만

약 귀무가설 λ12s=0이 기각되고 λ21s=0가 채택된다면 단기 으로 환

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8)차분항에 한 유의성 검정은 시차가 1보다 클 경우(p>1)F-검정이나 JointWald

검정을 이용하며 오차수정항에 한 검정은 통상 인 t-검정을 실시한다(박기 ·김진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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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자료 해설 실증 분석 결과

1.자료 해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0개 주요 환경원조 공여국

을 상으로 하는 패 자료를 이용한다.실증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환경원조 규모(AID),환경상품 품목에 한 수출액(EXP),인당 국내총생

산(GDP)과 인구수(POP), 미환율(EXCH),그리고 국가별 환경상품에

한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시비교우 지수(RCA)이다.환경상품 수

출액은 UNCOMTRADE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일 품목별,연도별,국

가별로 얻을 수 있었고 APEC리스트에 포함된 총 54개 환경상품 품목에

한 국가별 수출액을 시계열로 가공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환경원조

의 범 는 앞서 언 했듯 OECDCRS상에서 환경마커로 분류된 원조로

한정하며,OECD 통계 사이트를 통해 획득하 다.회귀분석에서 통제변

수로 활용되는 국가별 인당 국내총생산 인구수는 WorldBank에서,

그리고 미환율은 IMF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도출하 다. 시비

교우 지수의 경우 UNCOMTRADE에서 추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했다.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의 반 인 특성을 악하기 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descriptivestatistics)를 <표3>19)에 제시하 다.

19)L은 해당 변수에 상용로그를 취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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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Mean Std.Dev. Min Max

EXP(US$,current) 120 1.82×1010 1.86×1010 6.92×108 7.00×1010

AID(US$,current) 120 6.40×108 8.42×108 2.16×107 3.92×109

GDP(US$/명,current) 120 46742.69 14625.19 23995.02 100898.4

POP(명) 120 7.07×107 8.64×107 4538159 3.16×108

EXCH 119 13.11 30.81 0.86 132.9

RCA 120 1.18 0.55 0.39 2.48

LEXP 120 10.02 0.47 8.84 10.85

LAID 120 8.52 0.50 7.34 9.59

LGDP 120 4.65 0.12 4.38 5.00

LPOP 120 7.52 0.58 6.66 8.50

LEXCH 119 0.50 0.60 -0.06 2.12

<표 3>기 통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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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 단 근 공 분 검정 결과

앞 장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환경상품 수출에 향을 미치는 변수

들이 환경상품 수출과 장기 으로 균형 계에 있다는 것을 제로 한다.

이는 곧 모든 변수가 I(1)과정을 따르며 변수들 사이에 공 분 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에서는 모형 추정에 앞서 설정한

변수들 사이의 장기균형 계를 확인하기 해 실시된 패 단 근 검정과

패 공 분 검정 결과를 제시한다.

표<4>는 주요 10개 환경원조 공여국에 한 패 단 근 검정 결과

를 보여 다.개별 검정마다 차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검정의 오류

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패 단 근 검정을 수행하 다.공통 단 근

검정인 Breitung(2000)는 t통계량을,개별 단 근 검정인 IPS(2003)

ADF검정20)은 각각 W통계량과 χ2통계량을 갖는다.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미환율(LEXCH)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 변수의 검정통계량이

단 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을 반 으로 채택하고 있다.차분변수에

한 검정통계량은 반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양상을 보인다.다시 말해

표<4>에 제시된 패 단 근 검정 결과는 미환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

들이 1차 분된 I(1)과정임을 나타낸다.

미환율 변수의 경우 수 자료 차분자료 모두 1% 유의수 하

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Banerjee,Marcellinoand

Osbat(2005)과 Verbeek(2004)은 횡단면 개체 간 의존성이 있거나 공 분

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패 단 근 검정의 검정력이 낮아질 수 있다

고 설명하며,MaddalaandWu(1999),Choi(2001)등은 패 내 여러 개

체 하나만 단 근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가

20)ADF-PP(Phillips-Perron)검정은 ADF-Fisher검정에 비해 구조 변화가 심하고,자

기상 계가 강하며 이분산성이 심한 시계열에 해 설명력이 더 높다(송유철·원용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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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단 근 검정 개별 단 근 검정

Breitungt*-stat:

H0:단 근

IPS
W-stat:

H0:단 근

ADF-Fisherχ2::

H0:단 근

ADF-PPχ2::

H0:단 근

LEXP
1.08
(0.86)

1.38
(0.92)

9.55
(0.98)

10.33
(0.96)

∆LEXP
-5.43***

(0.00)
-3.00***

(0.00)
50.31***

(0.00)
81.97***

(0.00)

LAID
-1.21
(0.11)

-0.40
(0.34)

20.43
(0.43)

29.33*

(0.08)

∆LAID
-4.33***

(0.00)
-9.94***

(0.00)
103.93***

(0.00)
118.26***

(0.00)

LGDP
1.50
(0.93)

-0.52
(0.30)

20.04
(0.46)

44.36***

(0.00)

∆LGDP
-2.41***

(0.01)
-1.40*

(0.08)
36.07**

(0.02)
59.68***

(0.00)

LPOP
3.20
(1.00)

2.26
(0.99)

22.05
(0.34)

25.60
(0.18)

∆LPOP
1.86
(0.97)

-2.28**

(0.01)
38.34***

(0.01)
23.59
(0.26)

LEXCH
-0.23
(0.41)

-5.07***

(0.00)
57.92***

(0.00)
114.40***

(0.00)

∆LEXCH
-3.81***

(0.00)
-6.68***

(0.00)
72.91***

(0.00)
99.99***

(0.00)

RCA
-2.00**

(0.02)
-1.59*

(0.06)
27.75
(0.12)

24.17
(0.23)

∆RCA
-4.23***

(0.00)
-5.43***

(0.00)
62.19***

(0.00)
75.73***

(0.00)

<표 4>패 단 근 검정 결과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Pesaran(2012)은 패 단 근 검

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을 경우 귀무가설이 기각된 패 내 개체의

주:1) 호안의 수치는 한계유의수 (p-value)을 표시하며 *,**,***는 각각 10%,5%

와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이하 동일).

2)검정에는 Eviews8.0에서 시차길이 자동선정법(automaticselectionoflaglengh)으

로 슈워츠(Schwarz)방식이,스펙트럴 추정(spectralestimation)의 핵함수(kernel

function)로 Bartlettkernel이,자동 밴드 비 선정법(automaticbandwidthselection)

으로 Newey-West방식이 사용되었다.

3)검정방정식의 외생변수로는 개별 편(individualintercept)을 투입하 으며,시계열

그래 에 한 육안검사상으로 시간추세가 나타난다고 단한 변수(LEXP,LGDP)

에 해서는 상수항과 더불어 개별 추세(individualtrend)를 포함하여 검정하 다.

4)Breitung검정에는 개별 추세 편이 외생변수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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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추정해야 하며 결과에 한 해석 역시 이 비율에 따를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한다.환율은 국가 간 유기 혹은 상호 으로 작용하고 변동

하므로 횡단면 개체 사이에 상 계가 존재한다는 직 아래,

Pesaran(2012)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개별 단 근 검정을 추가 으로 수행

하 다.시계열 단 근 검정에는 가장 일반 으로 활용되는 ADF검정이

이용되었으며,5% 유의수 을 기 으로 9개 7개의 횡단면 개체의 수

자료에 단 근이 존재하며 차분자료의 경우 9개 8개의 자료가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록참조).21)따라서 미환율 변수 역시 수 자

료는 비정상이나 차분자료는 정상 시계열 특성을 나타내는 I(1)인 것으

로 단한다.

4종의 패 단 근 검정 시계열 단 근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모

든 변수들이 단 근을 가지며 I(1)과정을 따르는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변수들 사이에 공 분 계가 성립하여 장기 안정 계를 이

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Pedroni(1999,2004)공 분 검정을 실시하

다.그리고 KaoandChiang(1999)공 분 검정을 추가 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통일성을 확인하 다(표<5>참조).

잔차 기반의 Pedroni공 분 검정 결과,이질 패 을 한 3개 통

계량 2개의 통계량이 귀무가설을 기각하 으며, 체 11개의 검정결

과 에서는 6개 통계량이 변수들 간 공 분 계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KaoandChiang(1999)의 ADFt통계량 역시 변수들 간 공 분

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이상의 패

공 분 검정 결과는 변수들이 장기균형 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다.

21) 미환율 변수는 미국의 경우 시기에 1로 고정되어 있어 분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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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roni(1999,2004)

H0:공 분 부재

Within-dimension
Weighted

Between-dimension
Stat. Stat. Stat.

Panelv-Statistic
0.60
(0.28)

-3.46
(1.00)

Panelrho-Statistic
2.97
(1.00)

3.59
(1.00) Grouprho-Statistic

4.14
(1.00)

PanelPP-Statistic -6.53***

(0.00)
-8.48***

(0.00)
GroupPP-Statistic -14.62***

(0.00)

PanelADF-Statistic -4.71***

(0.00)
-3.71***

(0.00)
GroupADF-Statistic -6.42***

(0.00)

KaoandChiang(1999)
H0:공 분 부재

ADFt-stat. -4.51***

(0.00)

<표 5>패 공 분 검정 결과

주:1)Eviews8.0에서 시차길이 자동선정법으로 슈워츠방식이,스펙트럴 추정의 핵함수

로 Bartlettkernel이,밴드 비 선정법으로는 Newey-Westautomatic방식이 사용되

었다.

2)Pedroni(1999,2004)공 분 검정에는 개별 고정 효과 시간 추세 효과를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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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 분 추정 결과

일련의 검정을 통해 공 분의 존재를 확인하 으므로 변수들은 장기

으로 균형을 이루며 이를 묘사하는 선형회귀모형은 의미가 있다.따라

서 공 분 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향을 정량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패 자료의 시계열 수가 12개로 제

한 이라는 을 고려했을 때 이원고정효과 모형에 따른 자유도의 손실

을 최 한 이고자22)DOLS모형에 투입된 차분변수의 시차 선행 항

의 수는 1(p=1)로 두어 분석하 음을 밝힌다.더불어 시간별 횡단면 개

체별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에 해서는 F테스트를 실시하여 더

미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 고,그 결과 모든 더미변수들이 1%수 에서

유의미했다.이는 곧 이원고정효과모형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표<6>은 공 분 방정식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

다.첫 번째와 두 번째 열에 기본 인 OLS가정 하에서 합동OLS

GLS로 식(6)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 다.오차항에 한 가정이 동일

하므로 추정계수의 값은 모두 같게 나타난다.단지 추정계수의 표 오차

와 검정통계량이 달라지는데 이는 표 오차를 구하는 공식이 약간 다르

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열은 Beck and Katz's(1995)가 제안한

PCSE(panel-correctedstandarderrors)방법을 용한 결과로 동 기법은

모형 추정 시 패 내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횡단면 의존성

(spatialdependenceorcross-sectionaldependence) 1계 자기상 을

22)고정효과 모형의 단 은 더미변수 만큼 추가 인 모수를 추정해야하기 때문에 더미

변수의 수만큼 자유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효율 인 추정량을 얻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유의한 계가 있는데도 자유도의 손실로

표 오차가 커져서 추정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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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GLS PCSE24)

독립변수 Estimate t-stat. Estimate z-Stat. Estimate z-Stat.

LAID 0.04
1.41
(0.17)

0.04
1.88*

(0.06)
0.07

3.78***

(0.00)

LGDP 0.41
1.72*

(0.09)
0.41

2.31**

(0.02)
0.49

2.20**

(0.03)

LPOP -2.25
-1.84*

(0.07)
-2.25

-2.46**

(0.01)
-3.28

-5.34***

(0.00)

LEXCH 0.39
2.35**

(0.02)
0.39

3.14***

(0.00)
0.21

2.01**

(0.04)

RCA 0.14
1.78*

(0.08)
0.14

0.14**

(0.02)
0.19

4.33***

(0.00)

시간·개체
더미변수

Yes Yes Yes

조정된 R2 0.9973

R2 0.9953 1.0000

Obs 86 86 86

<표 6>공 분 회귀모형 추정 결과

보정한다.DOLS모형에서의 잔차 분석 결과 오차항에 1계 자기상 이

존재하며 패 개체 간 동시 상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세 번째 열의 추정 결과가 가장 타당하다고 단된다.23)

표<6>에서 패 속성을 고려한 표 오차(PCSE)를 반 한 추정 결

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환경원조에 한 환경상품 수출 탄력성은

0.07로 1%수 에서 유의하다.식(7)을 활용하여 탄력성을 변환하면 이는

환경원조 US$1증가 시 선진국은 평균 으로 US$1.99만큼의 환경상품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여,환경원조가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환경상품 수출 증가와 연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주:1)첫 두 열은 STATA의 xtreg와 xtgls명령어를 아무런 옵션 없이 사용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마지막 열은 xtpcse명령어 corr(psar1)옵션을 사용하 다.

23)잔차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 다.

24)Panel-CorrectedStandardErrors(BeckandKatz's,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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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통제변수들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세 방법 모두 10% 유의수

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추정계수의 부호 한 모두 같

다.GDP와 RCA 변수 그리고 미환율 변수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이는 인당 생산이 많을수록 수출 가능한 상품이

많아져 수출이 증가함을 뜻하며 해당 상품 수출경쟁력이 높을수록 수출

역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그리고 같은 환경상품 수출량

(US$)에 하여 특정 국가의 미환율이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에서의

매량(원단 )도 증가하므로 미환율 변수에 한 추정계수가 양정부

호인 것은 이론 으로 올바른 결과이다.한편 인구수 변수에 한 계수

추정치 부호는 음으로,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환경상품 자 자족

(self-sufficiency)이 가능하고 타국가로의 무역 의존성이 낮아져(Oguledo

andMacPhee,1994)환경상품 수출이 어드는 것이라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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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단기25) 장기

∆LEXP ∆LAID ECT

Coeff. t-stat. Coeff. t-stat Coeff. t-stat종속변수

∆LEXP - 0.01
0.46
(0.65)

-0.42***
-4.05
(0.00)

∆LAID 0.61
0.71
(0.48)

- 0.09
0.10
(0.92)

<표 7>환경상품 수출과 환경원조 간 장단기 인과 계 검정 결과

4.장단기 패 인과성 검정 결과

장기 향을 악하기 한 공 분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를 환경상

품 수출 변수로 설정하 지만 반 로 환경상품 수출이 환경원조에 향

을 수도 있다.따라서 마지막으로 두 변수에 한 패 인과 계 검

정을 통해 장기와 단기 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 사이의 인과 계는 앞서 설정한 PVEC(p)

모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정식의 추정계수에 한 유의성 검정을

통해 알 수 있다.단기 인과 계를 검정하기 해서는 첫 번째 방정식에

서 환경원조 차분변수(∆LAID)에 한 계수를,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환경상품 수출 차분변수(∆LEXP)의 계수를 검정한다.장기 인과 계를

악하기 해서는 오차수정항의 계수를 검정한다.

표<7>에 공 분 시스템 내에서 환경상품 수출 환경원조 사이의

패 인과 계 검정 결과를 제시하 다.여기에는 식(10)의 처음 두 방정

식에 한 계수 추정치와 t-통계량이 나타나있다.

25) PVEC(p)모형 시차는 최 의 SC HQ값을 갖는 1로 하 다.따라서 장단기 모두

에서 t-통계량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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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 단기 으로는 양방향 모두에서 인과 계가 성립하지 않았

다. 기(t)와 1기 (t-1)의 환경원조액 환경산업 수출의 단기변화(∆

LAIDt-1,∆LEXPt-1)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는 단기변화에 해서는 균형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인과 계의 경우 환경상품 수출이 종속변수일 때 오차

수정항 계수가 1% 유의수 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이는 해당

모형이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즉 기에 환경상품 수출이 다른 변수들

과의 장기균형에서 벗어날 경우, 기에 균형으로 돌아오는 성향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원조가 장기 으로 환경수출을 이끈다는 것을 입

증한다.반면 환경원조가 종속변수로 투입된 두 번째 방정식에서의 오차

수정항에 한 t-통계량은 환경원조 변수가 약외생 임을 나타내고 이는

곧 환경원조가 장기균형에 반응하지 않아 다른 설명변수들이 장기 으로

해당 종속변수에 한 원인이 되지 않음을 뜻한다.

패 인과성 검정 결과를 종합하면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 양 변

수 사이에 단기 으로는 어떠한 인과 계도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

에서는 환경원조가 환경상품수출에 한 원인이 된다.그러나 그 반

의 역인과 계는 성립하지 않아 장기 인과 계는 환경원조에서 환경상품

수출로의 단방향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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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결

앞 에 제시된 연구결과는 환경원조 1% 증가 시 주요 환경원조 공

여국을 상으로 반 으로 그리고 장기 으로 환경상품 수출이 약

0.07% 증 되며 환경상품 수출이 나아가 환경원조의 증가 혹은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이는 곧 환경원조 1달러는 직간

으로 약 2달러의 환경상품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음을 뜻하며 두

변수 사이에 단기 인과 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Lloydetal.(2000)는 원조와 수출 사이의 인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 다.이를 본 연구의 인과 계 분석 결과에

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먼 환경상품 수출이 환경원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원조 할당에 있어 환경상품 수출 로비

활동이나 상업 측면에서의 구속성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 환경원조를 통해 수원국이 공여국의 환경상품을 지속 으로 구

매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공여국이 해당 수원국에 한 원조를 증가시

킬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환경원조에서 공여국

의 보상 원조 할당 행 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 다.

반 로 환경원조에서 환경상품 수출로의 인과 계가 존재한다는 결

과는 기존의 원조와 수출 련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원조

가 수출에 미치는 직·간 효과가 환경원조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인과 계 해석에 있어 본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가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 간의 이론 인과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두 변수 사이의

경험 선·후행 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할 것

이다(박기 ·김진경,2013).그럼에도 과거 자료를 토 로 한 본 논문의

실증 분석 결과가 환경원조에서 환경상품 수출로의 장기 인과성을 나

타낸다는 사실은 환경상품 수출을 해 환경원조가 하나의 의미 있는 수

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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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원조에 따른 환경상품 수출탄력성은 0.07(=γ1)로 원조와 수

출 련 기존 연구보다 상 으로 낮은 값이 도출되었다.연구 방법론

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치를 직 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무리

가 있지만,선행 연구 결과26)를 종합 으로 고려할 때 환경원조로부터

생되는 환경상품 수출 변동성은 그다지 탄력 이지 않다고 볼 수 있

다.이 게 환경상품 수출이 환경원조에 하여 상 으로 비탄력 이

라는 것은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간 인 향인 습 효과와 우호효과

가 환경원조에서 뚜렷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습 효과 하

에서 수여국에 제공되는 환경원조는 추후 공여국의 환경상품을 선호할

확률을 높이게 되며 이것이 추정계수에 요약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낮은 수출탄력성 비 이를 원단 로 변환한 값(약 2달러)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환경원조로 인한 환경상품 수출이 상 으로 비탄력 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원조 1단 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증 효과는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동 결과는 수출 증가를 통해 경제 이득을 도모하기 한 공여

국의 원조 동기(motivation)가 환경원조에 강하게 투 될 수 있음을 보

여 다.

물론 환경상품 수출이 반드시 경제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수출과 동시에 수입이 많다면 환경산업 체에서의 무역 순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환경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은

부분 사회기반시설로 선진국의 환경상품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한 추가 인 환경상품 소비에 있어서도 선진 공여국은 자 자족이 가능

하므로 공여국이 환경상품 혹은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이는 인구수와 환경상품 수출 사이에 음의 계가 도출된 것

26)Nowak-Lehmannetal.(2009)등 개별 공여국에 한 원조와 수출 련 연구에

서는 원조에 따른 수출탄력성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Wager(2003)의 경우

오직 원조의 간 향으로 인한 수출탄력성은 0.0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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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다시 말해 공여국 내에서 환경상품

은 이미 일정 수 이상 조달되어 왔으며 환경상품에 한 낮은 해외 의

존도를 감안했을 때 선진국의 환경상품 수출 증가는 곧 경제 이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환경

원조가 공여국의 환경상품 수출 증 나아가 경제 이익을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해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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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환경원조는 명시 으로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해 실시되

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산업 수출 증 라는 공여국의 략이 내포되

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환경원조가 환경

상품 수출에 실제로 정 인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주요 환경원

조 공여국에 한 패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 다.

먼 표본 국가들의 패 시스템 내에서 자료의 시계열 특성을 확인

하기 해 다양한 패 단 근 검정을 실시하 고,검정 결과 패 자료

가 비정상인 것으로 정되었다.그리고 패 공 분 검정을 통해 변수

들이 장기 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 다.이에 공 분 계에

있는 변수들에 한 장기균형식을 추정하여 환경원조 다른 통제변수

들이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도출하 다.결과 으

로 환경원조 1달러는 장기 에서 환경상품 수출을 약 2달러 견인하

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마지막으로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 간

방향성을 확인하기 해 VEC모형을 이용하여 장단기 패 인과성 검정

을 추가 으로 실시하 다.그 결과 두 변수 사이에 단기 으로는 인과

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 으로는 환경원조에서 환경상품 수출로의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리하면 선진 공여국의 환경원조

가 환경상품 수출을 장기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따라서 공여국

의 견지에서 환경원조는 환경상품 수출 증 를 한 하나의 방법이자 동

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한 좋은 수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환경 분야에 국한된 원조와 수출 사이의 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가

거의 무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원조는 환경상품 수출을 통해 공여국의

정치경제 국익을 효율 으로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랑스는 환경원조와 환경산업을 결합하여 정책 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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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해왔다.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녹

색ODA라는 이름하에 환경원조가 본격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2009년

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된 이후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 차원에서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환경원조가 장기 으로 환경상품 수출을 견

인한다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미국이나 랑스를 비롯한 공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원조를 활용한 환경산업 해외 진출 정책에 타당성을

제공해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환경원조를 통해 환경상품 수출을

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짧은 기간에 해 장기 향 장단기 인과 계를

도출하 다는 이 문제 으로 지 될 수 있다.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

출 사이에 단기 인과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상 으로

제한된 시계열에 기인한 잘못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환경원조의 통계자

료가 더 축 된 이후 단기 인과 계 단기 향까지 재 검 해 볼 필

요가 있다. 한 환경원조 상 10개 공여국에서 모든 환경원조 공여국

으로 연구의 범 를 확장한다면 보다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 반 인 원조 공여국의 행태가 아닌 개별 공여국에

한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 간 계를 분석하거나 환경원조의 분야

(sector)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면 국가별 혹은 분야

별 비교를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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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6단 환경특성27) HS코드 설명(HSCodeDescription)

441872 REP 기타 조립된 마루 용 패 ,다층, 나무 재질

840290 MSHW 증기발생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 부분품

840410 MSHW 증기발생·과열수· 앙난방용 보일러의 부속기기

840420 APC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840490 APC 보일러용과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부분품

840690 REP 증기터빈 부분품

841182 REP
터보제트·터보 로펠러와 기타 가스터빈 출력이 5,000kw

를 과하는 것

841199 REP 가스 터빈 부분품

841290 REP 기타 엔진과 모터 부분품

841780 MSHW 기타 공업용·이화학용 노(furnace)와 오

841790 MSHW 비 기식의 공업용·이화학용 노와 오 의 부분품

841919 REP 기타 즉시식 는 장식 물가열기(비 기식의 것)

841939 WWM 기타(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드라이어 등

841960 APC 기타 액화용의 기기

841989 APC

기타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 온살균·증기가
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
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는 장치와 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는 장식 물가열기)

841990 REP 8419의 부분품,물가열기 부분품

842121 WWM 물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가정형의 것

842129 WWM 기타 물의 여과 는 청정용의 것

842139 APC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842199 WWM 기타 원심분리기와 부분품,액체·기체 여과기나 청정기 등

847420 MSHW 쇄기 는 분쇄기

847982 MSHW
혼합기·반죽기· 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 기·균질기·유화

기 는 교반기

847989 MSHW 기타 개별 기능 기계류(공기청정기,압출기,어업용기기 등)

847990 MSHW 8479(고유기능을 가진 기계류)의 부분품

850164 REP 교류발 기(출력 750KVA 과)

850231 REP 발 세트와 회 변환기의 풍력의 것

850239 REP 기타 발 세트와 회 변환기

850300 REP
동기·발 기·회 변환기(8501 는 8502기계 용 는

주로 사용되는)의 부분품

<부록 1>

APEC2012환경상품 리스트(APECListofEnvironmentalGood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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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90 REP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의 부분품

851410 MSHW 항가열식의 노와 오

851420 MSHW 자유도식 는 유 식의 노와 오

851430 MSHW 공업용 는 이화학용의 기타 기식 노와 오

851490 MSHW
공업용 는 이화학용의 기식 노와 오 의 부분품,이화학

용의 자유도식 는 유 식 가열기

854140 REP 감 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 다이오드

854390 WWM 기타의 기기기 부분품

901380 REP 학장치 기기

901390 REP 학장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1580 EMAAE
기타 토지측량기기·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

기·기상 측기기·지구물리학용기기 거리측정기

902610 EMAAE 액체의 유량 는 액면의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

902620 EMAAE 압력의 측정 는 검사용 기기

902680 EMAAE 기타 액체 는 기체의 변량 측정기기

902690 EMAAE
액체 는 기체의 유량 는 기타 변량 측정 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710 EMAAE 가스 는 매연 분석용 기기

902720 EMAAE 크로마토그래 와 기 동 장치

902730 EMAAE
분 계·분 도계 분 사진기(자외선·가시 선· 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함)

902750 EMAAE
기타의 학 방사선(opticalradiation)기기 (자외선·가시

선· 외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함)

902780 EMAAE 기타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902790 EMAAE 마이크로톰 9027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149 EMAAE 9031(기타의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 기)호 기타

903180 EMAAE
9031(기타의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 기)호 기

타의 기기

903190 EMAAE
기타 측정 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 투 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289 REP 기타 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903290 EMAAE 자동조 용 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300 EMAAE
학기기·사진용 기기· 화용 기기·계측기기·정 기기의 기

타 부분품

27)APC(AirPollutionControl: 기오염방지),EMAAE(EnvironmentalMonitoring,Analysisand

Assessment Equipment: 환경모니터링·분석·평가도구), MSHW(Management of Solid or

Hazardous Waste: 고형유해폐기물 리), REP(Renewable Energy Plant: 재생에 지설비),

WWM(WasteWaterManagement:폐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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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 검정 이분산 검정 횡단면 의존 검정

H0:1계 자기상 없음 H0:동분산 H0:횡단면 독립

Wooldridgetest
F-stat.

(p-value)

3.61
(0.09)

ModifiedWald
testχ2-stat.

(p-value)

31.8
(0.00)

Breusch-Pagan
LM testχ2-stat.

(p-value)

86.8
(0.00)

t-Stat.
(p-value)

t-Stat.
(p-value)

LEXCH1
-2.43
(0.16)

∆LEXCH1
-5.46***

(0.00)

LEXCH2
-4.51***

(0.01)
∆LEXCH2

-3.34**

(0.04)

LEXCH3
-3.18*

(0.06)
∆LEXCH3

-3.35**

(0.04)

LEXCH4
-3.18*

(0.06)
∆LEXCH4

-3.35**

(0.04)

LEXCH5
-1.63
(0.43)

∆LEXCH5
-2.61
(0.13)

LEXCH6
-3.18*

(0.06)
∆LEXCH6

-3.35**

(0.04)

LEXCH7
-3.54**

(0.03)
∆LEXCH7

-3.84**

(0.02)

LEXCH8
-3.07*

(0.07)
∆LEXCH8

-5.34**

(0.01)

∆LEXCH9
-3.75**

(0.02)
LEXCH9

-2.55
(0.13)

<부록 2>

미환율 변수에 한 개체별 단 근 검정 결과

주:1)Eviews8.0에서 시차길이 자동선정법으로 슈워츠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최 시차는 2로 설정하 다.2)개별 편을

투입하여 검정하 다.

<부록3>

DOLS모형 잔차 분석 결과

28)임경수·박혜리(20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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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mpactofEnvironmental

OfficialDevelopmentAssistance

onTheExportof

EnvironmentalGoods

:AnApplicationofPanelAnalysis

SunyoungLim

DepartmentofEnvironmentalPlanning

TheGraduateSchoolofEnvironmentStudies

SeoulNationalUniversity

Officialdevelopmentassistance (ODA),based on a humanitarian

concernaboutalleviatingworldwidepoverty,isbelievedtoenhance

theexportsofdonorcountries.InthecaseofenvironmentalODA

being allocated to environmentalactivities,even though therehas

beenverylittleresearchonthelinkagebetweenenvironmentalODA

andtheexportsofenvironmentalgoodsfrom donorsperspective,itis

also regarded asan effectivemeansfordonorsto promotetheir

economic development by exporting the relevant products from

environmental industry.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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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sector only and investigates the relations between

environmentalODA andexportofenvironmentalgoodforthemajor

donorsbetween2002and2013.

The study adopts the PanelRegression Model,based on the

GravityModel,theDynamicOrdinaryLeastSquares,and theError

Correction Modeleconometrictechniques to examinethe long-run

dynamiceffectsofenvironmentalODA onexportofenvironmental

goodsandthecausalrelationship,ifany,betweenthem.Theprimary

findingofthestudyisinthelong-run,forUS$1.0ofenvironmental

ODA spentbydonors,theaveragereturnisUS$1.99,andnotvice

versa.In the short-run,there is no causality among the two

variables.The results suggestthatfrom the donors’perspective,

environmentalODA canbeoneoftheoptionsfordonorstoincrease

theexportofenvironmentalgoods.

Keywords:EnvironmentalOfficialDevelopmentAssistance,

EnvironmentalGoods,Export,TimeSeriesBased

PanelEstimationTechniques

StudentNumber:2013-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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