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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본 연구는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굴뚝

CleanSys에 자료를 전송하는 기업 중 2010년 주요 오염물질 항목(NOx,

SOx, TSP, HCl 등 4개 항목)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140개 기업

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과 2010년의 농도변화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오염배출농도 감소정도를 확인하였다.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강화가 적용되는 시점과 규제이전과의 기업의

오염배출농도 변화가 ROA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

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ROA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1(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

의 재무성과(수익성)와 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과 가설2(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1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

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환

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가설2의 기각

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혁신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

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포터가설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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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오염항목의 경우 (NOx, TSP 항목)의 경우 기업의 오염배출농도가

감소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기업의 수익성 변화간의 장․단기적

(2010년～2013년)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과 기업의 재무성과간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방식 및 기준설

정 강도(수준), 규제적용방식, 타 규제와의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규제강화의 기준 설정방식과

기준설정 강도(수준)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산업계가 기술적․경제적으로 달

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의견수렴 절차와 기

준강화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므로 규제강화로서 대기배출허

용기준의 강화가 산업계의 과중한 방지시설투자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규제의 적용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사전예고기준은 2007년 1월에 공표되어 기업은 실제 기준강화시점

인 2010년 1월 1일 이전 오염배출 항목별 강화예정 기준을 확인하고 관

련 소요시간과 비용 등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고제를 통한 규제의 적용방식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타 규제와의 관련성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매출시

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 제도의 영향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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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만으로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미

흡하여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량 증가 억제와 기업의 공정개선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중

인 제도이다. 기본부과금은 2개 항목(SOx, TSP)을 대상 반기별 1회 부

과된다. 기본부과금의 경우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나, 배

출허용기준 대비 30% 미만의 경우 기본부과금이 면제가 된다. 따라서

기본부과금제도는 기업이 환경오염방지비용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기본부

과금 면제수준으로 SOx와 TSP항목의 농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배출허용기준의 영향보다 기본부과금제도가 경

제적인 유인을 통하여 기업의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배출부과금이 적용된 항목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이미 낮은 농도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

므로 배출허용기준 강화이후에도 배출농도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

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인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

른 배출농도 변화 값이 기준강화 전후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출특성이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기업체들의 투자비용 증

가에 대한 우려와 업계의 논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정책수립자에게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

정상 영향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대기오

염물질 항목에 대한 영향정도를 검토함으로서 오염물질별 규제기준 강화

에 따른 영향의 강도에 대한 예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환경규제, 대기배출허용기준, 기업재무성과, 방지시설투자,

ROA(총자산순이익률), 수익성, 포터가설

학 번 : 2015-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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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는 기업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제도, 직접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부과금제도, 간접규제로서 수도권총량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대기배출허용기준은 대기배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 적용된

다는 측면에서 국가 대기배출시설 관리의 기반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은 199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

하여 적용되었으며, 국가 대기관리 관할부서인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

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대기배출허

용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삭감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직접

규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농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초과된 농도에 따른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이

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초과 및 위반에 따른 기업이미지에 악영

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자 적극적인 노력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은 공정 및 방지기술의 수준과 지역 대

기질 상태, 오염물질의 독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되며, 유럽연합에서

는 BAT(Best Available Technology: 최적가용기술) Reference를 기반으

로 허가기관의 재량으로 사업별로 결정되며, 미국은 지역 대기질 상태와

배출시설의 종류, 오염물질의 유해성을 반영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결

정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이 반영되는 것이 공통적이다.(공성용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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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배출허

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오염방지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5년마다 갱

신, 강화하고 있다.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직접규제 수단으로의 배출

농도는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점차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기업과

산업의 환경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왔다. 최근의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는 5년간의 주기로 2010년, 2015년이었으며,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으로 사업장의 사전대응을 위하여 2013년 예고됨에 따

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사업장/기업의 경우 투입원료개선, 배출시

설개선,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농도 수준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 관련

협회 등 관계자간의 연구와 협의절차 등을 거쳐 기준을 설정하게 되나,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에 따라 관련 방지기술 추가도입, 설비투자 신・증
설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적정한 적용기

준 설정을 위한 과정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기업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증가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됨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환경규제 수

단으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실제 기업에게 대기환경규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가

져왔는지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기환경규제와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

하여 상호간의 영향을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간 선행연구에서는 환경규제라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함으로서 환



- 3 -

경오염을 매체별(대기, 수질, 소음 등)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인 환경규

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실제 규제정책을 수립・시
행하는 경우 해당 정부부처에서 단일규제에 대하여만 관여하므로 규제정

책 수립 및 관련 기준 설정시에는 단일규제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할 필

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오염물질 배출저감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실적은 다수이나, 이것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요인으로 작용하였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기업체들의 투자비용 증

가에 대한 우려와 업계의 논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서 정책수립자에게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

정상 영향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대기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영향정도를 검토함으로서 오염

물질별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의 강도에 대한 예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분석대상기업으로는 2009년 기준 굴뚝연

속자동측정망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515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업 재무제표 등 정보가 공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하며, 기업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를 말한다. 사업장과 기업의 예를 들

면, A기업이 천안과 부천에 각각 A기업 천안공장(사업장), A기업 부천

공장(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A기업은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굴뚝연속자동측정망의 경우 사업장 단위(515개 사업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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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본 구에서는 이를 기업으로 재분류하는 작

업을 통하여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업”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하여 재무성과에 어

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예고기준이 공표되기 이

전 시점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점간의 시기별 재무변수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재무성과변화는 2008년과 2010년의 변동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는 환경부 통계자료 “2014년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현황1)” 조사결

과, 201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예고시점(2007년 1월 31일 시행령

개정) 이후 2009년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신・증설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규제강화 이전, 이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강화 이전시점을 2008년으로,

규제강화 이후시점을 20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 변화와 기업

의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

고자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점인 2010년

과 2011년~2013년 시간경과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다음 표와 같이

연구방법을 구성하였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현황 통계(환경부) :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과 연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투자현황을 파악하여 환경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전국을 조사범위로 하여 방지시설업체로 등록한 사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연1회 주기로 통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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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연도 오염물질 분석데이터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 변화

2008 vs 2010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염화수소(HCl)

한국환경공단

굴뚝연속자동측정자료

(CleanSYS 데이터)

재무성과 변화

2008 vs 2010 수익성 변화

KIS-Value

기업정보데이터

(재무제표)
2008 vs 2011

2011 vs 2012

2012 vs 2013

기간경과에 따른

경향성

<표1-1> 연구방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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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환경오염방지 투자현황(대기부문 공사실적)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재무성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글SPSS 22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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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환경규제와 생산성, 사업장 대

기배출허용기준, 기업재무성과 등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환경규제와 기업의 재무성과, 환경규제와 산업

생산성,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기존 연구결과

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검

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서 분석방법

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 및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함으로서 본 연구가 갖는

유용성과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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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환경규제와 생산성

환경규제라는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최병선, 2006), 환경규제의 영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주요한 학문적 이슈

이다. 그 간 많은 학자들이 산업 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가

경제적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쟁

중에 있기 때문이다.(Jaffe and Palmer, 1997).

그동안 환경정책과 산업계의 생산성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류 이

론은 “환경규제와 같은 환경정책은 생산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뿐 아니라

오염방지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

를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신

고전학파의 주장이었다(Rothwell, 1992; Jaffe et al., 1995; Palmer et al.,

1995; 이미홍,2003; 조주현, 2003; 강만옥, 2006).

즉, 환경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환경정책이 규제비용을 증가시

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생산, 고용 및 사회후생 감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수정주의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환경규제는 국제 경쟁력

에 대한 규제의 영향력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Lanoie et al., 2008; Palmer et al., 1995; Porter and Linde,

1995a, 1995b; Vries and Withagen, 2005). 수정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 등과 같은 정태적인 관점이 아닌 동태적인 관점에

서 생산효율성, 가격차별화의 능력,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우위에 있다

고 규정하고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상쇄

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생산성 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현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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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론의 대표학자인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 마이클 포터

(Micheal Porter)는 1991년 Porter가설을 제시2)하였으며, 포터의 주장은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효과는

정태적 최적화 측면이 아니라 동태적 경쟁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Wagner 2003)

Porter 가설의 핵심은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혁신을 가

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규제”와 규제로 인한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가라는 의미에서 “혁신적 상쇄(Innovation

Offset)”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포터가설은 그 간 신고전학파에 의하여 주류로 인식되어오던 사회적

통념인‘환경규제 강화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환경규제 대응을

위하여 투입하여야 함으로서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주

장을 반박하는 가설이다. Porter의 이론은 기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지 못함에 따라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인 자원이용이 이루어지며, 환

경규제는 기업에게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resource inefficiency)에 대

한 신호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포터의 가설에서는 환경규

제가 생산성 중 자원생산성의 향상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터의 가설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라 약형포터가설(Weak

Porter hypothesis)과 강형포터가설(Strong Porter Hypothesis) 2단계로

분리한다. 약형포터가설이란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며, 강형포터가설은 환경규제로 인한 기술혁신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강희재, 2014)

2) 포터가설은 1991년 Scientific American에 실린 “America’s Green Strategy”

최초로 제시됨. 이 가설은 1995년 포터의 후속연구인 “Towards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 competitiveness relationship”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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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형포터가설

(Weak Porter hypothesis)

강형포터가설

(Strong Porter Hypothesis)

환경규제 ➡ 기술혁신 ➡ 생산성 향상

<그림2-1> 포터가설(약형 및 강형) 개념도

포터(1995)의 연구에서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주장을 실증하고자 주요 기업(Dow Chemical, 3M 등)을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포터는 Dow Chemical의 사례에서는 기업들이

엄격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달성

하였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Dow Chemical은 기업의 공장

폐수 처리과정 재설계를 통하여 25만 달러 투자로 매년 240만 달러의 비

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여줌으로서 포터의 가설에 유의미한 증거를 제

시하였으며, 또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유발한다는 약형포터가설을 입

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Dow Chemical의 사례는 과거 신고전학

파의 주장에서처럼 환경보호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포터(1995)는 3M사가 솔벤트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사전

대응함으로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을 경쟁사보다 조기에 시행

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경

쟁시장에서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먼저 대응․시행하는 경우 관련 시장

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M의 사례는 또한 기술혁신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한다는 강형포터가설을 증명하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포터의 가설은 1991년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쟁

의 주제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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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포터가설 발표 이후 가설을 증명, 반박하는 다수의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포터의 연구가 특정한 사례만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일반적인 이론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포터가설에 대한 반론적인 연구로 대표적인 연구는 Palmer, Oates &

Portney(1995)이며, 해당 연구에서는 Porter and van der Linde가 언급

한 사례연구 대상 기업인 3M과 Monsanto 등 경영진에게 직접문의를 통

하여 “규제”와 “혁신적 상쇄”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청취

결과 전체적으로 환경규제는 자사에 유의미한 정도의 순비용을 발생시키

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Palmer, Oates & Portney(1995)연구에서는 미국의 환경저감 비

용과 혁신에 의한 상쇄비용을 분석하여, 미국 환경당국 추정자료에 의한

환경저감 비용이 1992년 1,020억달러~1,350억달러였으나, 혁신에 의한 상

쇄효과는 17억 달러로 추정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혁

신적 상쇄가 매우 적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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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1) 제도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근간이 되는 것은 대기배출허용기준 제도이다.

대기배출허용기준제도는「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법적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의 최고한도를 제시

한 것이다.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

우 지역조례 환경부령보다 엄격한 값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배출허

용기준 이 외 기준설정이 가능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

법」에 따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3)에 대해서는 환경부령보다 엄격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기배출허용기

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대기배출허용

기준, 환경부장관이 정하지만 특별대책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대기배

출허용기준, 그리고 지자체 조례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

기배출허용기준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성용 외, 2014)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은 1990년 8월 1일

동 법이 제정된 후 (1991.2월 시행)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필요에 의

해 수시로 개정되다가 이후에는 5년 주기의 정기적 개정으로 정착되었

다. 현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대기배출허용기준개정이 정례화되면서 사업장에서는 환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

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특정 행위를 제

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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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방지시설 투자 계획 수립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공성용 외, 2014)

대기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과 연료의 종류와 시설의 설치연도에 따

라 구분되어 오염물질로 설정되는데 대기질의 상태와 처리기술의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대기환경보전법」은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한

총 61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2016년 현재 26종의 물

질에 대해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2)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방법 및 절차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예고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수행된 “대기오

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최적방지시설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2006.3,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작성을 위하여 기존 대

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국가의 대기오염 배

출허용기준과 장래의 강화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출 및 적용 대상시설을 결정하였다. 한편, 차기 배출허용기준의 도출

및 적용대상 시설의 결정시 고려사항은 강화되는 기준적용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 적용기술의 보유유무, 시설비, 준비기간 및 설치기간 기타 사

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현가능한 방안들에 대하여 반영하도록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적정성, 국가의 허용기준과의 상관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배출허용기준을 예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방법론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

라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으로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 관리라는 큰 틀에서 대기배

출허용기준을 강화하되 산업계 및 기업 운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

현가능한 방안들에 대하여 반영․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규제기준 강화

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함으로서 기업의 기술적, 경

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방지 대책

을 혼합한 규제강화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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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절차 및 방법

(3)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주요내용

환경부는 2006년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자 2007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

정・시행하였다. 2007년 1월 개정・시행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10년 적용을 위한 사전예고제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강화되는 기준에

대비한 사업장의 시설개선․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주요내용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

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기존대비 10~50% 강화하는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06년 6월 30일 이전 설치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SOx)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4)하여, 방지시설 교체․보완 등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질소

산화물(NOx)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배출허용기

준을 강화5), 탈질시설(SCR : 선택적촉매환원기술, SNCR : 선택적비촉매

4)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 100MW이상) : 기존 SOx 150 → 강화 100ppm

5) 발전시설(액체연료 사용, 100MW이상) : 기존 NOx 250 → 강화 100ppm, 보일러는

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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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기술) 신규 설치 등 유도하였다.

먼지 항목의 경우 방지시설(전기집진기, 백필터(bag filter)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배출농도 저감효율이 20~30% 향상되어 그 기술향상 수준만

큼 배출기준을 강화6)하였다.

한편,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시에는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

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HCl 항목이 배출농도와 같이 현실적으

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일부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완화시켰다. 주

요 오염물질 배출항목인 NOx, SOx, TSP, HCl 각 항목별 2010년 배출

허용기준 변화 세부내역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제 3 절 기업재무성과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기업의 재무성과는 기

업경영에서 핵심지표로 간주된다. 재무성과는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

장성, 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각 항목을 살펴보면 수익성은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며, 안정성은 기업의 장단기 지급능력과 제무

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나타낸다. 활동성은 기업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자

산을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성은 회사의 실적 또는

자산 등이 증가한 정도를 나타낸다. 한편 생산성 지표는 기업활동의 효

율성 및 생산요소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각 재무성과 평가항목별 세부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6) 소각시설(용량 200㎏~2톤/hr 시설) : 기존 먼지 80 → 강화 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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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지표 산출방법

수익성

총자산순이익율(ROA)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율(ROE) 〈당기순이익/〔(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100

매출액총이익율 (매출총이익/매출액)×100

매출액경상이익율 (경상이익/매출액)×100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100

안정성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100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본)×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고정비율 (고정자산/자기자본)×10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액/〔(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유형자산+기말유형자산)/2〕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100〕-100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고정자산증가율 〔(당기말고정자산/전기말고정자산)×100〕-100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유형자산/전기말유형자산)×100〕-100

당기순이익증가율 〔(당기말당기순이익/전기말당기순이익)×100〕-100

생산성

1인당 매출액증가율 〔(당기 1인당매출액/전기 1인당매출액)×100〕－100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당기 1인당부가가치/전기 1인당부가가치)×100〕－100

자본집약도 (총자본/종업원수)

감가상각율 (감가상각비/비상각자산)×100

<표2-2> 재무성과 평가항목별 주요지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기업의 재무성과 중

수익성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기업의 회계지표를 대표하는 총

자산이익률(ROA)을 사용하였다.

ROA는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수익성을 평가하는 종합지

표로서, 회사가 총자산을 수익창출활동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지

를 측정한다. 즉, ROA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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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ROA는 기업의 일정기간 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ROA=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 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자산

= 순이익률 × 자산회전율

즉, ROA(Return of Asset: 총자산이익률)은 부채와 자기자본을 모두

합산하여 총 자산대비 몇%의 이익을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ROA는 자산의 효용성을 알려준다.

기업의 경우 ROA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보유한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

적으로 운용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지표를 말하며,

금융기관이 보유자산을 대출, 유가증권 등에 운용해 실질적으로 얼마만

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를 가리킨다.

총자산규모에 비하여 순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ROA수치가 높고,

순이익을 많이 내지 못한 기업은 ROA수치가 낮다고 표현된다.

한편, ROA와 유사한 개념으로 ROE(Return of Equity: 자기자본이익

률)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 대비 몇%의 이익을 내는가를 나타

내는 지표이다.

ROE=자기자본순이익률 = 순이익/자기자본 × 100

= 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산 ×

총자산/자기자본 × 100

=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부채+자기자본)/자기자본 × 100

ROE는 총자산 가운데 자기자본 금액만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

는 지표이며, 기업의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는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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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제 1 절 환경규제와 기업재무성과

학자들은 오랜기간동안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가 기

업에게 재정적인 이득을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지

난 20년 동안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가정에 도전하였다. 산업생태분

야에서(industry ecology) 연구자들은 기업에 의한 그 이상의 상황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Nelson 1994; Panayotou and Zinnes 1994; Esty and

Porter 1998; Reinhardt 1999). 최근의 연구자들은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기업을 제안한다. (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Reinhardt 1999)

질적 연구자들은 이윤이 남는 환경보호 기회에 대한 다수의 사례를

증명하였다. (Denton 1994; Deutsch 1998; Graedel and Allenby 1995;

Porter and vander Linde 1995; King 1995). 최근 다수의 연구자들은 환

경성과에 대한 자유재량에 의한 개선은 종종 재정적인 이윤을 제공한다

고 주장한다. (e.g. Hart 1997).

기업의 환경규제와 재무성과와 관련한 국내연구로 김장환 외(2005)는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1993년부터 2003년까지를 연구대상기간으로 하여, ISO14001 인증획

득기업과 비교기업을 포함한 994개 기업을 표본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의

도입과 기업의 재무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누적연도가 증가할수록 점차 재무성과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ISO14001 도입기업에 있어서 자산이익율과 같은 단기 재무성과지표의

경우 재료비비중이 낮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낮을수록, 수출비율이 낮을

수록 더 높아지고, 수출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김원신(2008)은 환경규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의 환경규제정책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 배출단속에 적발된 기업들(위반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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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무성과지표 중에서 매출액증가율(GS)

과 영업현금흐름(CFO)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매출액이익율(ROS), 자기자본이익율(ROE), 전체현금흐름(CFO)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박헌준 외(2004)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과의 관계규명 위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기업들의 환경성과를 평가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 자료를 이용하여 167개 기업의 환경성과와 재무성

과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환경성과 평가기간 중 좋은 환경성과를 보

인 기업의 경우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성과가 향상되며 동 기간 중 좋은

환경성과가 평가기간을 전후한 재무성과의 변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기업들의 환경경영에 대한 투자가 장기

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정용기 외(2008)는 환경시설투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과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환경침해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

상으로 환경시설투자가 재무성과(원가절감, 매출액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환경시설투자가 총제조비용

과 유의한 음(-)의 영향관계를 나타냄으로서 환경시설투자를 확대할수록

총제조비용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투자 후 1차년도부터 3차 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부원가 항목에서 환경

시설투자가 재료비와 음(-)의 영향관계를 보임으로서 환경시설투자를 확

대할수록 재료비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환경시설투자로 인한

매출액 증대의 효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 19 -

연구자 연구의 특징 대상 설명변수 종속변수 결과 비고

김장환

외

(2005)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의 도입이

기업의 재무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994개 기업
ISO14001

인증획득
재무성과 (-)

재무성과에

부(-) 영향

김원신

(2008)

환경규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415개 기업

(위반 83,

준수 332)

환경규제

위반기업

매출액증

가율(GS)
(-) 규제위반시

재무성과에

부(-)영향
영업현금

흐름(CFO)
(-)

박헌준

외

(2004)

기업의 환경성과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167개 기업 환경성과 재무성과 (+)

환경성과

증가시

재무성과

양(+)의

영향

정용기

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재무성과

와의 관련성 분석:

환경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환경침해

(민감)업종

128개 기업

환경시설

투자비용

총제조

비용
(-) 환경시설투

자비 증가시

재무성과

양(+)의

영향

환경시설

투자비용
재료비 (-)

환경시설

투자비용

매출액

증대

영향

없음

<표3-1> 환경규제와 기업재무성과 선행연구 요약

제 2 절 환경규제와 산업생산성

환경규제와 산업 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고전학파의 이론과

포터가설이 대립하여 존재한다.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환경규제와 산업경

쟁력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견해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이명헌,2008). 이러한 주장의 논리는 환경규제는 환경

규제대응비용을 발생시켜 총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경쟁력

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명헌(1997)는 1982년～1993년 기간동안 한국 제조업에 대한 비용함

수(기업고유의 규제지표로서 단위명목생산액당 공해방지를 위한 평균설

비비용을 적용)를 추정한 후, 쌍대성이론을 이용하여 환경규제가 생산성

및 요소수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측정한 결과 환경규제로 인하여 자본과

에너지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노동의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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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경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생산성은 0.11% 포인트만큼 감소한 것으

로 분석하였다.

한편, 포터가설은 신고전학파의 주장과는 대립되는 가설로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간의 두 변수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포터

가설의 논리는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규제이행 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

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유발된 기술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

어진다고 주장한다(조주현,2003). 따라서 포터가설에서의 산업경쟁력은

신고전학파에서 얘기하는 정태적 경쟁력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기반한

동태적 경쟁력을 의미한다(Porter & Linde, 1995)

강희재(2015)는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유발되고, 환경규제로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를 일으킨다는 강형포터가설을 단계적으

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3년～2012년까지

의 기간 동안 14개 산업분야의 오염방지지출액(PACE, Pollution

Abatement Cost and Expenditure),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의 환경

목적연구개발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의

환경목적연구개발비와 총요소생산성 및 부가가치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첫 번째 단계로 환경규제와 환경기술혁신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하지만 이런 상관관계는 같은 해에 나

타나지 않고,환경규제가 적용된 지 1년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구체적으로는 환경규제의 정도가 1% 증가할 때,환경기술혁신으로 대

표되는 환경R&D투자비용이 0.2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분석결과 환경기술혁신과 부가가치액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런 상관관계가 같은해와 1년 뒤,총 2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생산성 대표 변수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

여 생산성과 환경기술혁신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이 경우에도 생산성과

환경기술혁신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효과

는 0～1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년 뒤에 환경기술의 생산성 증가 효

과가 나타났다. 또한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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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년,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이 걸리기

에 총 3년의 시간이 지나야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론

을 내렸다.

연구자 연구의 특징 대상 설명변수 종속변수 결과 비고

강희재

(2015)

제조업에서의 환경

규제가 기술혁신과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내

14개

제조업종

(2003

～2012)

오염방지

지출액

환경관련

R&D

투자비용

(+)

포터가설

지지환경관련

R&D

투자비용

부가가치

총요소생

산성

(+)

김종호

(2012)

환경규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20개 산업

전체투자

액 대비

환경오염

지출 비율

총요소생

산성

(Tornqvist

지수)

(+)
포터가설

지지

이영범

외

(2011)

기술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9개

산업군

(135개

업체)

방지시설

투자비용

민간재원

R&D 투자

비용

(+)
포터가설

지지

민간재원

R&D 투

자비용

부가가치

액
(+)

포터가설

지지

조주현

외

(2003)

환경규제강화와

생산성 분석

-간접효과와 직접

효과분석

13개 산업 환경규제

총요소생

산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리)

간접

효과

(+)

포터가설

지지(일부)

<표3-2> 환경규제와 산업생산성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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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의 특징 분석자료 검토항목 비고

공 성 용

외

(2014)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수도권대기

총량제 도입에 따

른 환경기술 개발

및 배출량 저감효

과 분석

굴뚝자동측정

시스템 자료

배출량 저감

배출량

저감효과

확인

기술개발

(특허출원건수)

특허출원

건수 증가

<표3-3>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영향 선행연구 요약

제 3 절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영향

국내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 대기배출허용기준기준 강화정책에 따른 시

설 오염물질 농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공성용(2014)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환경기술 개발 및

오염배출량 저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굴뚝연속자동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수도권대기총량제 도입으로 인한 배

출농도 감소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2005년～2013년 사이 출원된 특허

출원건수가 황산화물(SOx) 관련 특허건수가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으

며, 먼지(TSP) 관련 특허건수가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함으

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수도권대기총량제의 도입이 기술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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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존연구의 한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기업수준에서의 환경규제와 생산성간의 관계

연구가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그 간 선행연

구에서는 환경규제라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매체별

(대기, 수질, 소음 등)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인 환경규제의 영향에 대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실제 규제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

당 정부부처에서 단일규제에 대하여만 관여하므로 규제정책 수립 및 사

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강화와 같은 단일규제의 영향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환경오염방지지출비

용을 적용하였으나, 대기배출허용기준 등 규제의 직접적인 지표인 오염

농도를 변수로 하는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환경규제와 생산성간의 관계 연구는 주로 산업부

문 단위로 수행되었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규제강화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업

단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접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오염물질 배출저감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이것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4 -

제 4 장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굴뚝연속자동시스템을 통하여 24시간

연속자동측정 결과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사업장(2009년

기준 515개 사업장)의 오염물질의 2008년과 2010년 연간 배출농도 자료

이다. 또한 기업재무성과는 KIS-Value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제 1 절 분석모형

본 연구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기업

의 대기환경오염저감투자비 지출(방지시설 신・증설, 배출시설 효율개선,

약품투입량 증가, 기술개발을 위한 R&D지출 등)이 기업의 수익성 측면

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에 집중하

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

난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시점인 2008년과 2010년의 재무성과

를 비교함으로서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농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주요오염물질 대기배출농도 변화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측면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배출허용기준강화 이전 시점을 2008년

으로 설정한 이유는 2008년과 2010년의 환경부통계 환경오염방지시설 투

자실적에서 2008년 대비 2009년 대기분야의 방지시설 신・증설비용이 급
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신・증설
및 시운전 등으로 인하여 배출구의 배출농도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크

므로 규제강화 이전의 배출농도를 대표하는 시점을 2008년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규제대응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규제강화 이후 시점인 2011년～2013년의 시계열적 재무성과 변화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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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이는 강희재(2015)의 연구결과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이 걸리기에 총 3년의 시간이 지나야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

진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환경규제의 영향이 유의미

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독립변수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농도 변화>

규제강화

이전-이후

오염물질

배출농도

변화

・SOx
・NOx
・먼지
・HCl

‘08 vs’10

①

②

종속변수

<기업재무성과>

수익성

지표 변화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규제강화시)
‘08 vs’10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규제강화 이후 1년)
‘08 vs ’11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규제강화 이후 2년)
‘08 vs ’12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규제강화 이후 3년)
‘08 vs ’13

통제변수

기업특성

업종 기업규모

<그림4-1> 연구분석 틀

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환경방지부문의 투자

비용 증가를 초래함으로서 환경규제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신고

전학파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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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오염농도 저감시

기업의 ROA(총자산순이익율)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배출허용기준은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성과에 영향을 최소

화 하고자 기준강화 시점 2년～3년 이전에 향후 적용될 배출허용기준을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계획적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 대비기간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있으나, 사전예고제 시행과 기업의 기술개발(기술

혁신) 등의 영향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2)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

과(수익성)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2-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오염농도 저감시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ROA(총자산순이익율)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2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유도함으로서 기업의 생산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포터가설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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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선정

(1) 독립(설명)변수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주요 대기배출오염물질의 2008년과 2010년

의 농도변화(가스상물질의 경우 ppm, 입자상 물질의 경우 ㎍/㎥)를 대리

변수로 선정하였다. 배출허용기준 강화 전후의 농도변화를 확인하는 시

점은 2008년과 2010년으로 하였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실적7)을

통하여 2009년 기업의 대기분야 방지시설 신・증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즉, 2009년의 경우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기업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증설 혹은 시설 개보수로 인하여 오염 배출농

도가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전시점의 농도

를 대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2009년의 경우 기업의

설비공사수행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 데이터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오염물질 항목선정과 관련하여 굴뚝연속자동측정시스템에서 자동

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 항목은 총 7종이나,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주요 오염물질 항목 4종(NOx, SOx, TPS, HCl)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굴뚝연속자동측정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배출구

(굴뚝)별 오염항목의 농도값이므로, 기업단위에서의 오염항목 농도값 산

정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의 개별 배출구의 오염항목별 농도를

합산하여 기업의 오염항목별 농도값으로 활용하였다.

(2) 종속변수 : 기업재무성과 변화

본 연구에서는 재무성과 중 수익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성과

지표로 총자산순이익율(ROA)을 사용하였다.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 변화로서 2008년 대비

2010년의 기업별 ROA 변화를 기업재무성과 변화의 대리변수로 설정하

7)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현황 통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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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ROA변화의 산정방법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0년의 ROA변

화를 확인하였으며, 만약 2008년 대비 2010년의 ROA값이 증가한 경우

양(+)의 값으로 산출되며 반대로 2008년 대비 2010년의 ROA값이 감소

한 경우 음(-)의 값으로 산출되도록 하였다.

한편, 시간경과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 변화로서 2008년 대비 2011

년～2013년의 기업별 ROA 변화를 시간경과에 따른 기업재무성과 변화

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ROA변화 산정방법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하

여 2011년～2013년 각 년도의 ROA 변화를 확인하였다. 규제강화 이후 1

년(t+1)의 경우 2008년 대비 2011년의 기업별 ROA 변화를 기업재무성과

변화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규제강화 이후 2년(t+2)의 경우 2008년

대비 2012년의 기업별 ROA 변화를 기업재무성과 변화의 대리변수로 설

정하였으며, 규제강화 이후 3년(t+3)의 경우 2008년 대비 2013년의 기업

별 ROA 변화를 기업재무성과 변화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였다. 2008년 대

비 각 년도의 ROA가 증가한 경우 양(+)의 값으로 산출되며, 반대로

2008년 대비 각 년도의 ROA가 감소한 경우 음(-)의 값으로 산출되도록

하였다. 기업별 ROA값은 KIS-Value(기업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 기업특성

통제변수는 기업특성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특성 통제변수의

경우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기업규모와 업종

을 선정하였다.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규제대응 역량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대상기간 중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대응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매

출액과 업종으로 설정하였다. 기업별 매출액, 기업의 업종자료는

KIS-Value(기업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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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수 총 정리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변수명 변수표기방법 출처 단위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CNOx2010-2008

CleanSYS

자료

ppm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CSOx2010-2008 ppm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CTSP2010-2008 ㎎/㎥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CHCl2010-2008 ppm

2008년-2010년총자산순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ROA2010-2008

Kis-Value

p%

2008년-2011년총자산순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ROA2011-2008 p%

2008년-2012년 총자산순이익률및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ROA2012-2008 p%

2008년-2013년총자산순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ROA2013-2008 p%

매출액 연간 매출액 천원

업종 지정업종 -

<표4-1> 연구수행을 위한 변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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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굴뚝연속자동시스템을 통하여 24시간

연속자동측정 결과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사업장(2009년

기준 515개 사업장)중 KIS-Value(기업정보공개시스템)에 재무정보를 공

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10년의 오염물질 농도변화와 2008년 및

2011년～2013년의 기업재무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해당기간의 오염물

질 배출농도자료와 기업재무성과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215개 기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15개 기업 중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은 140개 기업(822개 굴뚝)이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기업은 75개 기업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의 기업과 가장 좁은 개념의 오염물질

항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모든 배

출구(굴뚝)의 주요 오염물질 농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기업 내 적

어도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가 된 경우라면,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림4-2> 본 연구의 배출허용기준 강화기업 구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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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 사업장, 굴뚝, 항목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기업, 사업장, 굴뚝, 항목의 순서로 작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은 a공장, b공장을 운영한다고 할 때, a공장, b공장이 사업장

의 개념이며 한국환경공단 굴뚝연속자동측정망(CleanSys)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측정망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편, a공장, b공장에서는 각각 오염물질 배출구(굴뚝)을 운영하고 있

으며, 굴뚝은 오염물질의 최종 배출구로서 오염배출구 전단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소각, 도장, 화합물 제조 등)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

류(오염물질 항목)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822개 굴뚝 굴뚝을 대상으로 2008년 배출허용기준 대비 오염배출

농도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전시점에 배출농도가

기준치 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검토

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 5 절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은 SPSS22을 사용하였다.

배출구(굴뚝) 오염배출농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의 굴뚝 연속자동측정

망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업의 재정관련 지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 value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하여 이용하여 연도별 총자산수익률(ROA)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을 기업과 매칭시켰으며, 실제 데이터는

오염물질 항목으로 분류하여 2008년과 2010년의 연평균 농도데이터와 배

출허용기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기업별 농도변화 확인을 위하여 각 기

업의 사업장 배출구의 오염물질 항목별 농도 합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배출구의 농도합계를 설정한 이유는 배출구의 농도변

화 정도가 기업의 재정적 영향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본 연구의 가정하에

농도변화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

구에 적용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동일, 완화, 신설, 폐지의 농도는

각 배출구의 농도의 합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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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의 분포특성

을 파악한다.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

의 분포특성을 파악한다.

기술통계분석은 2008년과 2010년 동일한 배출구를 유지하며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4개 항목

을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 분석을 하였다.

(1) 2008년 배출허용기준 대비 오염배출 농도현황

① NOx

NOx항목의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비율(%) 검토결과, NOx

농도는 기준치 대비 평균 45.7% 수준으로 배출되었으며, 평균 95%의 신

뢰구간에서 43.2%～48.2% 범위를 보였다.

NOx항목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통계값 단위(%)

평균 45.7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43.2

상한 48.2

중앙값 47.5

최소값 0.2

최대값 123.3

<표5-1> NOx항목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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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Ox

SOx항목의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비율(%) 검토결과, SOx

농도는 기준치 대비 평균 19.5% 수준으로 배출되었으며, 평균 95%의 신

뢰구간에서 16.3%～22.8% 범위를 보였다. SOx항목의 경우 2008년 배출

농도는 배출허용기준치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Ox항목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통계값 단위(%)

평균 19.5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16.3

상한 22.8

중앙값 16.6

최소값 0.1

최대값 65.7

<표5-2> SOx항목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③ TSP

TSP항목의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비율(%) 검토결과, TSP

농도는 기준치 대비 평균 14.2% 수준으로 배출되었으며, 평균 95%의 신

뢰구간에서 13.3%～15.2% 범위를 보였다. TSP항목의 경우 2008년 배출

농도는 배출허용기준치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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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항목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통계값 단위(%)

평균 14.2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13.3

상한 15.2

중앙값 12.8

최소값 0.2

최대값 51.2

<표5-3> TSP항목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④ HCl

HCl항목의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비율(%) 검토결과, HCl농

도는 기준치 대비 평균 10.2% 수준으로 배출되었으며, 평균 95%의 신뢰

구간에서 8.3%～12.1% 범위를 보였다. HCl항목의 경우 2008년 배출농도

는 배출허용기준치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Cl항목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통계값 단위(%)

평균 10.2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8.3

상한 12.1

중앙값 6.1

최소값 0.0

최대값 44.3

<표5-4> HCl항목 2008년 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

(2) 2008년~2010년 오염물질 항목별 농도변화

기업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강화시 해당 배출구의 배출허용기준은 강



- 35 -

화되나, 그 외 배출구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도 있

으며, 또한 시설의 운영상의 이유로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경우를 구분하여 기술통계

를 실시하고 각 농도변화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2008년과 2010년의 기업의 배출구별 운영특성(굴뚝유지, 굴뚝신설,

굴뚝폐지)과 배출허용기준 변동특성(강화, 동일, 완화)로 구분하여 각 배

출구별 오염배출농도 합계로 정리하고, 이를 배출허용기준 강화 전후

(2008년, 2010년)의 농도로 비교하여 그 변화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① NOx

NOx의 2008년과 2010년의 농도변화를 확인한 결과, 140개 기업 중

117개 기업의 NOx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NOx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에서 2008년과 2010년의 배출농도변화(2008

년 대비 2010년 대비 변화량)가 평균 –30.6ppm이며, 굴뚝의 배출허용기

준이 동일한 기업의 배출농도변화가 –4.6ppm, 굴뚝의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기업의 배출농도변화가 –21.5ppm으로 나타났다.

NOx 배출허용기준이 동일, 완화된 기업에 비하여 기준이 강화된 기

업의 배출농도변화(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분 기업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굴뚝유지-강화 117 -549.7 178.7 -30.6 88.7

굴뚝유지-동일 47 -209.4 301.5 -4.6 74.8

굴뚝유지-완화 3 -71.0 5.7 -21.5 42.9

굴뚝신설 24 3.1 1431.8 132.0 289.3

굴뚝폐지 22 -1533.6 -23.9 -237.7 326.1

<표5-5>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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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Ox

SOx의 2008년과 2010년의 농도변화를 확인한 결과, 140개 기업 중 59

개 기업의 SOx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Ox의 배

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에서 2008년과 2010년의 배출농도변화(2008년

대비 2010년 대비 변화량)가 평균 -16.0ppm이며, 굴뚝의 배출허용기준이

동일한 기업의 배출농도변화가 -0.7ppm, 굴뚝의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기업의 배출농도변화가 -1.2ppm으로 나타났다.

SOx 배출허용기준이 동일, 완화된 기업에 비하여 기준이 강화된 기업

의 배출농도변화(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출허

용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분 기업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2008년-2010년
SOx 농도변화

굴뚝유지-강화 59 -126.7 121.4 -16.0 39.4

굴뚝유지-동일 61 -213.6 123.5 -0.7 40.9

굴뚝유지-완화 1 -1.2 -1.2 -1.2 -　

굴뚝신설 22 0.2 137.4 35.5 44.6

굴뚝폐지 12 -673.6 -0.2 -122.8 186.7

<표5-6> 2008년-2010년 SOx 농도변화(기업기준)

③ TSP

TSP의 2008년과 2010년의 농도변화를 확인한 결과, 140개 기업 중

120개 기업의 SOx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SP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에서 2008년과 2010년의 배출농도변화(2008

년 대비 2010년 대비 변화량)가 평균 –2.6ppm이며, 굴뚝의 배출허용기

준이 동일한 기업의 배출농도변화가 –1.0ppm, 굴뚝의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기업의 배출농도변화가 -1.2ppm으로 나타났다.

TSP 배출허용기준이 동일, 완화된 기업에 비하여 기준이 강화된 기업

의 배출농도변화(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SP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전에 배출허용기준 대비 낮은 농도수준으로 배출농

도를 운영하여 왔던 배출특성 및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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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업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2008년-2010년
TSP 농도변화

굴뚝유지-강화 120 -28.2 15.5 -2.6 6.5

굴뚝유지-동일 30 -16.8 9.1 -1.0 5.4

굴뚝유지-완화 4 -5.4 2.4 -1.2 3.5

굴뚝신설 25 0.7 138.7 13.6 26.8

굴뚝폐지 20 -197.3 -0.02 -25.4 49.2

<표5-7> 2008년-2010년 TSP 농도변화(기업기준)

④ HCl

HCl의 2008년과 2010년의 농도변화를 확인한 결과, 140개 기업 중 72

개 기업의 HCl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HCl의 배

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에서 2008년과 2010년의 배출농도변화(2008년

대비 2010년 대비 변화량)가 평균 –0.6ppm이며, 굴뚝의 배출허용기준이

동일한 기업의 배출농도변화가 –0.3ppm, 굴뚝의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기업의 배출농도변화가 0.1ppm으로 나타났다.

HCl 배출허용기준이 동일, 완화된 기업에 비하여 기준이 강화된 기업

의 배출농도변화(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Cl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전에 배출허용기준 대비 낮은 농도수준으로 배출농

도를 운영하여 왔던 배출특성 및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영향으로 인한 배출농도 감소의 영향

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기업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2008년-2010년
HCl 농도변화

굴뚝유지-강화 72 -12.7 18.0 -0.6 4.2

굴뚝유지-동일 12 -6.8 8.4 -0.3 3.8

굴뚝유지-완화 1 0.1 0.1 0.1 -　

굴뚝신설 12 0.2 4.0 1.9 1.1

굴뚝폐지 7 -21.3 -2.9 -8.5 6.0

<표5-8> 2008년-2010년 HCl 농도변화(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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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굴뚝 배출농도 감소효과 분석

2008년과 2010년의 기업별 배출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NOx의 경우

117개 기업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그 농도변화를 살펴보면

71%기업이 2008년 대비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29%기업이 2008년 대

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2008년 대비
2010년 농도변화　 기업수 비율

(%)　

누적
비율
(%)

-300초과 2 1.7 1.7

-275이상~-250미만 3 2.6 4.3

-250이상~-225미만 1 0.9 5.2

-175이상~-150미만 1 0.9 6.1

-125이상~-100미만 5 4.3 10.4

-100이상~-75미만 4 3.4 13.8

-75이상~-50미만 4 3.4 17.2

-50이상~-25미만 15 12.8 30.0

-25이상~0미만 48 41.0 71.0

0이상~25미만 24 20.5 91.5

25이상~50미만 6 5.1 96.6

50이상~75미만 2 1.7 98.3

150이상 2 1.7 100

합 계 117 100 -

<표5-9> 2008년-2010년 NOx 농도 변화

2008년과 2010년의 기업별 배출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SOx의 경우 59

개 기업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그 농도변화를 살펴보면 66.2%

기업이 2008년 대비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33.8%기업이 2008년 대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2008년 대비
2010년 농도변화　

기업수 비율
(%)　

누적
비율
(%)

-125초과 1 1.7 1.7

-125이상~-100미만 3 5.1 6.8

-100이상~-75미만 1 1.7 8.5

-75이상~-50미만 5 8.5 17.0

-50이상~-25미만 5 8.5 25.5

-25이상~0미만 24 40.7 66.2

0이상~25미만 19 32.2 98.4

25이상 1 1.7 100

합 계 59 100 -

<표5-10> 2008년-2010년 SOx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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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10년의 기업별 배출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TSP의 경우

120개 기업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그 농도변화를 살펴보면

68.3%기업이 2008년 대비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31.7%기업이 2008년

대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2008년 대비
2010년 농도변화　

기업수 비율
(%)　

누적
비율
(%)

-30이상~-25미만 2 1.7 1.7

-20이상~-15미만 4 3.3 5.0

-15이상~-10미만 6 5.0 10.0

-10이상~-5미만 16 13.3 23.3

-5이상~0미만 54 45.0 68.3

0이상~5미만 33 27.5 95.8

5이상~10미만 2 1.7 97.5

10이상 3 2.5 100

합 계 120 100 -

<표5-11> 2008년-2010년 TSP 농도 변화

2008년과 2010년의 기업별 배출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HCl의 경우 72

개 기업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그 농도변화를 살펴보면 59.7%

기업이 2008년 대비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40.3%기업이 2008년 대비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2008년 대비 
2010년 농도변화　 기업수 비율(%)　 누적비

율(%)

-15이상~-10미만 1 1.4 1.4

-10이상~-5미만 6 8.3 9.7

-5이상~0미만 36 50.0 59.7

0이상~5미만 16 36.1 95.8

5이상~10미만 1 1.4 97.2

10이상~15미만 1 1.4 98.6

15이상~20미만 1 1.4 100

합 계 72 100 -

<표5-12> 2008년-2010년 HCl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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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자산순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40개 기업의 2008년 및 2010년~2011년 연도

별 총자산순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각 년도별 140개 기업의 평균 총자산순이익률을 확인한 결과, 2008년

2.3%에서 2010년 6.3%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4.0%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4.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2.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총자산순

이익률(%)

2008 -64.8 58.8 2.3 12.6

2010 -31.5 47.7 6.3 11.1

2011 -76.0 31.8 4.0 11.2

2012 -18.2 23.3 4.6 6.5

2013 -68.6 30.5 2.7 9.6

<표5-13> 연구 대상기업 총자산순이익률(2008년~2013년)

한편, 140개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

총자산순이익률 대비 2010년, 2011년~2013년의 총자산순이익률 변화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해당년도(2010년, 2011년~2013년) 총자산순이익률

이 2008년 대비 증가한 경우 양(+)의 값으로 표시되며, 2008년 대비 감

소한 경우 음(-)의 값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총자산

순이익율

변화

(%p)8)

2010-2008 -44.9 73.2 4.0 14.3

2011-2008 -62.0 52.0 1.7 13.3

2012-2008 -44.8 79.0 2.3 13.4

2013-2008 -61.4 61.2 0.4 14.6

<표5-14> 연구 대상기업 총자산순이익률 변화(2008년 기준 비교)

8) Percentage Point(%p) : 두 백분율과의 산술적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



- 41 -

총자산순이익률 변화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10년의 총

자산순이익률 변화범위는 –44.9%p~73.2%p이며, 평균적으로 4.0%p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대비 2011년, 2012년의 경우 각 –

62.0%p~52.0%p, -44.8%p~79.0%p의 변화범위를 보였으며, 각 평균

1.4%p,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2008년 대비 –

61.4%p~61.2%p의 변화범의를 보였으며, 평균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140개 기업의 평균 총자산순이익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0년 대비

2011년~2013년 총자산순이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11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상승 등에 따른 기업운영을

위한 재정상 영향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순권, 2011)

(4) 업종

본 연구 대상기업의 업종별 차이여부 확인을 위하여 140개 표본기업

에 대한 업종을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 기준으로 4개군으로 분류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140개 기업 중

제조업이 90개 기업(64.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하수 · 폐

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 34개 기업(24.3 %), 증기, 가스, 증

기 및 수도사업이 13개 기업(9.3%), 기타서비스업 등(도소매업, 음식점,

과학서비스업)이 3개 기업(2.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구분 기업수 비율(%)

제조업 90 64.3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24.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 9.3

기타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점, 과학서비스업)

3 2.1

<표5-15> 연구 대상기업 업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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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출액

본 연구 대상기업의 규모별 차이여부 확인을 위하여 KIS value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업의 연간매출액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선정한 이유는 중소기업기

본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매출액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의 매출액 자료는 본 연구대상 전체 기간인 2008년~2013년

기간의 연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매출액 규모 기업수

100억 미만 15

100억 이상~1,000억 미만 42

1,000억 이상~1조 미만 49

1조 이상~10조 미만 28

10조 이상~100조 미만 5

100조 이상 1

소 계 140

<표5-16> 연구 대상기업 연간 평균매출액(2008년~2013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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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관련성을 분석

하고자 하며,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를 확인하고자 한다.

(1)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굴뚝 배출농도 감소효과 분석

201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구 오염물질 농도감소의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 오염물질(NOx, SOx, TSP, HCl)에 대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변화와 배출

구별 오염농도 항목 농도변화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40개 사업장 중 4개 항목(NOx, SOx, TSP, HCl)에 대하여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항목은 총822개로 조사되었으며, 822개 항목에 대하여 배

출허용기준 강화와 배출구 농도변화와의 상관관계 확인을 실시하였다.

① NOx

140개 사업장 중 NOx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배출구 수는 271

개 배출구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는 –200～-10ppm으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55.6ppm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구 농도변화는 –

311.9~97.5ppm으로 평균 –13.2ppm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변화와 배출구 농도변화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465**이며, 유의수준은 0.01로 신

뢰수준 99%에서 유의미한 상관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

출허용기준 1ppm 감소에 따라 배출구의 농도변화는 0.465ppm이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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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　 배출구수 최소농도
(ppm)

최대농도
(ppm)

평균
(ppm)

표준편차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271 -200.0 -10.0 -55.6 48.1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271 -311.9 97.5 -13.2 36.1

<표5-17> 연구대상 배출구 NOx 농도 현황

구 분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Pearson 상관계수 1 0.465**

유의수준(양쪽) 　 0.000

N 271 271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Pearson 상관계수 0.465** 1

유의수준(양쪽) 0.000 　

N 271 27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표5-18> NOx 배출허용기준 기준강화와 배출구농도변화간 상관분석

② SOx

140개 사업장 중 SOx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배출구 수는 108

개 배출구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는 –320.0~-20.0ppm으로 변동하였으며, 평균 –76.2ppm변동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구 농도변화는 –

126.7~99.0ppm으로 평균 –8.8ppm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변화와 배출구 농도변화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0.086이며, 유의수준은 0.374로

유의미한 상관계수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 배출허

용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구의 배출농도 변동의 상관관계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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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　 배출구수
최소농도

(ppm)

최대농도

(ppm)

평균

(ppm)
표준편차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108 -320.0 -20.0 -76.2 70.6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108 -126.7 99.0 -8.8 29.1

<표5-19> 연구대상 배출구 SOx 농도 현황

구 분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Pearson 상관계수 1 0.086

유의수준(양쪽) 　 0.374

N 108 108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Pearson 상관계수 0.086 1

유의수준(양쪽) 0.374 　

N 108 108

<표5-20> SOx 배출허용기준 기준강화와 배출구농도변화간 상관분석

③ TSP

140개 사업장 중 TSP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배출구 수는 329

개 배출구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는 –70~-5ppm으로 변동하였으며, 평균 –16.2ppm변동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구 농도변화는 –20.2~13.3ppm

으로 평균 –1.0ppm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변화와 배출구 농도변화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0.222이며, 유의수준은 0.00005로

신뢰수준 99.9%에서 유의미한 상관계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출허용기준 1ppm 감소에 따라 배출구의 농도변화는 0.222ppm이 감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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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　 배출구수 최소농도
(ppm)

최대농도
(ppm)

평균
(ppm)

표준편차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329 -70.0 -5.0 -16.2 12.4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329 -20.2 13.3 -1.0 3.5

<표5-21> 연구대상 배출구 TSP 농도 현황

구 분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Pearson 상관계수 1 0.222**

유의수준(양쪽) 　 0.00005

N 329 329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Pearson 상관계수 0.222** 1

유의수준(양쪽) 0.00005 　

N 329 329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표5-22> TSP 배출허용기준 기준강화와 배출구농도변화간 상관분석

④ HCl

140개 사업장 중 HCl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배출구 수는 114

개 배출구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는 –20~-5ppm으로 변동하였으며, 평균 –13.6ppm변동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구 농도변화는 –12.7~14.0ppm

으로 평균 –0.4ppm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허용기준변화와 배출구 농도변화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0.146이며, 유의수준은 0.122로

신뢰수준 90%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계수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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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x　 배출구수 최소농도
(ppm)

최대농도
(ppm)

평균
(ppm)

표준편차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114 -20.0 -4.0 -13.6 4.9

배출구농도변화(08vs10) 114 -12.7 14.0 -0.4 3.0

<표5-23> 연구대상 배출구 HCl 농도 현황

구 분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배출허용기준 변화

(08vs10)

Pearson 상관계수 1 0.146

유의수준(양쪽) 　 0.122

N 114 114

배출구농도변화

(08vs10)

Pearson 상관계수 0.146 1

유의수준(양쪽) 0.122 　

N 114 114

<표5-24> HCl 배출허용기준 기준강화와 배출구농도변화간 상관분석

(2)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굴뚝 배출농도 감소효과 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확인하고자 상관분석을 실

시한다. 상관분석은 독립변수로 설정한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된 기업의 2008년~2010년 4개 오염물질 각 항목 농도변화’와 종속변수로

설정한 ‘2008년~2010년 총자산순이익률변화’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시 각 개별 단일항목만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항목이 없는 기업

의 경우 “0”으로 표시된 값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40

개 기업 중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산점도를 작성하였다.

① NOx

140개 기업 중 2010년 NOx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은 총

117개 기업으로 집계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

른 기업의 2008년-2010년 NOx배출 농도변화와 총자산순이익율 변화와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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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2010-2008 vs △Cnox 2010-2008 △ROA 2011-2008 vs △Cnox 2010-2008

△ROA 2012-2008 vs △Cnox 2010-2008 △ROA 2013-2008 vs △Cnox 2010-2008

구 분

△Cnox

2010-2008

△ROA

2010-2008

△ROA

2011-2008

△ROA

2012-2008

△ROA

2013-2008
배출허용기

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총자산순이

익율변화

(2010-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

(2011-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20

12-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20

13-2008)

△Cnox

2010-2008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Pearson

상관계수
1 -0.151 -0.099 -0.110 -0.110

유의수준

(양쪽)
0.105 0.290 0.237 0.238

N 117 117 117 117 117

<표5-25>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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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분석 결과 NOx배출 농도변화와 총자산순이익율 변화간 pearson

상관계수 값은 △ROA 2010-2008이 –0.151, △ROA 2011-2008이 –

0.099, △ROA 2012-2008 이 -0.110, △ROA 2013-2008이 -0.110의 값을

보였으나, p-value값을 확인한 결과 유의확률 0.05이내 즉, 유의확률 5%

이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Ox 배출농도

변화와 총자산순이익률 변화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되었다. 이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도출된 이유로 NOx농도

가 배출허용기준 강화시점 이전인 2008년에 이미 허용기준 대비 낮은 수

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2010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후 그 농도

변화가 크지 않으며, 또한 기업의 ROA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② SOx

140개 기업 중 2010년 SOx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은 총

59개 기업으로 집계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

른 기업의 2008년-2010년 SOx배출 농도변화와 총자산순이익율 변화와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SOx배출 농도변화와 총자산순이익율 변화간 pearson

상관계수 값은 △ROA 2010-2008이 -0.199, △ROA 2011-2008이 -0.146,

△ROA 2012-2008 이 0.052 △ROA 2013-2008이 0.118의 값을 보였으나,

p-value값을 확인한 결과 유의확률 0.05이내 즉, 유의확률 5%이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SOx 배출농도변

화와 총자산순이익률 변화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

었다. 이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도출된 이유로 SOx농도가

배출허용기준 강화시점 이전인 2008년에 이미 허용기준 대비 낮은 수준

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2010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후 그 농도변

화가 크지 않으며, 또한 기업의 ROA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다

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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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sox

2010-2008

△ROA

2010-2008

△ROA

2011-2008

△ROA

2012-2008

△ROA

2013-2008

배출허용기

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

년 SOx

농도변화

총자산순이

익율변화

(2010-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

(2011-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20

12-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20

13-2008)

△Csox

2010-2008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sox 농도변화

Pearson

상관계수
1 -0.199 -0.146 0.052 0.118

유의수준

(양쪽)
0.131 0.271 0.696 0.374

N 59 59 59 59 59

<표5-26>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SOx 농도변화

△ROA 2010-2008 vs △Csox 2010-2008 △ROA 2011-2008 vs △Csox 2010-2008

△ROA 2012-2008vs vs △Csox 2010-2008 △ROA 2013-2008 vs △Csox 20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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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TSP

140개 기업 중 2010년 TSP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은 총

120개 기업으로 집계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

른 기업의 2008년-2010년 TSP배출 농도변화와 총자산순이익율 변화와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TSP배출 농도변화와 총자산순이익율 변화간 pearson

상관계수 값은 △ROA 2010-2008이 -0.183, △ROA 2011-2008이 -0.204,

△ROA 2012-2008 이 -0.087 △ROA 2013-2008이 0.010의 값을 보였으

며, p-value값을 확인한 결과 △ROA 2010-2008, △ROA 2011-2008가

유의확률 0.05이내 즉, 유의확률 5%이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변수 ROA 2012-2008, △ROA 2013-2008의 경우는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SP항목의 경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4개 항목 중 배출농도

변화와 ROA변화간의 상관관계분석시 일부 년도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SP항목의 경우도 타 항목과 유사하게

2008년에 이미 허용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201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후 그 농도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일부 년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타 항목(NOx, SOx, HCl)에 비하여 관측수가 많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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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TSP

2010-2008

△ROA

2010-2008

△ROA

2011-2008

△ROA

2012-2008

△ROA

2013-2008
배출허용기

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TSP농도변화

총자산순이

익율변화

(2010-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

(2011-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20

12-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20

13-2008)

△CTSP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TSP 농도변화

Pearson

상관계수
1 -0.183* -0.204* -0.087 0.010

유의수준

(양쪽)
0.046 0.025 0.342 0.913

N 120 120 120 120 120

<표5-27>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TSP 농도변화

△ROA 2010-2008 vs △Ctsp 2010-2008 △ROA 2011-2008 vs △Ctsp 2010-2008

△ROA 2012-2008vs vs △Ctsp 2010-2008 △ROA 2013-2008 vs △Ctsp 20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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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Cl

140개 기업 중 2010년 HCl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기업은 총

72개 기업으로 집계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

른 기업의 2008년-2010년 HCl배출 농도변화와 총자산순이익율 변화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HCl배출 농도변화와 총자산순이

익율 변화간 pearson 상관계수 값은 △ROA 2010-2008이 -0.063, △

ROA 2011-2008이 -0.210, △ROA 2012-2008 이 -0.106 △ROA

2013-2008이 -0.052의 값을 보였으나, p-value값을 확인한 결과 유의확

률 0.05이내 즉, 유의확률 5%이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Cl항목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기업의 HCl 배출농

도변화와 총자산순이익률 변화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

석되었다. 이와 같이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도출된 이유로 HCl농

도가 배출허용기준 강화시점 이전인 2008년에 이미 허용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2010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후 그 농

도변화가 크지 않으며, 또한 기업의 ROA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

우 다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 분

△CHCl

2010-2008

△ROA

2010-2008

△ROA

2011-2008

△ROA

2012-2008

△ROA

2013-2008

배출허용기

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

년HCl

농도변화

총자산순이

익율변화

(2010-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

(2011-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20

12-2008)

총자산순이

익율변화(20

13-2008)

△CHCl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HCl 농도변화

Pearson

상관계수
1 -0.063 -0.210 -0.106 -0.052

유의수준

(양쪽)
0.599 0.077 0.375 0.663

N 72 72 72 72 72

<표5-28>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2008년-2010년 HCl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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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2010-2008 vs △CHCl 2010-2008 △ROA 2011-2008 vs △CHCl 2010-2008

△ROA 2012-2008vs vs △HCl 2010-2008 △ROA 2013-2008 vs △CHCl 2010-2008

제 3 절 회귀분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간에 미치는 영향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오염물질 4개 항목 전체와 종

속변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방법 개요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2008년

-2010년

오염물질

농도변화

NOx

SOx

TSP

HCl

총자산

순이익률

변화

2008년-2010년 총자산순이익율 변화 가설1

2008년-2011년 총자산순이익율 변화

가설2

↑

2008년-2012년 총자산순이익율 변화통제변수

규모요인
2008년-2013년 총자산순이익율 변화업종요인

<그림 5-1> 회귀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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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

【 t 모형】Y1 = α + β1X1 + β2X2 + β3X2 + β4X4+β5Z1+β6Z2+ ε

【t+1모형】Y2 = α + β1X1 + β2X2 + β3X2 + β4X4+β5Z1+β6Z2+ ε

【t+2모형】Y3 = α + β1X1 + β2X2 + β3X2 + β4X4+β5Z1+β6Z2+ ε

【t+3모형】Y4 = α + β1X1 + β2X2 + β3X2 + β4X4+β5Z1+β6Z2+ ε

<종속변수> 조직재무성과

Y = 기업 총자산순이익률 변화(% P)

Y1 = △ROA 2010년-2008년 ------------------가설 1검증 t모형

Y2 = △ROA 2011년-2008년 -----------------가설 2검증 t+1모형

Y3 = △ROA 2012년-2008년 ------------------가설 2검증 t+2모형

Y4 = △ROA 2013년-2008년 -----------------가설 2검증 t+3모형

<독립변수> 배출허용기준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변화

X = 항목별 농도변화(ppm/mg/m3)

X1 = NOx 농도변화(ppm)=△Cnox 2010년-2008년

X2 = SOx농도변화(ppm)=△Csox 2010년-2008년

X3 =TSP농도변화(mg/m3)=△Ctsp 2010년-2008년

X4 =HCl농도변화(ppm)=△Chcl 2010년-2008년

<통제변수>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영향

Z1 = 매출액 = 2008년~2013년 평균 매출액(단위 : 천원)

Z2 = 업종(제조업여부 : 제조업 1, 제조업 외 0 )

<표 5-29> 회귀분석식

(2) 회귀분석 모형 분석결과(총괄)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 즉,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측도로서 조정된 R2(결정계

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값을 확인하였다. 이는 설명변수의 개수

가 증가할수록 종속변수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과는 관계없이 R2값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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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세부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t모형 -0.503 2.099 - -0.239 0.811

t+1모형 -3.374 1.927 - -1.750 0.082

t+2모형 -0.356 2.004 - -0.178 0.859

t+3모형 -0.236 2.202 - -0.107 0.915

X1

2008년-2010년

Nox 농도변화

(굴뚝유지-강화)

t모형 -0.025 0.015 -0.142 -1.659 0.099

t+1모형 -0.018 0.014 -0.113 -1.341 0.182

t+2모형 -0.022 0.014 -0.136 -1.571 0.119

t+3모형 -0.023 0.016 -0.131 -1.498 0.137

X2

2008년-2010년

SOx 농도변화

(굴뚝유지-강화)

t모형 -0.024 0.045 -0.044 -0.518 0.605

t+1모형 -0.024 0.042 -0.049 -0.581 0.562

t+2모형 0.024 0.043 0.048 0.559 0.577

t+3모형 0.046 0.048 0.083 0.959 0.339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조정된 R2값을 이용하여 회

귀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총 4개의 세부모형(t모형, t+1모형, t+2

모형, t+3모형)에 대한 회귀방적식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각 모형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세부모형 R R2 수정된R2
추정값의

오차한계
Durbin-Watson

t모형 0.266 0.071 0.029 14.09 1.973

t+1모형 0.307 0.094 0.053 12.94 1.974

t+2모형 0.199 0.040 -0.004 13.45 2.255

t+3모형 0.151 0.023 -0.021 14.78 1.965

세부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t모형 2004.666 6 334.111 1.684 0.130

t+1모형 2312.605 6 385.434 2.303 0.038

t+2모형 991.642 6 165.274 0.913 0.487

t+3모형 679.636 6 113.273 0.519 0.793

<표 5-30> 회귀분석 결과



- 57 -

변수 세부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X3

2008년-2010년

TSP 농도변화

(굴뚝유지-강화)

t모형 -0.326 0.202 -0.138 -1.615 0.109

t+1모형 -0.255 0.186 -0.116 -1.375 0.172

t+2모형 -0.095 0.193 -0.043 -0.493 0.623

t+3모형 0.075 0.212 0.031 0.354 0.724

X4

2008년-2010년

HCl 농도변화

(굴뚝유지-강화)

t모형 -0.097 0.399 -0.021 -0.243 0.808

t+1모형 -0.524 0.367 -0.120 -1.431 0.155

t+2모형 -0.371 0.381 -0.084 -0.974 0.332

t+3모형 -0.204 0.419 -0.043 -0.488 0.626

Z1 :

규모요인

(매출액)

2008년~2013년

평균 매출액

(천원)

t모형 -2.775E-11 0.000 -0.021 -0.249 0.804

t+1모형 -4.274E-11 0.000 -0.035 -0.418 0.677

t+2모형 -2.579E-11 0.000 -0.021 -0.243 0.809

t+3모형 -5.295E-12 0.000 -0.004 -0.045 0.964

Z2 :

업종요인

(제조업

여부)

대분류 업종구분

– 제조업

(제조업=1,

기타=0)

t모형 4.769 2.527 0.160 1.887 0.061

t+1모형 6.014 2.321 0.218 2.591 0.011

t+2모형 3.059 2.413 0.110 1.267 0.207

t+3모형 0.698 2.652 0.023 0.263 0.793

 
① t모형

t모형에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도변화(4개 오염배출항목)”라

는 독립변수와 “기업의 총자산수익률변화(△ROA 2010년-2008년)”라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모형에서는 조정된

R2값이 0.029로 나타야 약 2.9%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을 설명하기 위한 본 모형이 가지는 설명력의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t모형의 F값은 1.684, 유의확률은 0.130으로 회귀분석

모형이 유의미한 신뢰성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x1~x4의 비표준화계수(베타값)의 경우, 각 독립변수별

로 x1(Nox 농도변화)의 경우 -0.025(p-value : 0.099), x2(SOx농도변화)

의 경우 –0.024(p-value :0.605), x3(TSP농도변화)의 경우-0.326(p-value

:0.109),x4(HCl농도변화)의 경우 –0.097(p-value : 0.808)으로 다중회귀분

석에 적용된 4개의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P-VALUE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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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유의확률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변수

는 x1(Nox 농도변화) –0.025(p-value : 0.099)로 나타났다.

즉,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기오염물질별 오염농도

변화와 기업의 수익성지표간의 관계는 Nox항목의 농도가 1단위 감소할

때 ROA변화가 0.026단위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NOx 항목의 농도가 1단위 증가할 때 ROA변화가 0.026단위만큼 감소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로 설정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오

염농도 저감시 기업의 ROA(총자산순이익율)은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

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신고전학파의 환경비용 소요에 따른 기

업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론과의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t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제변수로 설정된 업종(제조업 여부)의

경우 비표준화 계수가 4.769(유의확률 0.062)로 제조업의 경우, 유의확률

10%이내에서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

른 오염농도 감소시 총자산수익율이 타 업종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재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을 것

이라는 예측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t+1모형

t+1모형에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도변화(4개 오염배출항

목)”라는 독립변수와 “기업의 총자산수익률변화(△ROA 2011년-2008년)”

라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모형에서는 조

정된 R2값이 0.053로 나타나 약 5.3%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t+1모

형의 F값은 2.303, 유의확률은 0.038로 회귀분석 모형이 유의수준 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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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유의미한 신뢰성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x1~x4의 비표준화계수(베타값)의 경우, 각 독립변수별로

x1(Nox 농도변화)의 경우 -.0.018(p-value : 0.182), x2(SOx농도변화)의

경우 -0.024(p-value :0.562), x3(TSP농도변화)의 경우-0.255(p-value

:0.172),x4(HCl농도변화)의 경우 –0.524(p-value : 0.155)으로 다중회귀분

석에 적용된 4개의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P-VALUE값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유의확률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변수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t+1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

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제변수로 설정된 업종(제조업 여부)

의 경우 비표준화 계수가 6.014(유의확률 0.011)로 제조업의 경우, 유의확

률 5%이내에서 총자산수익률 변화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

른 오염농도 감소시 총자산수익율이 타 업종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재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을 것

이라는 예측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t+2모형 및 t+3모형

t+2 및 t+3모형에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도변화(4개 오염

배출항목)”라는 독립변수와 “기업의 총자산수익률변화(△ROA 2012년

-2008년)”라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모형

에서는 조정된 R2값이 –0.004, -0.021로 나타나 본 모형을 통하여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모집단의 수가 140개로 적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 분석에

서 변수의 개수가 6개(독립변수 4개, 통제변수 2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분석의 한계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의 모형 t+1, t+2, t+3을 통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



- 60 -

모형의 신뢰도가 낮으며, 유의미한 결과값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오염농도 저감시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ROA(총자산순이익율)

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가 환경규제이행 비용을

저감시키며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이로 인하여 유발된 기술혁신은 기업

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포터가설의 논리와의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1-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오염농도 저감시 기업의

ROA(총자산순이익율)은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오염농도 저감시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ROA(총자산순이익율)은 증가할 것이다.

<표 5-31> 연구가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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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결과와 해석

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강화가 적용되는 시점과 규제이전과의 기업의

오염배출농도 변화가 ROA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1>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의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식을 구성하고 연구

가설의 기각, 채택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ROA 변화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기각되었다. 가설1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

시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

시킬 수는 있지만,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시간경과에 따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강화가 적용된 이후시점(적

용이후 1년~3년 경과시점)과 규제이전(2008년)과의 기업의 오염배출농도

변화가 ROA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2> 대기배

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의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식을 구성하고 연구

가설의 기각, 채택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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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ROA 변

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기

각되었다. 가설2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혁신요인으

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포터가설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른 수익

성지표개선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하여

일부 오염항목의 경우 (NOx, TSP 항목)의 경우 기업의 오염배출농도가

감소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기업의 수익성 변화간의 장․단기적

(2010년~2013년) 유의미한 상관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과 기업의 재무성과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방

식 및 기준설정 강도(수준), 규제적용방식, 타 규제와의 관련성으로 구분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방식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2010

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장실

측, 현황농도 분석과정을 거쳐 기준강화(안)을 작성하고, 관련협회 등 산

업계 관계자와의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기준강화(안)을 검토․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강화기준을 확정하였다. 구

체적으로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용역(‘05.5~‘06.3), 공청회 2회, 16개 관련협

회 및 50개 업체와 협의를 가졌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4개 권역별 설명

회(8.17～8.23)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강화기준

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대기배출허용기준 기준설정 강도(수준)과 관련하여 2010년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예고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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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방지시설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2006.3, 환경부)”에서는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안)의 기본원칙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달

성가능한 범위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고 제시하였다.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규제강화의 기준 설정방식과 기준설

정 강도(수준)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산업계가 기술적․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의견수렴 절차와 기준강화

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므로 규제강화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의 강화가 산업계의 과중한 방지시설투자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

지 않았으며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규제의 적용방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고제는 환경규제 시행에 앞

서 기업들에게 사전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서 규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급작스런 대응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영향을 경감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사전예고기준은 2007년 1월에

공표되었으며, 기업은 실제 기준강화시점인 2010년 1월 1일 이전 오염배

출 항목별 강화예정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소요시간과 비용 등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규제강화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

고제를 통한 규제의 적용방식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타 규제와의 관련성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매출시

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 제도의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만으로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미

흡하여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량 증가 억제와 기업의 공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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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중

인 제도이다. 기본부과금은 2개 항목(SOx, TSP)을 대상 반기별 1회 부

과된다. 기본부과금9)의 경우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나,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미만의 경우 농도별 부과계수가 0으로 기본부과

금이 면제가 된다. 따라서 기본부과금제도는 기업이 환경오염방지비용절

감을 위한 목적으로 기본부과금 면제수준으로 SOx와 TSP항목의 농도

를 운영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결과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전시점인 2008년의 경우 SOx의 배출허용

기준대비 배출구별 배출농도는 평균 19.5%, 중앙값 16.6% 이었으며,

TSP의 경우 평균 14.2%, 중간값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은 배출허용기준의 영향보다 기본부과금제도가 경제적인 유인을 통하여

기업의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배출부과금이 적용된 항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

기 이전에 이미 낮은 농도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배출허용

기준 강화이후에도 배출농도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인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농도 변

화 값이 기준강화 전후 변동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러한 배출특성이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9)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

과계수 (관련규정:「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65 -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굴뚝 CleanSys에 자료를 전송하는 기업 중

KIS-Value에 기업재무정보를 공개하는 215개 기업을 전체 대상으로 하

였다. 그 중 2010년 주요 오염물질 항목(NOx, SOx, TSP, HCl 등 4개

항목)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140개 기업을 연구대상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2008년과 2010년의 농도변화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대기배

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오염배출농도 감소정도를 확인하였다.

140개 사업장의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항목별 오염농도 감소

효과 분석결과, NOx항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배출구 수는

271개 배출구였으며,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는–

200~-10ppm의 범위로 강화되었으며, 평균 –55.6ppm강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SOx항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배출구 수는 108개 배출

구였으며,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는 -320.0~-20.0ppm

의 범위로 강화되었으며, 평균 –76.2ppm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SP항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배출구 수는 329개 배출구였

으며,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는 –70~-5ppm의 범위로

강화되었으며, 평균 –16.2ppm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TSP항목의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구 농도변화는 –20.2~13.3ppm으로 평균 –

1.0ppm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HCl항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배출구 수는 114개 배출구였으며, 2008년 대비 2010년의 배출허용기준

변화는 –20~-5ppm의 범위로 강화되었으며, 평균 –13.6ppm강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배출구(굴뚝)별 기준강화(변화)농도와 배출농도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배출구의 배출농도

변동의 상관관계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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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4개 항목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배출농

도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NOx와 TSP항목은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배출농도감소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SOx와

HCl항목은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배출농도감소와의 상관관계가 적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의미한 상관계수 값을 갖는 NOx, TSP항목의

경우 상관계수가 각각 0.465, 0.222로 NOx항목이 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굴뚝의 2008년 배출

허용기준 대비 굴뚝배출농도 비율을 통하여 보았을 때, 이미 배출허용기

준 대비 낮은 수준(평균 기준 NOx 45.7 % , SOx 19.5 %, TSP 14.2 %,

HCl 10.2 %)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영향이 배출농도 감소효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기업의

재무성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은 배출허용

기준 강화가 기업의 환경방지부문의 투자비용 증가를 초래함으로서 환경

규제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한편, 가설2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기업의 기술개발(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포터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

과(수익성)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변화 영향을 확인하고자, 140개 기업을 대상으

로 하여 2008년과 2010년의 대기오염물질(4개 항목 :NOx, SOx,

TSP,HCl)의 배출농도변화와 수익성 지표인 ROA(Return of Asset : 총

자산순이익률)을 대리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하여 각 비교년도에 따라 4개(t, t+1, t+2, t+3)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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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각 모형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모형

(2010-2008) 및 t+1모형(2011-2008)의 경우 모형설명력(수정된 R2)이 각

0.029, 0.053으로 설정된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2(2012-2008), t+3(2013-2008)모형의 경우 유효한 모형설명력값(수정된

R2)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강화가 적용되는 시점과

규제이전과의 기업의 오염배출농도 변화가 ROA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재무성과

(수익성)와 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식

을 구성하고 연구가설의 기각, 채택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의 ROA 변화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기각되었다. 가설1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

시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업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을 증가

시킬 수는 있지만,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강화가 적용된 이후시점

(적용이후 1년~3년 경과시점)과 규제이전(2008년)과의 기업의 오염배출

농도 변화가 ROA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2>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식을 구성하

고 연구가설의 기각, 채택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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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시간경과에 따라 기업의 ROA 변

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는 기

각되었다. 가설2의 기각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업의 혁신요인으

로 작용하여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포터가설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의 강화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른 수익

성지표개선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하여

일부 오염항목의 경우 (NOx, TSP 항목)의 경우 기업의 오염배출농도가

감소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기업의 수익성 변화간의 장․단기적

(2010년～2013년)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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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첫째 방법론적인 차별화를 통하여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라는 직접규제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기업의 생산성 등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

을 연구하는 경우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자료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등 환경방지시설투자비용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지표인 배출농도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방법론적인 차별성을 보였다. 이는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경우 실질적으로 변동이 예상되는 지표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배출허용기

준 강화와 기업의 재무성과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방법론에서 미흡하

나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발생되는 영향에 대하여 기

업단위의 영향이 어느정도 인가에 대한 그 간의 연구사례가 많지 않았으

며, 또한 자료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업종별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단위의

연구사례가 다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업종단위보다 세분화된 기

업단위의 재무성과를 이용함으로서 보다 실증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과 기

업의 재무성과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굴뚝연속자동측정망 농도자료를 활용함으로서 규제강화 전후

즉,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사업장 배출농도 변화지표로서 배출농도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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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규제로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시 일부항목의 경우 기업에 배출농도 저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허용기준이 기업의 배출농도 저감

을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배출허용기

준이 기업의 배출농도 저감과 기술개발을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

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간 이와 같은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2015년 12월 22일 환경

부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2017년

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란 일정 규모 이

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 환경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

하고, 5년 주기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사항을 재검토하여

방지시설 등을 변경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환경부는 관

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5년을 주기로 허가조건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시설 등의 설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기법 중에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

가용기법(BAT)을 마련·보급하도록 하였다. 즉,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

도는 기업의 맞춤형 오염배출관리제도이자 기술개발을 위한 유인의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업종을 중심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서

관리대상시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준을 공통적

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기준의 강도를 설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간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상 한계점과 개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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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에 대한 근거를 일부 확인하였으며, 향후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 통

합관리 제도가 배출허용기준에서 미흡했던 공정개선, 방지기술개발의 유

인효과를 위한 보완책의 역할을 위하여 도입이 요구된다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

구의 한계점과 이에 따른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정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설계단계

에서 독립변수인 “대기배출허용기준강화”의 대리변수로 설정하고자 하였

던 환경방지시설 투자비용 자료가 업종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기업단위

자료 확보가 곤란하였으며 자료확보가 가능한 자료인 오염농도변화 자료

를 활용하여 연구를 설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분의 경우 대기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오염농도가 감소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으므

로 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변수로 적용에 다

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료의 가공과 관련하여 배출원 단위를 기업단위로 가공하는 작

업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배출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굴뚝(배출구)이

며 측정자료는 배출구 단위로 집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단위

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배출구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기업단

위로 가공하였으며, 자료의 가공 과정에서 배출구별 오염농도를 합산하

여 기업의 오염농도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방법상 한계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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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를 위한 모집단 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신

뢰성 있는 분석자료 확보를 위하여 굴뚝연속자동측정망으로 자료를 전송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굴뚝연속자동측정망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기업은 대기배출사업장 배출규모(1종~5종) 중 1종~3종에 해당하는 기업

이며 비교적 배출규모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이 제외되어 있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규제의 강화의 영향은 자본

과 기술력에서 앞서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에 보다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고려가 제외된 점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통제변수 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 변수(매출

액)와 업종변수(제조업 여부)를 적용하였으나, 기업재무성과라는 종속변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모집단의 크기가 크지 않은 본 연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모집단의 크기를 확대한다면 다양한 영향변수를 통제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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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까지 2010.01.01이후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70～250(4)
이하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
한다) 사용시설

70～200(4)
이하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십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만세
제곱미터 이상 십만세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3)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50(4) 이하
70(4) 이하

250(4) 이하
200(4) 이하
250(4)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
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
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
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
간당 6,190,000킬로칼로
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70(4) 이하

200(4) 이하
100(4) 이하

200(4) 이하
180(4) 이하

부 록

(201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현황)

(1) 질소산화물(NO2로서)(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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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까지 2010.01.01이후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50～250(6)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70～150(6)
이하

(1) 기존시설
(2) 신규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
크스 사용시설

250(6) 이하
150(6) 이하

200(6)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이하
70(6) 이하

150(6)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70～600(13)
이하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70～800(13)이
하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기존시설
② 신규시설
(나) 디젤기관
① 기존시설
② 신규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기존시설
② 신규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기존시설
② 신규시설

250(13) 이하
70(13) 이하

600(13) 이하
300(13) 이하

250(4) 이하
70(4) 이하

250(4) 이하
70(4)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70(15) 이하

600(15) 이하
300(15) 이하

100(4) 이하
70(4) 이하

150(4) 이하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80～350(6)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80～150(6)
이하

(1) 기존시설
(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199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신규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350(6) 이하

150(6) 이하

80(6) 이하
50～150(13)

이하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50(6) 이하

80(6) 이하
50～100(15)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150(13) 이하
50(13) 이하

150(4) 이하
50(4)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50(15) 이하

70(4) 이하
50(4) 이하

3)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80～150(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70～100(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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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까지 2010.01.01이후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
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8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
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kg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kg
미만인 시설

150(12) 이하

1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4) 금속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100～220(15)

이하

4)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
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
는 열처리시설

100～220(15)
이하

가) 배소로
나) 용광로 및 용선로
다) 소결로(燒結爐)

라) 가열로(加熱爐)

200 이하
100 이하

220(15) 이하

200(11) 이하

가) 배소로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소둔

로),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 이하
100 이하

220(15) 이하
120(15) 이하

200(11) 이하
150(11) 이하

5)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화학제
품 제조시설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
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70～250(4)
이하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70～200(4)

이하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① 기존시설
② 신규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만세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250(4) 이하
70(4) 이하
250(4) 이하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
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

인 시설

200(4) 이하
70(4) 이하
20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100～180(6)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100～150(4)
이하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① 기존시설
② 신규시설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80(6) 이하
100(6) 이하
180(6) 이하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
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

인 시설

150(4) 이하
100(4) 이하
150(4) 이하

6) 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해로 350(13)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 250(1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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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까지 2010.01.01이후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상인 시설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
인 시설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350(13) 이하

320 이하

7)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시설 중 소성로

350(13)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
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
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250(1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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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20～150(4)
이하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20～70(4)
이하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이십
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삼만

세제곱미터 이상 이십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육
천세제곱미터 이상 삼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육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30(4) 이하
20(4) 이하
50(4) 이하

80(4) 이하

150(4) 이하
100(4)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
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
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
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
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0킬로
칼로리 미만인 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
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4) 이하
20(4) 이하

40(4) 이하
30(4) 이하
50(4) 이하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
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30～80(6)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
합시설을 포함한다)

30～70(6)
이하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삼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육
천세제곱미터 이상 삼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육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0(6) 이하

40(6) 이하

80(6)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
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
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
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
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
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6) 이하

50(6) 이하

70(6)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20～50(4)
이하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20～40(4)
이하

(2) 먼지(㎎/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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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
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발전용량이 100MW 미만

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3) 발전용 내연기관

40(4) 이하
20(4) 이하

50(4) 이하
20(4) 이하
40(13) 이하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발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발전용 내연기관

30(4) 이하
20(4) 이하

40(4) 이하
20(4) 이하
40(15)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
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20～50(6)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
합시설을 포함한다)

20～40(6)
이하

(1) 발전용량이 500MW 이상
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2) 발전용량이 500MW 미만

인 시설
(가) 기존시설
(나) 신규시설

40(6) 이하
20(6) 이하

50(6) 이하
30(6) 이하

(1)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발전용량이 5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
상인 시설)

30(6) 이하
20(6) 이하

40(6) 이하
30(6) 이하
40(13) 이하

3)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30～100(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
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7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
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
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80(12) 이하

10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
램) 이상인 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
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
인 시설

20(12) 이하

40(12) 이하

70(12) 이하

4)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15～70
이하

4) 제1차 금속제조시설․조립금속제
품․기계․기기․ 운송장비․가
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10～50
이하

가) 전기아크로[유도로(유도로)
를 포함한다]

(1) 기존시설(1998년 12월 31
일 이전)

(2) 신규시설(1999년 1월 1일
이후)

나) 용광로, 용선로 및 배소로

20 이하

15 이하

50 이하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
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10 이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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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로

라) 가열로

50(15) 이하

7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소결로
(2)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
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20 이하

30(15) 이하
40 이하

40(11) 이하

50 이하

5) 화학비료 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
성시설, 건조시설

50(1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
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50(7)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7) 이하
20 이하

30(4) 이하
20 이하

8)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화학제
품 제조시설
가) 촉매재생시설
나) 탈황시설
다) 가열시설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
탄소 소각보일러

50(6) 이하
50(6) 이하
50(4) 이하
100(12) 이하

8)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
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
소 소각보일러

30(4) 이하
30(4) 이하

50(12) 이하

11) 시멘트․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소성시설

(1) 기존시설
(2) 신규시설
나) 냉각시설

50(13) 이하
40(13) 이하
50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냉각시설(직접배출시설만해당한다)

40(13) 이하
30(13) 이하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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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
로리 이상인 시설

(가) 저황유 사용지역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시설

① 1.0% 이하 270(4) 이하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② 0.5% 이하 27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③ 0.3% 이하 180(4)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5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
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저황유 사용지역

① 1.0% 이하 540(4) 이하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② 0.5% 이하 270(4) 이하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③ 0.3% 이하 180(4)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다)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
시설을 포함한다)

(1) 고체연료 사용 규제지역 250(6) 이하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2) 그 밖의 지역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
탄을 사용하는 시설

① 기존시설 500(6) 이하

② 신규시설 150(6) 이하

(나) 그밖의고체연료사용시설

① 기존시설 250(6) 이하

② 신규시설 150(6)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기존시설(1996년 6월 30일
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또는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되었
거나 설치 중인 시설)

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3) 황산화물(SO2로서)(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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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비용량 400MW 이상 150(4) 이하 (가) 설비용량 400MW 이상 10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이상
400MW 미만

18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이상
400MW 미만

150(4) 이하

(다) 설비용량 100MW 미만 270(4) 이하 (다) 설비용량 100MW 미만 180(4) 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
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
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① 설비용량 100MW 이상 150(6) 이하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② 설비용량 100MW 미만 27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나) 유연탄 사용시설

① 설비용량 500MW 이상 100(6) 이하

② 설비용량 500MW 미만 270(6) 이하

나) 신규시설(기존시설을 증
설․개축하는 시설과 1996
년 7월 1일 이후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70(4) 이하 (1) 액체연료 사용시설 70(4) 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 80(6) 이하 (2)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8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27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
스 사용시설

240(6) 이하

라)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180(6) 이하 라)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150(6) 이하

3) 금속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
시설 중 배소로(배소로), 용광
로(용광로) 및 용선로(용선로)

300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
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배소로), 용광로(용광로) 및
용선로(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소결로(소결로)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 이하
180 이하

270(15) 이하
180(15) 이하

4) 황산 제조시설 300(8)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
제조시설

270(8) 이하

5) 화학비료 제조시설 중 혼합
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350(4)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
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
시설 및 농축시설

150 이하

6)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화학제
품 제조시설

300(4) 이하 6)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270(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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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까지 2010.01.01이후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가) 탈황(탈황)시설 및 폐가스
소각시설

다)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
탄소 소각보일러

50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
소 소각보일러

400(12) 이하

8)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kg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kg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
램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9)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200(13)
이하

10)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
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
융․용해시설, 건조시설

20～150(13)
이하

가) 크링커 생산량이 연 2십만
톤 이상인 시설

나) 크링커 생산량이 연 2십만
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200(13)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15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150(13) 이하

2009.12.31까지 2010.01.01이후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명 배출허용기준

5)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kg～

2톤(의료폐기물소각시설 포
함) 이상인 시설

11) 그 밖의 배출시설

30～50(1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
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4) 염화수소(ppm)



- 86 -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nies’s

financial effect by reinforcement

of stack emission limit level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company's financial effect

of reinforcement of stack emission limit levels(ELVs) as a regulatory

measure.

This study is aimed at 140 companies where emission limit levels

were lowered in 2010 and which transmit real time stack emission

concentration data(NOx, SOx, TSP, HCl) to CleanSys(Stack emission

Tele-monitoring System) so that the concentration reduction effect

were assessed by the stack concentration data between 2008 and

2010.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reinforcement of emission limit

level as a regulatory measure on the company's financial results,

ROA(Return On Asset) is used as an financial indicator.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reinforcement of

emission limit level in 2010 had no meaningful impact on companies's

ROA changes.

That is, Hypothesis 1 “There would b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inforcement of emission limit level and companies's

financial results” and Hypothesis 2 “There would be a positive



- 87 -

correlation between reinforcement of emission limit level and

companies's financial results as time passed” were dismissed.

Through the dismissal of Hypothesis 1,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thesis from “neoclassical school (Cambridge school)” might not be

applicable at all cases. The thesis from “neoclassical school” is that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uld cause increase of

expense on pollution control. But this study showed the reinforcement

of emission limit level enacted in 2010 didn't play a main role for the

decrease of company's financial result.

In the mean while, this study improved that porter's hypothesis

that the rei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could be the factor

for the company's innovation could not be applicable to all the cases

through the dismissal of hypothesis 2.

The Overall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some emissions such

as NOx, TSP are decreased by the reinforcement of emission level

limit in 2010. But there had no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reinforcement of ELVs and companies's financial result.

The inference that there had no relations between two

variables(Concentration changes of stack emission, ROA) set in this

study could be estimated three reasons as below.

Firstly, regarding the regulation-making procedure and the

intensity of the regulation for ELVs in 2010, Ministry of

Environment(MOE) took into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impact on

industrial circles. So MOE tried to gather the opinion of each

industrial field to find out the achievable level for each industrial field

when setting new ELVs.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e regulation

making procedure might not influence meaningful effect on company's

financial outcome.

Secondly, when applying new emission limit, prior no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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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arried out. Regarding new ELVs in 2010, it was to be in effect

from the 1st of Jan. 2010, but it had been noticed in Jan. 2007. So

the companies could make financial plan and technical action plan to

meet new ELVs. Therefore it could be inferred the prior notice

system played a role to ease the impact for the companies when

strengthening the ELVs in 2010.

Thirdly,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relations between "Basic due"

and ELVs could influence to the stack emission level of the

companies. The “Basic due” is a stack emission regulating measure

which was enacted from 1997 to induce for the companies to install

high-efficient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and to improve their

pollution-emitting facilities. “Basic due” is half-yearly imposed to

pollution emitting companies on two air polluting substances such as

SOx, TSP. However, “Basic due” is exempted when emitting

concentration level is below 30% of each ELVs. So “Basic due” as a

regulating measure could play a role for the companies to operate

their pollution level which is much lower than ELVs.

With this inference, it can be estimated “Basic due” was more

influential for lowering the emission level than ELVs for its financial

incentive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practically used for the policy

makers to review the effect when strengthening ELVs and could be

applicable to estimate the intensity of effect when strengthening the

level of regulating measure on each air polluting substances.

Keywords : Environmental regulation, Financial outcome,

Investmen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ROA, Profitability, Porter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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