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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2015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독하는 각 지자체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성장 사이에 타협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3
년간 주요 광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녹색생산성을 분석해 최적의 효율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에너지·노동·자본을
투입물로 하고, 지역내총생산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물로 하여 방향거리 함수와 글로벌맘퀴스트 지수를 활용해 녹색
생산성과 효율성변화 수치, 기술변화 수치를 계산하였다. 녹색생산성은 대구·광주·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충북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효율성변화 수치도 충북이 1위를 차지하며 최적의 생산변경에 접근
한 것으로 분석됐고, 경남·충남·인천·전북은 1에 미치지 못해 생산변경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변화 수치
는 울산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기술진보 수준을 보인 반면, 광주·대구·대전·제주는 기술이 퇴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제어：온실가스, 녹색생산성, 비방사형 방향거리 함수, 글로벌맘퀴스트
ABSTRACT：In 2015, Korea government pledged to cut business as usual (BAU) carbon emissions by 37
compared to BAU(Business as usual). Since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monitoring greenhouse
gas emission, their responsibility to greenhouse gas reduction also has increased. However,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has negative impact for regional economy, thus, a point of compromise is required
between environment and growth. In this study, we analyzed green productivity for 16 local governments
to draw optimal green productivity performance from 2009 to 2013. Energy consumption, labor and
capital were selected as input variables, while GRDP and greenhousegas emission volume were selected
as output variables. From these variables, we obtained green productivity performance by adopting
Global Malmquist Index based on non-radial distance function. This index was also decomposed into
two indexes; Efficiency change(EC) and Best practice change(BPC). We found every province shows
uptrend except Daegu, Gwangju and Jeju when it comes to Green productivity performance, and
Chungbuk shows the highest value. In EC, Chungbuk also shows the highest value implicating it is the
closest DMU to optimal frontier while Incheon and Jeonbuk whose EC shows less than 1 vice versa. In
BPC, Ulsan shows the best performance implicating technological progress while Gwangju, Daegu,
Daejeon and Jeju shows technological regression.
KeyWords：Greenhouse Gas, Green productivity Performance, Non-radial Distance Function, Global
Malmquis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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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계 관리위원회가 배출량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한
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한편, 김재화·김현석(2015: 187)은 경제성장과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각

환경오염의 관계를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

국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mental Kuznets Curve, EKC)으로 설명하고 있

개발, 자체적인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등

다. 이에 따르면,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수준 향

온실가스를 절감하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

상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확장돼 환경이 악

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3년 유엔기후

화되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수준에 도달하

변화협약(UNFCC) 비준, 2002년 교토의정서 비

면 환경 개선에 더 집중하여 환경규제정책 도입과

준, 그리고 2016년 파리협정서 비준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산업 확장 등으로 성장과 동시에 환경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온

의 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17). 2015년 6월 30

이처럼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은 불가분의 관계

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

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2000년대 후반 저성장

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

기조에 따른 경기침체 때문에 성장에 더 초점을 둘

축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는 총 4개의 감축안(1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이슈

안 14.7% 감축, 2안 19.2% 감축, 3안 25.7% 감

를 계기로 대중의 환경오염물질 민감도가 증대되

축, 4안 31.3% 감축)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 편중정책이 오히려

을 조율하여 최종 결정된 것이며, 정부는 녹색기후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각해야 한

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

다.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는 오염원을 실질적으로

여 강화된 계획안을 상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가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

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고, 국

연구는 환경오염물질배출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를 추가

적절한 효율성을 찾는 것, 즉 녹색생산성(Green

하여 37%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환경부,

productivity)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5).

녹색생산성은 생산성향상(productivity improve-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2010년 6월

ment)과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15일 개설된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를 종합한 개념이다. 생산성향상은 연속적 개선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

환경보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목적이

으며, 에너지산업, 제조·건설업, 수송, 농축산, 산

있다(표학길 외, 2009: 67).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림, 폐기물 등 온실가스 배출·흡수 관련 350여 개

녹색생산성은 경제적 성과를 유지하되 온실가스의

항목을 대상으로 분야별 배출량을 산정한다. 해당

배출량은 줄이는 생산성을 의미한다.

보고서의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 산업통

이 연구는 방향거리 함수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자원부(에너지, 산업), 환경부(폐기물), 국토교통

16개 지자체의 녹색생산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변

부(수송, 건물) 같은 관장기관과 분야별 배출량을

수로는 생산성을 평가하는 데 기초적 투입요소인

산정하고, 총괄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였으며, 녹색생산성 평가를

배출량 합산과 검증을 진행하며, 국가온실가스통

위한 추가 투입변수로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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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관관계가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사용하였다. 소망
재인 산출변수는 대표적 생산성 평가 지수인 지역
내총생산(GRDP)이 사용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
을 비소망재 산출변수로 사용하였다.

1. 온실가스의 개념과 현황

2009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는 2005년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초로 16개 광역 지자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5차

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공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시스템 관측결과를

에 따르면,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 전

토대로 대기와 해양의 온도상승, 만년설과 빙하의

남, 경기, 경남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감소, 해수면 상승, 온실가스 농도 상승 등 기후변

지역에 화력발전소와 철강·석유화학 같은 에너지

화의 징후를 언급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

다소비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

제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였다(지식경제부, 2009). 2009년 지자체 온실가스

더욱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배출량 발표 이후 공식적으로 지자체별 배출량 정

연간 배출 증가율은 1.34%(4억 톤)이었지만, 2000

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없는 가운데, 이 연구는

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간 배출 증가율은 2.2%

국립환경과학원의 비공개 연구자료를 분석에 활용

(10억 톤)로 증가하였다(김영환, 2014: 5~11).

하고자 한다.1)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짧은 파

이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측

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를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에

면에서 한국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용한

서 나가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해 지표면

생산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

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

다. 이러한 점은 국가 측면이 아닌 지역 측면의 시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온실효과이다(전의

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찬 외, 2013: 10~14).

방법론 측면에서 이 연구는 비방사형(non-radial)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

방향거리 함수를 이용한 글로벌맘퀴스트 모형으로

(CH4), 아산화질소(N2O), 염화불화탄소(CFCs), 수

생산성을 도출해 전통적인 DEA나 맘퀴스트지수의

소화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유황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처럼

(SF6), 오존(O3), 수증기 등을 온실가스로 칭하며, 제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적 기여도가 크다

3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고 여겨진다.

에서는 이 중 CO2, CH4, N2O, HFCs, PFCs, SF6
를 6대 온실가스로 지정하였다(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 2012: 6~7).

1)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공개 정보로 되어 있어 각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총괄하는 한국환경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배출량 정보를 요청하였다. 청구 결과, 현재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지
역별로 할당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배출량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신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자료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입수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는 자체 연구목적 자
료로 일반적인 연도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총계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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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5)는

던 경기가 회복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침(Intergovern-

였다. 네 번째 구간(2014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s:

두 번째 시기인 경기침체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으

IPCC GL)의 분류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임업, 폐기물 분야로 구

시하지 않았다.

분하여 1990년부터 산정이 가능한 가장 최신연도

<표 1>은 각 연도의 온실가스별 배출량과 증감

까지의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온실가

SF6) 배출․흡수량을 보고하고 있다.

스 배출량은 690.6 백만 톤CO2eq(이산화탄소 환

<그림 1>과 같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추이는

산기준)로, 1990년보다 135.6% 증가하였으며,

199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과 비교해서는 0.8% 감소하였다. 온실가스

는 증가추세가 비교적 완만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에너지 분야로, 201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39~40)에 나타난

년 기준 599.3백만 톤CO2eq(비중 86.8%)를 배출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보면, 배출량의 증감 특성에

하였다. 산업공정 분야의 배출량은 54.6백만 톤

따라 크게 1990~1997년, 1998~2008년, 2009~

CO2eq(비중 7.9%)이며, 농업 분야는 21.3백만 톤

2013년, 2014년의 4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첫 번

CO2eq(비중 3.1%), 폐기물 분야는 15.4백만 톤

째 구간(1990~1997년)은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

CO2eq(비중 2.2%)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스 배출량도 크게 증가하는 기간이다. 두 번째 구

2014년 온실가스별 배출량 비중은 CO2가

간(1998~2008년)은 1998년 국내 금융위기로 감

91.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CH4 3.9%, N2O

소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기 회복에 따라 완만

2.2%, SF6 1.4%, HFCs 1.2%, PFCs 0.4% 순이었

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 구간(2009

다. 2013년 대비 SF6, HFCs, PFCs의 배출량은 각

~2013년)에서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악화됐

각 10.3%, 5.5%, 4.6% 늘어난 반면, CH4, CO2,

<그림 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4)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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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증감률
(단위: 백만 톤 CO2eq.)
증감률(%)
온실가스

C02

CH4

N20

HFCs

PFCs

SF6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배출량

252.3

385.2

441.6

494.4

593.8

623.5

623.5

635.5

628.8

비중(%)

86.1

88.1

88.2

88.5

90.4

91.3

91.3

91.2

91.1

배출량

30.7

29.0

27.9

27.9

27.3

27.1

27.1

27.1

26.6

비중(%)

10.5

6.6

5.6

4.9

4.2

4.0

4.0

3.9

3.9

배출량

8.9

14.2

17.6

21.9

13.3

13.3

14.8

15.0

14.9

비중(%)

3.0

3.3

3.5

3.9

2.0

2.0

2.2

2.2

2.2

배출량

1.0

5.1

8.4

6.7

8.1

7.9

8.7

8.1

8.5

비중(%)

0.3

1.2

1.7

1.2

1.2

1.2

1.3

1.2

1.2

배출량

-

0.1

2.2

2.8

2.3

2.1

2.3

2.3

2.4

비중(%)

-

0.0

0.4

0.5

0.3

0.3

0.3

0.3

0.4

배출량

0.1

3.5

2.9

5.4

11.8

8.7

7.8

8.5

9.4

비중(%)

0.1

0.8

0.6

1.0

1.8

1.3

1.1

1.2

1.4

437.1

500.6

558.5

656.6

682.6

687.1

696.5

690.6

총배출량(LULUCF 제외) 293.1

1990년
대비

2013년
대비

149.2

-1.1

-13.4

-1.8

66.7

-0.8

768.7

5.5

879,212.6

4.6

5287.9

10.3

135.6

-0.8

* PFCs는 최초 통계가 수집된 1992년도를 기준으로 증감률을 계산함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6: 42)

N2O의 배출량은 각각 1.8%, 1.1%, 0.8% 줄어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

었다. 1990년과 비교하여 불소계 온실가스인

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협약 등 대외적인 논의

HFCs, PFCs, SF6의 배출 증감률이 높은 이유는

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냉매로 사용되는 HFCs와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PFCs, SF6 등의 사용량이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야기하

증가했기 때문이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지 않는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원이 도입되지 않는

41). 반면, CH4 배출량은 다른 가스와 달리 199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경제성장이 서로 역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

관계(trade off)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적의 효

업 분야에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율성을 구할 필요가 있다.

다. 한편, 현재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조사시점의 격차로 2015년 1월 시행된 대표적 온

2. 지역 온실가스 관련 선행연구

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감소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제도적 수단

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

이 등장하는 가운데,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2014

스 배출 추세의 근거는 대체로 경제활동과 밀접한

년 기준 OECD 34개국 중 온실가스 배출국가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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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 온실가스 관련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내용

김수이 외(2010)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33년까지 분석기간을 설정하고
각 지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를 설정해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

김재현․정기호(2011)

다지역 동태 CGE모형을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30년까지 분석기간을 설
각 지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정하고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자체규제, 탄소세, 배출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으로 구분
거래제)를 설정해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

김미숙(2011)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제약이 있는 경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우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술효율성을 측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제약에
경상남북도에 속한 시·군 120개
따른 생산제약정도 및 생산성 상실률을 비교분석

박성훈․고재경(2012)

16개 광역지자체

2005년을 기준으로 세가지 형평성원칙의 조합을 통한 시나리오에 따라 지
역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

진상현․정경화(2013)

16개 광역지자체

지수분해분석을 통해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별 온실가스배출 효
율에 대한 유형화

정민선 외(2015)

수도권 지역 60개 시․구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2011년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요인을 분석

를 기록했다. 1990년 대비 2014년 연료연소 CO2

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기도 하였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

(정민선 외, 2015).

라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감축에 동

김미숙(2011)은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해 지역별

참하고 있다.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기조에 따라 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생산성을 측정하여 방법론

역별 온실가스 관련 연구도 감축을 위한 제도적 방

적 측면에서 이 연구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간이 2006년으로 한정되었고, 지역도 전

<표 2>는 지역 온실가스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국이 아닌 일부 시·군에 해당하며 온실가스와 관계

정리한 것이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

가 높은 에너지 투입량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외에

정책 시행에 따른 각 지역의 시나리오 분석이 주를

현재까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관련 효율성을 측

이루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등

정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는 최신 연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

원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자료가 비공개로 처리

가 과도하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

한편, 해외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Zhang

는 시도로 볼 수 있다(김수이 외, 2010; 김재현·정

et al.(2013)은 SBM모델을 기반으로 2001년부터

기호, 2011).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2010년까지의 오염물질을 고려한 중국 지역별 환

배출량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형평성을 고려

경 효율성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대부분

하여 각 지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배출량

의 지역은 아직 비효율적이며 특히 지역별 편차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박성훈·고재

크다고 밝힌 바 있다. Choi et al.(2015)의 연구에

경, 2012). 이외에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형태의 유

서는 그룹 간 차이(heterogenity)를 고려한 메타

형화를 시도하거나(진상현·정경화, 2013), 온실가

프론티어 맘퀴스트 지수(Metafrontier Malmqu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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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를 이용해 비소망재를 고려한 중국의 지역

DDF)는 Chambers et al.(1996)이 개발하고

별 환경생산성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역을 넘어

Chung et al.(1997)이 확장한 모형으로 산업분야,

국가를 대상으로 그룹을 분류 오염물질을 고려한

지역분야, 국제분야 등에서 녹색생산성 평가를 측

생산성을 분류한 바 있다. Yörük and Zaim(2005)

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용성은

은 맘퀴스트 지수와 맘퀴스트 루엔버그 지수(Malmquist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생산성 평

Luenburg

국가의

가에 소망재와 비소망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1985~1998년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특정한 형태의 가

는 국가별 생산성의 수준, 맘퀴스트 지수와 맘퀴스

격함수가 필요하지 않는 편의성 때문이다. 이러한

트 루엔버그 지수의 비교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며,

방향거리 함수를 기초로 한 이 연구의 생산 기술은

UNFCC 협약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index)를 활용해 OECD

검증하였다.

T={(K,L,E,T,C): (K,L,E) can produce (T,C)}

Kumar(2006)의 연구는 41개의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1973~1992년까지의 생산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오염요소를 고려하는 생산

K: 자본, L: 노동, E:에너지사용량

성과 그렇지 않은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T: GRDP, C: 온실가스 배출량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생산성 패턴이 반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방향거리 함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논문은 녹색생산

는데, 첫째는 소망재는 비소망재와 함께 생산된다

성을 중심으로 16개 광역지자체의 2009~2013년

는 결합성(null-jointness)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에너지·노동·자본·지역내총생산·온실가스 배출량

비소망재를 줄이려면 소망재도 줄어들 수밖에 없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방향거리 함수를 적용하여

다는 약가처분성(weak disposability)이다. 이상

지역별 녹색생산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두 가지 조건은 아래의 식으로 수식화할 수 있다.

는 전체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투입을 고
려한 관련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지역 온실가스 감

        ∈
 and ≤  ≤         ∈ 
        ∈
 and       

축정책에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 방향거리 함수는 방사형(radial) 모형으

Ⅲ. 연구방법

로, 소망재와 비소망재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하
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여유
분(slack)이 존재할 때, 특정 DMU의 효율성을 과
대평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Fukuyama and

1. 비방사형(Non-radial) 방향거리 함수

Weber, 2009).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을 고려한 생산성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

Zhou et al.(2012)은 여유분을 고려하는 비방사형

는 방향거리 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Non-radial) 방향거리 함수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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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지수(Global Malmquist Index)를 도출하기
로 한다.

w: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양에 관련된 정규화

2. 글로벌맘퀴스트 지수(GMI)

된 가중치 벡터(normalized weight vector)
g: 명시적 벡터(explicit directional vector)

전통적인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는

B: 환산계수 벡터(scaling factors vector)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산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
이 연구의 주목적은 환경을 고려한 지역생산성

었다. 이후 환경을 고려한 비소망재를 산출하는 맘

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

퀴스트 루엔버거(Malmquist-Luenburger: ML) 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노동과 자본의 가중치 벡터는

수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ML 지수도 지나치게 단

0으로 고정시키도록 한다(0, 0, 1/3, 1/3, 1/3).

순화된 방사형(radial) 거리함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의 목적은 다섯 변수 전체에 동일한 가

는 한계점이 있으며 시계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

중치 벡터를 설정한 고려한 총요소 생산성(Total

방사형(non-radial)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할 수

factor productivity)를 도출하기보다는 온실가스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최용록, 2012). 또한

배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투입량에 더 초

아래 식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ML지수는 t,

점을 맞추는 순수 에너지 생산성(Partial factor

t+1 두 기간의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계

productivity) 도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

산이 불가능한 해가 존재한다. 가령 생산기술 안의

제조건 아래 D의 수치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수치와 밖의 수치가 t, t+1 기간에 나타난다면 이
를 구하기는 불가능하다.

       


    
    
 
×
             

     
    
      

× 
                   









Pastor and Lowell(2005)은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글로벌맘퀴스트(Global Malmquist:
GML) 지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글로벌은 연구
위의 식에서 D=0일 때 DMU(Decision making

기간 동안 존재하는 다양한 생산 곡선의 형태를 모

unit: 이 연구에서는 특정 지자체를 의미)는 최적

두 포용하는 글로벌 생산변경(Global frontier)이

사례의 생산변경에 위치한 효율적인 상태라는 것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을 의미한다. 한편, 이 논문의 목적은 시간변화에

이 연구는 투입요소(x), 소망재(GRDP: y)와 비

따른 16개 지자체의 녹색 생산성 변화(Dynamic

소망재(온실가스: b)의 최적 벡터를 기준으로 매년

change)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Zhou et al.(2012)

각각의 GML 지수를 아래의 식에 근거하여 도출하

의 비방사형 방향거리 함수를 기초로 글로벌맘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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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록(2012)은 이러한 GML의 특성이 녹색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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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용이
할 뿐 아니라 녹색생산성의 변화의 주원인을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설득능력과 현장에서
의 전략적 활용능력이 매우 높다고 한 바 있다. 따
라서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

식에서 보다시피 GML 지수는 두 가지 요소로

축 정책을 제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녹색성

분해된다. 첫째, EC(Efficiency Change)는 두 기

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에 걸친 기술효율성 변화를 의미하며 이 수치가
1보다 클 경우 최적의 성공사례인 생산변경에 근
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추격효과

3. 자료의 구성과 통계적 특성

(Catch-up Effect)라고도 한다. 반대로 EC가 1보
다 작다면 생산변경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의미

이 연구는 GML 지수의 분석모형에 기초하여

하며 EC=1인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지역별 녹색생산성

변경의 이동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투입변수로는 자본

한편, BPG(Business Practice Gap)는 주어진

과 노동, 그리고 에너지사용량을 선정하였다. 자본

시점 t와 t+1 사이에서 생산변경과 글로벌 생산변

과 노동은 생산성 연구의 대표적 투입 변수로, 이

경 간 거리 비율을 의미한다. t기보다 t+1기의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고정자본(Fixed Asset)과 경

BPG가 작다는 것은 t+1기의 생산변경이 t기의 생

제활동 인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산변경보다 글로벌 변경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다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에너지사용량을 투입

시 말해 t+1기의 생산변경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동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통적 ML지수에서

산출 변수는 소망재 변수로 지역내총생산(GRDP)

의 TC(Technical Change)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을, 비소망재 변수로 온실가스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 지수는 기술진보의 여부를 판명한다. 두 시점

노동(경제활동인구)과 자본(고정자본), 지역내총생

간 BPG 비율인 BPC(Best Practice Change)가 1

산은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활용하였다.

보다 크면 생산변경이 글로벌 생산변경에 접근했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역에너지

다는 것으로 기술의 진보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

통계연보를 참고하였으며, 각 지역 내 최종에너지

다. 1보다 작다면 기술의 퇴보를, BPC가 1이라면

소비량을 활용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립환경

EC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

과학원의 비공개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온실가

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 배출량은 1996년 IPCC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따라서 구성요소의 분해로 제시된 GML 생산성

둔 직접 배출량으로, 산림 흡수, 불소계 온실가스,

지수는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른 최적의 녹색생산

국제벙커링을 제외한 배출량이다. 에너지사용량과

사례에 근접하는 효율성의 추격효과와 글로벌 생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성은 각 지역의 산업공정, 에

산 변경을 목표로 얼마만큼 생산변경이 확장되었

너지, 운송 등 각 분야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지 여부를 판명하는 기술진보로 나뉘게 된다. 최

변수의 통계적 특성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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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변수 상관관계
에너지
소비량

녹색생산성은 2009~2013년 평균 1.019를 기록하

자본

에너지

1

자본

.544**

.544** .319**

노동

.319** .926**

1

.730** .412**

1.9%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 녹색생산성은

.425**

.730**

.926**

.923**

.412**

광주·대구·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늘어났고,

1

.966**

.130

충북이 8.7%의 성장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증가한

1

.230*

.230*

1

지역내총생산 .425** .923** .966**
온실가스

였다. 이는 5년간 각 지역의 녹색생산성이 연평균

지역 내 온실가스
총생산
배출

노동

.130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의 녹색생산성이 높은 것은
일반적 밀집도가 적은 지역 특성도 있지만, 제조업

* p < 0.05; ** p < 0.01

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데도 불구하
<표 4> 연구변수 기술통계

에너지
(단위: 천 TOE)

고 2004년부터 지역 4대 주력산업으로 바이오·반

최솟값

최댓값

877.00

39218.00

표준 편차

도체·전기전자융합부품·차세대전지를 육성한 것과

12337.0417 10286.28751

관련이 깊다. 이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평균

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업종에 속하

자본
2590000.00 97453400.00 21235383.333 19458584.779
(단위:백만 원)
노동
(단위: 천명)

283.00

5988.00

1509.4583

기 때문이다.
녹색생산성을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2010

1513.99230

~2013년은 증가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모두

지역내총생산
9342164.00 318607001.00 79796030.094 80175879.790
(단위: 백만 원)
온실가스
(단위: 톤
CO2eq)

1을 초과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2013년에도 전 지
역 평균이 0.999로 나타났지만, 상당수의 지역이

3539175.00 151686596.00 39486900.375 34818313.755

1 이상의 값을 기록해 매년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

첫 번째,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

다. 모든 변수가 대체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행 같은 제도적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있으며, 특히 에너지 사용량과 배출량은 매우 높은

탄소저감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정한

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실가스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는 인과관계에서 유의해 실증

목표관리제 같은 규제정책이 생산성에 다소 긍정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 하지
만 김길환·노동운(2016)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목표관리제 도입 초기
에는 배출감축의 효과가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제
거된 후에는 감축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등

Ⅳ. 실증분석 결과

단순히 규제정책의 도입만으로 녹색생산성의 증가
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2011년
9.15 정전사태로 시행한 정부의 대규모 전력감축

1. 지역별 녹색생산성 수치

과 규제가 탄소저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녹색생
산성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설명한 식을 기초로 GML 지수를
도출한 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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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역별 녹색생산성 수치

를 기록해 5년간 평균상 1.4% 정도의 추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효율성 변화를 지역별로 살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평균

강원

1.048

1.021

1.071

1.031

1.043

경기

1.110

1.002

1.021

1.085

1.055

경남

0.988

1.019

1.041

1.058

1.026

경북

1.075

1.023

1.030

1.048

1.044

광주

0.871

1.029

0.950

0.905

0.939

대구

0.974

1.062

1.022

0.887

0.986

대전

0.999

1.021

1.023

0.964

1.002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생산변경에서 멀어지

부산

0.986

1.055

0.994

1.039

1.018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평균 효율성이 성공

서울

0.960

0.981

1.063

1.000

1.001

사례의 생산변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

울산

1.204

1.000

1.000

0.919

1.031

며, 향후 더 나은 녹색성장을 하려면 성공 사례를

인천

1.092

0.996

0.963

1.028

1.020

전남

1.117

1.002

1.015

0.966

1.025

전북

0.990

1.042

1.006

1.014

1.013

제주

1.000

0.953

1.049

0.947

0.987

충남

1.127

1.041

0.966

0.969

1.026

충북

1.080

1.089

1.046

1.130

1.087

평균

1.039

1.021

1.016

0.999

1.019

펴보면, 녹색생산성과 마찬가지로 충북이 제일 높
은 수치를 기록하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추격효과
(Catching-up Effect)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충북지역이 매 시점 해당 연도에서 효율적인
지역 모델을 대상으로 큰 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경남·충남·인천·전북은 1

<표 6> 지역별 효율성 변화 수치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평균

강원

1.024

0.993

1.034

1.035

1.022

경기

1.083

0.977

0.984

1.072

1.029

경남

0.950

0.964

1.013

1.055

0.995

경북

1.052

0.984

0.991

1.055

1.020

광주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구

1.007

1.061

1.024

0.972

1.016

대전

1.213

0.966

1.010

1.025

1.053

부산

0.982

1.062

0.940

1.021

1.001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천

1.067

0.968

0.930

1.027

0.998

전남

0.990

0.980

1.014

1.061

1.011

전북

0.994

1.018

0.965

1.021

0.999

특정 지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최적사

제주

1.000

1.000

1.000

1.000

1.000

례의 효율적 생산변경에 접근했는지 판단하는(추

충남

1.010

1.027

0.956

0.996

0.997

격효과: Catching-up Effect) 효율성 변화(Efficiency

충북

1.098

1.063

0.982

1.155

1.074

Change)를 살펴보면 각 지역은 4년간 평균 1.014

평균

1.029

1.004

0.990

1.031

1.014

두 번째, 분석기간 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들 수 있다.2) 신재생 에너지는
기타 에너지보다 훨씬 적은 탄소배출량 수치를 보
인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글로벌맘퀴스트 지
수는 EC, BPC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2. 효율성 변화(Efficiency Change) 수치

2) 분석 기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2010년 6,856.3천 toe에서 2013년 9,879.2천 toe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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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기술 변화 수치

적극 벤치마킹하여 생산변경에 접근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3

평균

강원

1.023

1.028

1.036

0.996

1.021

경기

1.026

1.027

1.038

1.012

1.025

경남

1.040

1.057

1.028

1.003

1.032

경북

1.022

1.040

1.040

0.994

1.024

광주

0.871

1.029

0.950

0.905

0.939

대구

0.968

1.001

0.998

0.913

0.970

대전

0.824

1.057

1.013

0.941

0.959

의 흐름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되는지 여부를 알

부산

1.004

0.994

1.057

1.018

1.018

수 있다. 즉, BPC는 기술진보(Technical Innovation)

서울

0.960

0.981

1.063

1.000

1.001

울산

1.204

1.000

1.000

0.919

1.031

3. 기술 변화(Technical Change) 수치
BPC(Business Practice Change)는 특정 지역
의 생산변경이 글로벌 생산변경을 기준으로 시간

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지역별 4년간 BPC 수치

인천

1.024

1.029

1.035

1.001

1.022

는 효율성 변화 수치보다 다소 높은 1.006을 기록

전남

1.128

1.023

1.001

0.910

1.016

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생산변경의 확대가 있었

전북

0.997

1.024

1.042

0.993

1.014

제주

1.000

0.953

1.049

0.947

0.987

충남

1.116

1.013

1.010

0.973

1.028

충북

0.984

1.025

1.066

0.979

1.013

평균

1.012

1.017

1.027

0.969

1.006

고, 0.6%의 기술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 변화 수치는 울산이 가장 높은 기술진보
(3.1%)를 기록했다. 반대로 광주·대구·대전·제주
는 5년간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며 기술의 퇴

<그림 2> 생산성, 효율성, 기술진보 변화

보가 있었던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기술적 측면에서 생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지역은 평균 2% 정도
의 기술진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술
변화 수치(1.006)가 효율성 변화 수치(1.01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효율성 변화 수치가 국내
의 녹색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더 큰 영
향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전
국적으로는 2012년을 기점으로 EC와 BPC 수치가
급격하게 역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
에서 언급한 대규모 정전사태에 따른 전력규제가

Ⅴ. 결론과 시사점

순수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
되며, BPC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혹은 단체가 감축부담 때문에 전반

한국은 2030년까지 BAU 대비 37% 절감을 목

적인 생산증가보다는 각각의 경영, 생산 효율성에

표로 하는 국가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온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

실가스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

금까지 언급된 생산성, 효율성, 기술진보 변화의 5

요하다. 특히 환경문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년간 추세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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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성과를 기대

하였다. 이러한 산업은 주로 지방에 산재하기 때문

할 수 있다(유태현·현성민, 2010: 262).

에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이들 지역의 경제적 피해

이 연구는 비방사형 방향거리 함수를 바탕으로

를 불러올 수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

글로벌맘퀴스트 지수를 도출해 지역별 녹색생산성

고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

할당하면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하여 지역균형발전

한 녹색성장에 우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기간 동안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되 지역특성에 따른

국내 녹색성장은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나타냈으며,

요인도 감안하는 지역적 형평성에 기반을 둔 온실

광주·대구·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양의

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산정에

생산성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

최소 2년여가 소요돼 비교적 최근 경향을 반영하

됐다.
이 연구의 글로벌맘퀴스트 지수는 EC(Efficiecncy

지 못하는 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에 2009년부터

Change), BPC(Best Practice Change)로 분해가

201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2015년

가능하며, 지역별 평균은 EC가 BPC보다 다소 높

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책적 효과를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녹색성장성을 이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추후 온실

는 주요인은 효율성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충

가스 배출량 자료가 확보되면 후속 연구로 정책의

북은 생산성과 효율성 변화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

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온

의 표본이 주요광역지자체 16개로 DMU 수가 그리

실가스 배출이 적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 결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DEA가 제공할 수 없는 통

과로 풀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EC수치를

계적 신뢰성을 위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보이는 지자체는 당해 연도 1의 값을 보이는 지자

DEA 방식을 적용한 연구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체를 벤치마킹해 EC수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간 활발한 정보 교류가 요구된다.
EC보다는 작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BPC가 1을
초과하는 값을 나타낸 지역은 5년간 녹색생산성
변경이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BPC가 1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향후 생산성 확장을 위해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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