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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e previous researches dealing with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 suggested the side
payment from the pollutee to the polluter as a way to

achieve environmental cooperation. But when
considering the matter from the viewpoint of game

theoretic analysis, the above-mentioned suggestion
had the limitation of not removing the prisoner's
dilemma on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 In

working out this limitation, this thesis presents the
pollutee's strategy of entrance into the polluter's

environmental market as another option.

This strategy gives improvement on both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benefit
compared to a no-action strategy by both parties.
Further, there exist conditions that the strategy

suggested in this thesis gives better benefit than the
previously suggested solution. This benefit becomes

bigger when there are wider difference in
environmental technology level, more damage to the
pollutee and less damage to the polluter.

The characteristics of this strategy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Nash equilibrium. Second, it is

a Pareto superior strategy. Third, its informational
requirement is less than the previous strategy. And

finally, it is an integrative solution to bo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problem.

Consequently, this strategy can contribute to
solve the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 by

extending the feasible set of strategy of the
governments involved.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
could be easily applied to the case where pollution

moves from developing to developed country.

제 1 장 서론

한국, 중국 , 일본에서 발생하는 동북아  환

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 이중에

서도 대기오염분야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 함께 증가하는 오염배출량에  의해서 그 피

해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

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계절풍에

의해서 일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방적인  특

징을 지니고  있어 환경피해의 외부성을 일으

킨다. 이와  함께 강제력이 있는 국제기구가  없

기 때문에 오염국가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도 없다.

일본과 중국이 환경협력을 해서  추가적으

로 생기는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을 양자가

나누어서  가짐으로써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기본

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

국과 일본 모두가 환경협력을 할 의지를 잃어

버리게 되어  실질적으로 오염감축으로  인한

환경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

이와 같이 서로  간의 전략적  행동이 일어

날 유인이 강하게 나타나는 월경성  오염 문제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에 대해서 전체

적인 기본틀을 만들어  좀  더  분명한 논리의

근거를 세울  필요가 있다 . 또한 환경적인 측면

에서 더욱 좋으면서도  내쉬 균형이  되는, 즉

각국에게  경제적으로도 파레토 향상이  되는

균형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역내  환

경문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

루고,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균형점이 형성되

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현실적으로는 동북아  환경 문

제를 다루기  위해서 쓰여졌지만  이론적으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일방성 오염

물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월경성 환경

문제 중에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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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대

표적인 예로는 산성우  문제와 황사  등이 있다.

대기 분야에서의 협력에는 동북아 전체보다는

중국, 일본 , 한국의  문제로 좁히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때  중국과 일본(혹은 한국)의 2 국

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나라들을

게임 참가자로 하여 동북아 월경성  환경 문제

에 나타나는  '죄수의  딜레마 '와 '공공재의  비극'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제 2 장 연구 모형 및 분석

기본적인  연구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적

용하여 동북아 환경 문제에 대한 모형을 세우

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내고자 한다 . 이것을  위해서 우선  동북아 환경

문제의 게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게임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성

해 보아야겠다. 분석의 편의상  2 인  게임으로

하고 게임 참가자(player)는  중국과 한국(혹은

일본)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각 참가자의 전략

(strategy)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자신의

감축량의  수준이 전략으로 생각될 수 있고 일

본은 자금지원(Side Payment)을 줄 것인가  아니

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등 3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른  보

상(payoff)은  피해함수와 감축비용함수  및  환

경시장에서의 득실과 관련된  항에 따라서  결

정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합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형의 목적식이 된다.

현재 상태인 , 중국이  자체적으로 감축량을

결정하는  경우와 일본이 중국에게 자금지원

(Side Payment)을 해서  환경 협력을  하는 경우,

그리고 환경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림  1>은  지금까지  전개한 동북아 환경

문제의 게임  상황과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을

게임이론에서의  전략형 (Strategic Form)으로  나

타낸 것이다 .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일본의  전

략으로 No action 과 Side Payment, 중국의 전략

으로 *** , RR 의 두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진 2

행 2 열  행렬)이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부분이

고, 이 논문에서 고려하는 것은 3 행 3 열의  행

렬 전부이다 . 즉 전략이  확대됨으로 인해서(환

경시장 진출전략을  사용함으로써 ) 중국과  일

본의 win-win strategy 가 존재하는 구간이 있음

을 보이고 싶은  것이다.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쓰여진

곳이 회색부분(2 행  2 열 행렬)의 균형점으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  균형점이  환경시장  진출전략을 고려하

는 경우에는  '대안 '이라고 쓰여진  균형으로  이

동하고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파

레토 향상(Pareto Improvement)을 이룬 균형점

임을 보이는  것이 이 모형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이런 균형과 일본이  중국에게  자금지원

(Side Payment)을 주고  협력했을  때의 균형인  '

협력균형 '과의  총비용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어떤 조건에서 더욱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모형의 변수인 D 는 오염에  의해서 입는

피해액,  R은  (중국의) 오염  감축량,  C 은 오염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 , P 는 오염 배출량 , SP

는 자금지원액(side payment), α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오염량의  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함수 형태에 관한 기본  가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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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각 경우에 따른  중국과 일본의 모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의 모형

중국: )()])(1[(min 1

__

111 RCRPDTC +−−= α

일본: )]([ *
__

12 RPD −α 만큼의 피해

(2)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때의

모형

중국:

)()()])(1[(min 1

__

111 RSPRCRPDTC −+−−=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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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북아 환경 문제에 관한 게임의 전략형(Strategic Form)

일본: )()]([min
__

122 RSPRPDTC +−= α

(3)자금지원과  환경시장진출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의  모형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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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시장만을 고려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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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모형에서  유도할 수 있는  감축량이

결정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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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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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지원과 환경시장진출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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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시장만을 고려한  경우

0
)()( ****

2
****

2 =
∂

∂
+

∂
∂

R

RC

R

RD

    위의  조건들에서 얻어지는 감축량은

****** RRR << 와 ******** RRR << 를 만족하고 ,
**R 와 ****R 의 관계는 감축량에 따른  총비용

의 비교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데 첫째 ,

)()( ****
2

*
1 RCRC > 면 현재의 상태보다 환경시

장에 진출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것

을 나타내고  이것을 중국과 일본의  환경기술

차이가 클수록 그렇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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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 식(1)이 만족되면 환경시장 진출 전

략의 총비용이 자금지원 전략의  총비용보다

작게 되고 이것은 일본이  오염으로부터 더 많

은 피해를 받을수록, 중국과 일본의 환경기술

차이가 클수록, 중국이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을수록, 오염물질 이동  비율이 클수록

쉽게 만족된다.

    셋째 , ****** RR < 는 환경시장 진출시  감축

량이 자금지원시 감축량보다  큰  조건인데 , 일

     일본

중국
No action Side Payment  환경시장

R*

R**

R***

대       안

Nash균형

협력균형

죄수의 딜레마

비교분석

연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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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중국의  환경기술  수준 차이가  많이 날수

록, 중국이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을수

록 더욱 쉽게 만족된다.

제 3 장 결론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의  경우에 환경시장

진출 전략이  현재의 상태보다 환경적으로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또는 한국)에서 모두 총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일본의  자금지원

에 의한 중국과  일본의 환경협력이  잘  이루어

지는 경우라도 환경시장 진출 전략이 환경협

력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함

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환경기술수준의  차이

가 클수록, 오염의 일방성에 의한  피해국의  피

해가 클수록 , 오염의  일방성을  일으키는  가해

국의 피해가  작을수록  더욱 잘 만족됨을 알

수 있었다.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국가나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는  국

가 모두에게  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시장을 고려하는 전략은 환경문제의

경제적 해결방법으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환

경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오염국의 피해함수에

대해서 알지  않고도 좋은  균형으로  갈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협상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협상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n 국가 차원의 일반

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다는 점, 둘째 ,

동태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경제적 유인

수단과 연결  지어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넷째 ,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를 환경시장과 연관  지어 다

루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