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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분쟁 관련 선행연구들은 오염피해자가 선도자로서 분쟁에 임할 때 사회후생(지
대소진)이 증가(감소)함을 보인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제품생산량에 따라 환경
오염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선행연구의 결과가 유지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모형을 설정한다: (i) 꾸르노 환경분쟁, (ii)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iii) 비대칭정보 환경분쟁, (iv) 외부화 환경분쟁. 외부화 환경분
쟁을 제외한 세 모형에서 오염원인자(기업)는 제품생산에 따른 오염피해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하고,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오염피해액을 상금으로
하는 경합에 참여한다.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동시에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에서 오염피해자가 먼저 노력수준을 선택한 후, 기업이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에서는 기업이 결정한 생산량을 오염피해자
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꾸르노-환경분쟁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지대소진이 가장 낮
고, 외부화 환경분쟁에서 지대소진이 가장 높다. 둘째, 스타켈버그 환경분쟁보다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기업의 순이윤이 크고 오염피해자의 순손실이 작다. 이 결과는 스타켈버
그 환경분쟁이 사회후생(지대소진)을 증가(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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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8년 동안(1991∼
2018년) 총 4,817건의 ‘환경분쟁신청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1,223건
(전체 사건의 25.4%)이 최근 5년 동안 접수되었다. 특히,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율은 과거 23년간 평균 22.4%에서 최근 5년간 11.9%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환경분쟁에서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렇게 합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기업
(private firm)과 피해를 보는 시민들(citizens) 사이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1) 이윤을 고려해야 하는 사기업은 오염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합의로 귀결되는 환경분쟁은 더욱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여, 환경분쟁에 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성훈·이명훈(2007), 박성훈(2019),
Baik and Shogren(1994), Liston-Heyes(2001), Lim and Shogren(2004), Park
and Shogren(2004), Park(2010), Cherry and Cotten(2012) 등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환경분쟁에 따른 지대소진(rent dissipation) 또는 사회후생(social
welfare)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주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aik and Shogren(1994)은 배상원칙(대칭배상원칙과 비대칭배상원칙)이
환경분쟁에 따른 지대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3) 그들은 환경분쟁에

1) 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현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이 8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환경분쟁의 원인을 보면 일조(7%), 교통
(5%), 수질오염(2%), 대기오염(1%) 등의 순이다.
2) 지대소진이란 경합자들(contestants)이 지대 또는 상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자원낭비에 해당된다 (Hurley, 1998).
3) 대칭배상원칙(symmetric reimbursement rule)이 채용된 소송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는 승소
한 소송당사자의 법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Loser pays system or British
rule). 비대칭배상원칙(Asymmetric reimbursement rule)은 미국 연방법원의 환경분쟁 관련 소
송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 원칙이 채용된 소송에서, 오염원인자가 패소하는 경우 그는 오염피
해자의 법정비용을 배상해야 하지만, 그가 승소하는 경우 오염피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다(Naysnerski and Tietenber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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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상원칙은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며, 그 증가는 대칭배상원칙이 비대칭배
상원칙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Baik and Shogren(1994)은 오염피
해자가 선도자가 되는 상황이 지대소진을 낮춘다는 결과를 보였다. Cherry
and Cotten(2012)은 Baik and Shogren(1994)의 이론적 결과, 즉 ‘배상원칙은
지대소진을 증가시킨다.’를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더 나아가 박성훈(2019)은
환경오염을 제품생산량의 함수로 가정하고, 배상원칙이 생산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대소진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였다.
배상원칙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박성훈·이명훈
(2007)은 비대칭배상원칙과 기업의 적법비율(degree of legality)을 함께 고려
하면서, 비대칭배상원칙이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
음을 보였다. Park(2010)은 기업의 적법비율이 낮은 경우에 비대칭배상원칙은
화해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높은 경우에 그 원칙은 지대소진을 증가시킴을 보
였다.
Park and Shogren(2010)은 환경분쟁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채택될 때, 오염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누가 징벌적 배상금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분석
한다. 그들은 정부가 징벌적 배상금을 접수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오염배
출량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지대소진이 낮아짐을 보였다.
Liston-Heyes(2001)는 기업이 환경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오염배출량을 조
절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즉, 환경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기업은 환경
분쟁을 고려한 이윤을 선택하며, 이윤이 증가할 때 오염배출량은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녀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 게임(sequential game)으로
표현된다. 제1단계에서 기업은 제2단계에 있을 환경분쟁을 고려하면서 이윤
을 선택하고, 제2단계에서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오염피해자는 오염피해
액을 보상받기 위해 환경분쟁에 임하게 된다. 다시 제2단계는 기업과 오염피
해자가 동시에 자신의 승리를 위해 노력수준을 선택하는 꾸르노 모형, 기업이
먼저 노력수준을 선택하는 스타켈버그 모형 1, 그리고 오염피해자가 먼저 노
력수준을 선택하는 스타켈버그 모형 2로 분류된다. Liston-Heyes(2001)는 오
염피해자가 먼저 노력수준을 선택하는 스타켈버그 모형 2에서 사회후생이 가
장 크다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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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분쟁 모형에 따라 변화하는 지대소진을 다룬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오염피해액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만, 본 연구는 기
업의 생산량 결정이 오염피해액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내생적 환경오염을 설정한 연구로 박성훈(2019)과 Liston-Heyes
(2001)를 들 수 있다. Liston-Heyes(2001)는 오염피해자가 선도자가 되는 상황
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와 Liston-Heyes(2001)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Liston-Heyes(2001)는 이윤 자체를 선택변수로 하였
는데,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녀의 모형은 이론적인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제품생산량이 이윤과 오염피해에 동시에 영향을 준
다고 가정한다.
둘째, 박성훈(2019)은 배상원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배상원칙이 지대소진
을 증가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배상원칙을 배제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모
형을 추가한다: (i) 기업이 생산량을 오염피해자에게 알리는 상황4), (ii) 기업
이 생산량을 알리지 않는 상황5), 그리고 (iii) (잠재적) 오염피해자가 선도자가
되는 상황6). 본 연구에서 세 상황을 모형으로 설정한 이유는 현실에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합에서 경기자가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공개할 필요
는 없으며, 오염피해자가 환경분쟁에 먼저 임하는 경우 역시 배제할 수 없다
[Liston-Heyes(2001) 참조]. 추가로 (iv) 기업이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으면
서 이윤극대화 행위를 하는 상황을 분석한다[박성훈(2019) 참조].
본 연구의 목적은 네 모형으로부터 균형 결과를 유도하여 어느 모형에서
(a) 제품생산량이 적은지(오염배출량이 적은지), (b) 기업의 순이윤이 많은지,
(c) 오염피해자의 순손실이 작은지, 그리고 (d) 지대소진이 작은지에 대해 분

4) ‘기업이 생산량을 오염피해자에게 알리는 상황’은 박성훈(2019)의 모형에서 배상원칙을 배제한
모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 환경분쟁에서 배상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형이 더 현실적이다.
5) 이러한 목격할 수 없는 전략(unobservable strategies)을 고려한 연구들로 Baik and Lee(2007),
Baik and Kim(2014), Baik and Lee(2012, 2019), Park and Lee(2019, 2020) 등을 들 수 있다.
6) 비행장, 원자력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기피시설의 건설에 반대하
는 분쟁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만, 이후에는 환경피해액에 대한 보상문
제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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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이다.
네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후 차례로 분석될 것이다.
첫째, ‘꾸르노 환경분쟁’이다. 제1단계에서 기업은 환경분쟁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한다. 제2단계에서 기업과 오염
피해자는 생산량과 오염피해액을 인지한 후, 오염피해액을 상금으로 한 경합
(환경분쟁)에 임한다. 이때 각 경기자는 경합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수준을
결정한다.
둘째,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이다. 제1단계에서 오염피해자는 제2단계를 고
려하면서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제2단계에서 기업은 오염피해자의 노력수준
을 인지한 후 생산량과 노력수준을 동시에 결정한다.
셋째 모형은 비대칭정보와 관련된다. 기업은 환경분쟁을 고려하면서 생산
량과 노력수준을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생산량과 노력수준을 오염피
해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오염피해자는 오염피해액을 목격하지 못
한 상태에서 경합에 임한다. 본 연구는 이 경합을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으로
명명한다.
넷째 모형은 박성훈(2019)이 제시한 모형이다. 제1단계에서 기업은 제2단계
에 있을 환경분쟁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량을 결정한다. 제2단계에서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생산량과 오염피해액을 인지한 후, 환경분쟁에서 승리하기 위
한 노력수준을 결정한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외부화 환경분쟁’으로 명명하
기로 한다. 그리고 외부화 환경분쟁에 대응되는 세 개의 모형을 ‘내부화 환경
분쟁’으로 부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II장은 세 개의 내부화 환경분쟁 모형 꾸르노 환경분쟁,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비대칭정보 환경분쟁 - 에 대한 균형
결과를 각각 유도한다. 제 III장은 외부화 환경분쟁의 균형 결과를 유도한다.
제 IV장은 네 환경분쟁에서 유도된 균형 결과부터 기업의 생산량, 기업과 오
염피해자의 노력수준, 기업의 순이윤, 오염피해자의 순손실, 그리고 지대소진
을 각각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 V장은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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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부화 환경분쟁

1. 꾸르노 환경분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오염피해자 사이의 환경분쟁을 고려하자. 설
명의 편의를 위해 기업을 경기자 1, 오염피해자를 경기자 2로 명명하기로
한다.
제1단계에서 경기자 1은 제2단계에 있을 환경분쟁을 고려한 생산량을 결정
한다. 즉, ‘환경분쟁에서 발생할 기대손실을 내부화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다. 결정된 생산량은 오염피해액을 결정한다. 제2단계에서 경기자 1과
경기자 2는 생산량과 오염피해액을 고려하면서 환경분쟁에 임한다. 후진귀납
(backward induction)에 따라 먼저 제2단계를 고려하자.
제2단계에서 경기자 i가 투입하는 노력수준을 각 xi로 표기하자(단, i =
1, 2). 각 경기자의 노력수준은 비음(non-negative)이며, 화폐 단위(예를 들
면, 원)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분쟁에서 경기자 i가 승자가 될 확률을
Tullock(1980)이 제안한 성공확률함수(success probability function)로 표기
하자: wi. 이때 경기자 i의 성공확률함수는 다음과 같다.

x1 + x2 > 0인 경우 wi(x1, x2) = xi/(x1 + x2),

(1)

x1 = x2 = 0인 경우 wi(x1, x2) = 1/2

여기서 wi는 xi > 0에 대해 오목함수이다. 식(1)은 경기자 i의 노력수준이
높아지면 그의 성공확률이 높아지고, 경기자 j의 성공확률이 낮아짐을 보인다
(단, i ≠ j). 따라서 당사자 j의 성공확률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j(x1, x2) = 1 - wi(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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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제2단계에서 각 경기자의 목적함수를 정의하기로 한다. 경기자 1
은 환경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 경기자 2에게 오염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자 1이 승리하는 경우에 그는 오염피해액을 지급하지 않는
다. 이때 경기자 1의 기대손실(expected loss)을 L1, 경기자 2의 기대보수
(expected payoff)를 G2로 표기하기로 한다. 아래 식(3)과 식(4)는 각각 경기
자 1의 기대손실과 경기자 2의 기대보수를 보여준다.

L1 = w2D2(q) + x1

(3)

G2 = w2D2(q) – x2

(4)

D2(q)는 오염피해액이며, 제품생산량 q에 대해 강볼록함수(strictly convex
function)의 특성을 갖는다.7) 즉,
D2(q) = rq2/2, r > 0

(5)

다음으로, 제1단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 경기자 1은 제2단
계에서 벌어지는 환경분쟁을 고려하면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
때 경기자 1이 제품시장에서 얻는 이윤(F1)은 다음과 같다.

F1(q) = p(q)q – cq, p(q) = a – q, a, c > 0, 그리고 q < a/2

(6)

여기서 p(q)는 역수요함수(inverse demand function)이며, p(q)q는 제품 판
매로부터 얻는 수입(revenue), 그리고 cq는 제품생산에 드는 비용이다.8) 또한,
7) Hanley et al.(1997)가 제시한 오염피해함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i) 지수피해함
수(exponential damage function), (ii) 선형피해함수(linear damage function), 그리고 (iii) 꺾인
피해함수(kinked damage function).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오염피해함수는 (ii) 지수피해함수와
유사한 형태의 강볼록함수의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와 같은 오염피해함수를 채용한 연구로는
박성훈(2019)과 Lee et. al.,(2017)을 들 수 있다.
8) 식(6)에서 역수요함수는 생산량에 대해 선형이며, 수입함수는 생산량에 대한 강오목, 그리고 비
용함수는 생산량에 대한 선형이다. 박성훈(2019)과 같이 비용함수가 강볼록이더라도 중요한 함
의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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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이 양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a > c이다.
경기자 1은 제2단계에 발생할 환경분쟁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순이윤(NP1)
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때 순이윤은 제품시장에서 얻는 이윤
(F1)에서 환경분쟁에서 발생하는 기대손실(L1)을 차감한 것이다.9) 즉,

NP1(q) = F1(q) – L1(q)

(7)

다음으로, 제1단계와 제2단계를 고려한 경기자 2의 순손실(ND2)은 오염피
해액(D2)에서 환경분쟁에서 발생하는 기대보수(G2)를 차감한 것이다. 즉,

ND2(q) = D2(q) – G2(q)

(8)

마지막으로, 환경분쟁이 완료된 이후에 지대소진(RD)은 각 경기자의 균형
노력수준을 합한 것이다. 즉,

RD = x1 + x2

(9)

이제, 환경분쟁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이 위의 규칙(단계)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부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을 유도하기로 한다.
후진귀납에 따라, 제2단계 게임을 고려하자. 경기자 1은 제1단계에서 자신
이 선택한 생산량과 제2단계에서 경기자 2가 직면할 오염피해액을 고려하면
서 자신의 기대손실(L1)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수준(x1)을 선택한다. 경기자
2도 생산량과 오염피해액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기대보수(G2)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수준(x2)을 선택한다. 이때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최적화 문제들에
대한 제1계 미분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0)
9) 식(7)에서 경기자 1의 기대손실을 생산량의 함수로 표현{L1(q)}한 근거는 경기자 1이 환경분쟁
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기대손실을 내부화하기 때문이다.
10) 제2단계에서 유일한 부분게임균형이 존재하기 위한 제2계 미분조건은 만족된다. 즉, ∂2L1(q)/
∂x12 = 2D2(q)x2/(x1 + x2)2 > 0, ∂2G2(q)/∂x22 = -2D2(q)x1/(x1 + x2)2 < 0, 단 D2 = rq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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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D2(q)/(x1 + x2)2 + 1 = 0

(10)

x1D2(q)/(x1 + x2)2 - 1 = 0

(11)

식(10)과 식(11)로부터 각 경기자의 최적대응함수(best response function,
BR1(x2) 과 BR2(x1))를 얻을 수 있다. 즉,

BR1(x2) = - x2 + {x2D2(q)}1/2

(12)

BR2(x1) = - x1 + {x1D2(q)}1/2

(13)

두 최적대응함수로부터 제2단계 부분게임균형(x1*, x2*)이 유도된다. <보조
정리 1>은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제2단계 부분게임균형을 보여준다.
<보조정리 1> 꾸르노 환경분쟁의 제2단계 부분게임균형에서
(a)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노력수준은 x1(q)* = x2(q)* = D2(q)/4,
(b) 기업의 기대손실은 L1(q)* = 3D2(q)/4,
오염피해자의 기대보수는 G2(q)* = D2(q)/4이다.
<보조정리 1>은 소송(Litigation)을 고려한 Lim and Shogren(2005)과 Baik
and Kim(200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 차이점으
로 선행연구가 오염피해액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
염피해액을 생산량의 함수로 가정한 것을 들 수 있다: D2(q).
다음으로, 제1단계 게임을 고려하자. 경기자 1은 제2단계 게임에서 발생할
자신과 경기자 2의 노력수준 (x1*, x2*) 그리고 자신의 기대손실 (L1*)을 고려하
면서 식(7)로 표현된 자신의 순이윤(NP1*)을 극대화할 생산량(q)을 결정한다.
경기자 1의 최적화 문제에서 경기자 1의 순이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NP1(q)* = F1(q)* – L1(q)*

(14)
2

= (a – q)q - cq – 3rq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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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 1의 최적화 문제에 대한 제1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다.11)

– 2q + a - c - 3rq/4 = 0

(15)

식(13)으로부터 부분게임완전균형(qN)을 구할 수 있으며, <보조정리 2>는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제1단계와 제2단계를 아우르는 부분게임완전균형의 결
과를 보여준다.12)
<보조정리 2> 꾸르노 환경분쟁의 부분게임완전균형에서
(i) 경기자 1의 제품 생산량은 qN = 4(a–c)/(8 + 3r),
경기자 1의 이윤은 F1N = 4(a–c)2(4 + 3r)/(8 + 3r)2,
경기자 2의 오염피해액은 D2N = 8(a–c)2r/(8 + 3r)2이다.
(ii) 경기자들의 노력수준은 x1N = x2N = 2(a–c)2r/(8 + 3r)2,
경기자 1의 승리확률은 w1N = 1/2이다.
(iii) 경기자 1의 기대손실은 L1N = 6(a–c)2r/(8 + 3r)2,
경기자 2의 기대보수는 G2N = 2(a–c)2r/(8 + 3r)2이다.
(iv) 경기자 1의 순이윤은 NP1N = 2(a–c)2/(8 + 3r),
경기자 2의 순손실은 ND2N = 6(a–c)2r/(8 + 3r)2이다.
<보조정리 2>로부터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r의 변화에 따른 비교정태분석
을 하면 다음과 같다.
(i) r이 증가할 때 경기자 1의 균형 생산량과 이윤은 감소한다: ∂qN/∂r <
0, ∂F1N/∂r < 0. r은 한계오염피해의 기울기이므로, 한계오염피해가 증가
할수록 균형 생산량과 이윤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r의 변화에 따른
균형 오염피해액의 변화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효과
는 r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계오염의 증가로 오염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이며,
11) 제2단계에서 유일한 부분게임균형이 존재하기 위한 제2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
∂2NP1(q)N/q2 = - 2b – 3rq/4 < 0.
12) 꾸르노 환경분쟁의 균형에는 상첨자로 {N}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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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는 r이 증가하는 경우에 생산량의 감소로 오염피해액이 감소한다. 보
조정리 2로부터 r이 작은 경우(한계오염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r <
8/3)에 r이 증가하면 생산량의 감소가 크지 않아 오염피해액이 증가하지만, r
이 큰 경우(한계오염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r > 8/3)에 r이 증가하면 생
산량의 감소가 크므로 오염피해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 < 8/3
이면 ∂D2N/∂r > 0, r > 8/3이면 ∂D2N/∂r < 0.
(ii) r의 변화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경기자들의 균형 노력수준에도
적용된다: r < 8/3이면 ∂xiN/∂r > 0, r > 8/3이면 ∂xiN/∂r < 0 (i = 1, 2).
(iii) 마찬가지로 r의 변화에 따른 두 효과는 경기자 1의 균형 기대손실과
경기자 2의 균형 기대보수에도 적용된다: r < 8/3이면 ∂L1N/∂r, ∂G2N/∂r > 0;
r > 8/3이면 ∂L1N/∂r, ∂G2N/∂r < 0.
(iv) 경기자 1의 균형 순이윤은 자신의 균형 이윤과 마찬가지로 r이 증가할
때 감소하지만, 경기자 2의 균형 순손실은 r의 변화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의 크기에 좌우된다: ∂NP1N/∂r < 0; r < 8/3이면 ∂ND2N/∂r > 0, r >
8/3이면 ∂ND2N/∂r < 0.

2.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경기자 1이 제품생산량을 결정하기 전에 경기자 2가 선도자로서 환경분쟁
에 참여하는 상황을 고려하자. 즉, 제1단계에 경기자 2가 환경분쟁에서 자신
의 기대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수준을 결정하고, 제2단계에서 경기자 1
은 경기자 2의 노력수준을 인지한 후에 자신의 생산량과 노력수준을 동시에
결정한다.
먼저, 제2단계 게임을 고려하자. 제2단계 부분게임균형은 후진귀납을 이용
하여 유도된다. 경기자 1은 식(3)으로 표현된 자신의 기대손실(L1)을 극소화하
기 위한 노력수준(x1)과 생산량(q)을 선택한다. 즉,

max. F1(q) – w2D2(q) - x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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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 1의 최적화 문제에 대한 제1계 미분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13)

– 2q + a - c - w2rq = 0

(17)

x2D2(q)/(x1 + x2)2 - 1 = 0

(18)

식(17)과 식(18)로부터 경기자 2의 노력수준에 대한 최적대응함수들을 구할
수 있다. 보조정리 3은 제2단계 게임의 균형 결과를 보여준다.
<보조정리 3>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의 제2단계 부분게임균형에서 경기자
1의 생산량은 q(x2) = {a – c - (2rx2)1/2}/2이고, 그의 노력수준은 x1(x2) = x2 + {(a – c)(2rx2)1/2 - 2rx2}/4이다.
다음으로, 제1단계 게임을 고려하자. 경기자 2는 제1단계에서 경기자 1의
생산량과 노력수준을 인지하면서, 식(4)로 표현된 자신의 기대보수(G2)를 극
대화하기 위한 노력수준(x2)을 선택한다. 즉,

max. G2(x2) = w2(x2)D2(q(x2)) – x2

(19)

1/2

s.t. q(x2) = {a – c - (2rx2) }/2
s.t. x1(x2) = - x2 + {(a – c)(2rx2)1/2 - 2rx2}/4
경기자 2의 최적화 문제로부터 경기자 2의 노력수준(x2S)이 결정되고, x2S를
보조정리 4의 q(x2)와 x1(x2)에 대입하면 경기자 1의 생산량과 노력수준을 얻
을 수 있다. 이때 부분게임완전균형은 다음과 같다.14)

13) q와 x1에 대한 제2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이 각각 만족한다: - 2 – w2r < 0, - 2D2(q)/(x1 +
x2)3 < 0.
14) 스타켈버스 환경분쟁의 균형에는 상첨자로 {S}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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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리 4>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의 부분게임완전균형에서
(i) 경기자 1의 제품 생산량은 qS = (a–c)(4 + r)/{4(2 + r)},
경기자 1의 이윤은 F1S = (a–c)2(4 + r)(4 + 3r)/{16(2 + r)2},
경기자 2의 오염피해액은 D2S = (a–c)2(4 + r)2r/{32(2 + r)2}이다.
(ii) 경기자들의 노력수준은
x1S = (a–c)2r/{16(2 + r)}, x2S = (a–c)2r/{8(2 + r)2},
경기자 1의 승리확률은 w1S = (2 + r)/(4 + r)이다.
(iii) 경기자 1의 기대손실은 L1S = (a–c)2(3 + r)r/{8(2 + r)2},
경기자 2의 기대보수는 G2S = (a–c)2r/{16(2 + r)}이다..
(iv) 경기자 1의 순이윤은 NP1S = (a–c)2(8 + r)/{16(2 + r)},
경기자 2의 순손실은 ND2S = (a–c)2(12 + 6r + r2)r/{32(2 + r)2}이다.
<보조정리 4>로부터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에서 r의 변화에 따른 비교정태
분석을 해보자.
(i) r이 증가할 때 경기자 1의 균형 생산량과 이윤은 감소한다: ∂qS/∂r <
0, ∂F1S/∂r < 0. 또한 r이 증가할 때 경기자 2의 균형 오염피해액은 증가한
다: ∂D2S/∂r > 0.
(ii) r이 증가할 때 경기자 1의 균형 노력수준은 증가하지만, 경기자 2의 균
형 노력수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x1S/∂r > 0; r < 2이면 ∂x2S/∂r > 0,
r > 2이면 ∂x2S/∂r < 0.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는 경기자 1의 승리확률이
50%를 초과한다는 점이다. 즉 추종자가 유리한 경합이다. 이는 경기자 2가 미
리 환경분쟁에 임하는 경우 경기자 1은 경기자 2의 노력수준을 인지하면서 자
신의 순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하면서 환경분쟁에 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이 증가할수록 경기자 1의 승리확률이 증가하는 결과는 낳는다. 이때,
승리확률이 항상 50% 미만인 경기자 2는 한계오염피해가 작은 경우에는 승
리확률을 높이기 위해 r이 증가하는 경우에 노력수준을 높이지만, r이 증가하
여 오염피해액이 높아지면 경기자 2는 노력수준을 감소시킨다.
(iii) r이 증가할 때 경기자 1의 균형 기대손실과 경기자 2의 균형 기대보수
는 증가한다: ∂L1S/∂r, ∂G2S/∂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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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기자 1의 균형 순이윤은 자신의 이윤과 마찬가지로 r이 증가할 때 감
소하지만, 경기자 2의 순손실은 r이 증가할 때 증가한다: ∂NP1S/∂r < 0, ∂
ND2S/∂r > 0.

3. 비대칭정보 환경분쟁
이제, 경기자 1이 자신이 결정한 생산량을 경기자 2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
에서 두 경기자가 환경분쟁에 임하는 상황을 고려하자. 즉, 경기자 1은 순차적
으로 생산량과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이때 경기자 2는 경기자 1의 생산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이제 각 경기자의 최적화 문제를 풀어보기로 한다.
경기자 1은 식(3)으로 표현된 자신의 기대손실(L1)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
수준(x1)을 선택한다. 경기자 1의 최적화 문제에 대한 제1계 미분조건은 식
(10)과 같으며, 최적대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BR1(q) = - x2 + {x2D2(q)}1/2. 경
기자 1은 BR1(q)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순이익(NP1)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
량을 결정한다. 즉,

max. NP1(q) = F1(q) – L1(x1(q))

(20)

1/2

s.t. BR1(q) = - x2 + {x2D2(q)}

식(20)으로부터 경기자 1의 생산량과 이에 상응하는 노력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
이제 경기자 2의 최적화 문제를 고려하자. 경기자 2는 생산량과 오염피해액
에 대한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자신의 기대보수(G2)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수준(x2)을 선택한다. 경기자 2의 최적화 문제에 대한 제1계 미분조건은 다음
과 같다.

x1D2(q)/(x1 + x2)2 -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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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21)은 식(11)과 같다. 식(21)로 부터 경기자 2의 최적대응함수를 구할 수
있다. 보조정리 5는 경기자 2의 노력수준에 대응하는 경기자 1의 생산량과 노
력수준 그리고 경기자 1의 생산량과 노력수준에 대응하는 경기자 2의 노력수
준을 보여준다.
<보조정리 5>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에서 (a) 경기자 2의 노력수준에 반응
하는 경기자 1의 생산량은 q(x2) = {a – c - (2rx2)1/2}/2이고, 그의 노력수준은
x1(x2) = - x2 + {(a – c)(2rx2)1/2 - 2rx2}/4이다. (b) 경기자 1의 생산량과 노력
수준에 반응하는 경기자 2의 노력수준은 x2(x1) = - x1 + {x1D1(q)}1/2이다.
<보조정리 5>에 있는 세 연립방정식[q(x2), x1(x2), 그리고 x2(x1)]으로부터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의 균형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보조정리 6>은 균형
결과를 요약한다.15)
<보조정리 6>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의 균형에서
(i) 경기자 1의 제품 생산량은 qP = 2(a–c)/(4 + r),
경기자 1의 이윤은 F1P = 2(a–c)2(2 + r)/(4 + r)2,
경기자 2의 오염피해액은 D2P = 2(a–c)2r/(4 + r)2이다.
(ii) 경기자들의 노력수준은 x1P = x2P = (a–c)2r/{2(4 + r)2},
경기자 1의 승리확률은 w1P = 1/2이다.
(iii) 경기자 1의 기대손실은 L1P = 3(a–c)2r/{2(4 + r)2},
경기자 2의 기대보수는 G2P = (a–c)2r/{2(4 + r)2}이다.
(iv) 경기자 1의 순이윤은 NP1P = (a–c)2(8 + r)/{2(4 + r)2},
경기자 2의 순손실은 ND2P = 3(a–c)2r/{2(4 + r)2}이다.
<보조정리 6>을 이용하여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에서 r의 변화가 균형 결과
에 미치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의 균형에는 상첨자로 {P}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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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이 증가할 때 경기자 1의 균형 생산량과 이윤은 감소한다: ∂qP/∂r <
0, ∂F1P/∂r < 0. 이에 반해 r의 변화에 따른 균형 오염피해액의 변화는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r이 작은 경우(한계오염피해가 상대적으
로 작은 경우, r < 4)에 r이 증가하면 생산량의 감소가 크지 않아 오염피해액
이 증가하지만, r이 큰 경우(한계오염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r > 4)에 r
이 증가하면 생산량의 감소가 크므로 오염피해액이 감소한다: r < 4이면 ∂
D2P/∂r > 0, r > 4이면 ∂D2P/∂r < 0.
(ii) r의 변화에 따른 두 효과는 경기자들의 균형 노력수준에도 적용된다: r
< 4이면 ∂xiP/∂r > 0, r > 4이면 ∂xiP/∂r < 0 (i = 1, 2).
(iii) 마찬가지로 r의 변화에 따른 두 효과는 경기자 1의 균형 기대손실과
경기자 2의 균형 기대보수에도 적용된다: r < 4이면 ∂L1P/∂r, ∂G2P/∂r >
0; r > 4이면 ∂L1P/∂r, ∂G2P/∂r < 0.
(iv) 경기자 1의 균형 순이윤은 자신의 균형 이윤과 마찬가지로 r이 증가할
때 감소하지만, 경기자 2의 균형 순손실은 r의 변화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의 크기에 좌우된다: ∂NP1P/∂r < 0; r < 4이면 ∂ND2P/∂r > 0, r >
4이면 ∂ND2P/∂r < 0.

Ⅲ. 외부화 환경분쟁

본 장에서는 경기자 1이 이윤극대화 행위를 할 때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
는 외부화 환경분쟁을 분석한다. 외부화 환경분쟁은 다음과 같은 2단계 게임
으로 구성된다. 제1단계에서 경기자 1은 이윤을 극대화할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때 경기자 1은 제2단계의 환경분쟁을 고려하지 않는다. 제2단계에서 경기자
1과 경기자 2는 제1단계에서 결정된 생산량에 상응하는 오염피해액을 고려하
면서 환경분쟁에 임한다.
우선 제1단계를 고려하자. 경기자 1은 식(6)으로 표현된 자신의 이윤을 극
대화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한다. 경기자 1의 이윤극대화 문제에 대한 제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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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 - 2q - c = 0

(22)

이윤극대화 문제에 대한 제2단계 미분조건을 만족하며, 경기자 1의 이윤극
대화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qE = (a - c)/2.16) 보조정리 7은 외부화 환경분쟁
의 제1단계 게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보조정리 7> 외부화 환경분쟁의 제1단계에서 기업의 생산량은 qE = (a c)/2이고,
오염피해자의 오염피해액은 D2E = (a - c)2r/8이다.
다음으로, 제2단계를 고려하자. 경기자 1은 제1단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생
산량 qE과 오염피해액 D2E을 인식하면서, 식(3)으로 표현된 자신의 기대손실
(L1)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수준(x1)을 선택한다. 경기자 2도 생산량과 오염
피해액을 인식하면서, 식(4)로 표현된 자신의 기대보수(G2)를 극대화하기 위
한 노력수준(x2)을 선택한다. 이때 경기자 1과 2의 최적화 문제에 대한 제1계
미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D2Ex2/(x1 + x2)2 + 1 = 0

(23)

D2Ex1/(x1 + x2)2 - 1 = 0

(24)

식(23)과 식(24)로부터 각 경기자의 최적대응함수를 구할 수 있으며, 두 최
적대응함수로부터 제2단계 게임의 균형(x1E, x2E)이 유도된다. <보조정리 8>
은 제1단계와 제2단계 게임을 함께 아우르는 균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16) 외부화 환경분쟁의 균형에는 상첨자로 {E}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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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리 8>
(a) 외부화 환경분쟁의 균형에서 r > 8/3이면,
qE = 0이며, 이에 따라 환경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b) 외부화 환경분쟁의 균형에서 r < 8/3이면,
(i) 경기자 1의 제품 생산량은 qE = (a–c)/2,
경기자 1의 이윤은 F1E = (a–c)2/4,
경기자 2의 오염피해액은 D2E = (a–c)2r/8이다.
(ii) 경기자들의 노력수준은 x1E = x2E = (a–c)2r/32,
경기자 1의 승리확률은 w1E = 1/2이다.
(iii) 경기자 1의 기대손실은 L1E = 3(a–c)2r/32,
경기자 2의 기대보수는 G2E = (a–c)2r/32이다.
(iv) 경기자 1의 순이윤은 NP1E = (a–c)2(8 - 3r)/32,
경기자 2의 순손실은 ND2E = 3(a–c)2r/32이다.
<보조정리 8>로부터 r의 변화가 균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a)에서 생산에 따른 한계오염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기업의 순이윤
은 음이 된다. 이때 합리적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환경분쟁 역시 발생
하지 않는다.
(b)에서 생산에 따른 한계오염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에 기업의
순이윤은 양이 되며, 환경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r의 변화가 균형 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외부화 환경분쟁에서 r의 변화는 경기자 1의 균형 생산량과 이윤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qE/∂r = ∂F1E/∂r = 0. 이에 반해 r의 증가는 균형 오
염피해액을 증가시킨다: ∂D2E/∂r > 0.
(ii) r의 변화는 경기자들의 균형 노력수준을 증가시킨다: ∂xiE/∂r > 0
(i = 1, 2).
(iii) r의 증가는 경기자 1의 균형 기대손실과 경기자 2의 균형 기대보수를
증가시킨다: ∂L1E/∂r, ∂G2E/∂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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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이 증가할 때 경기자 1의 균형 순이윤은 감소하고 경기자 2의 균형 순
손실은 증가한다: ∂NP1E/∂r < 0, ∂ND2E/∂r > 0.

IV. 균형 결과의 비교
1. 균형 생산량
우선, 꾸르노 환경분쟁,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비대칭정보 환경분쟁, 외부화
환경분쟁에서 유도된 균형 생산량을 비교하기로 한다. <보조정리 2, 4, 6, 8>
로부터 각 모형의 유도된 균형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 균형 생산량을 순서대
로 표기하면 식(25)와 같다.

qN < qP < qS < qE

(25)

외부화 환경분쟁에서 경기자 1의 균형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이는 자연스
러운 결과이다. 내부화 환경분쟁의 균형 생산량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한다: 예상과 달리, 오염피해자가 선도자인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에서 균
형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외부화 환경분쟁에
서 경기자 2가 선도자가 된다면, 경기자 1의 균형 노력수준은 경기자 2의 균
형 노력수준은 같다.17) 하지만,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에서 경기자 1은 경기자
2의 노력수준을 인지한 후에 자신의 순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기대손실을
극소화하는 노력수준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경기자 1은 자신이 승리
할 확률을 50% 이상으로 높이면서도 높은 생산량을 선택할 수 있다: w1S = (2 +
r)/(4 + r) > 1/2. 이는 경기자 2가 선도자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2절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17) 즉, 환경분쟁에서 생산량이 고정된다면, 경기자 중에 누가 선도자인지와 상관없이 균형 노력수
준은 x1 = x2 = D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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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자 1의 균형 순이윤
다음으로, 경기자 1의 균형 순이윤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보조정리 2, 4,
6, 8>에 있는 각 모형의 균형 기대보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NP1E < NP1P < NP1N < NP1S

(26)

경기자 1의 균형 순이윤은 외부화 환경분쟁에서 가장 낮다. 다시 말하면, 경
기자 1은 환경분쟁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정할 때 순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
다. 흥미로운 결과로 ‘경기자 1은 경기자 2가 선도자가 될 때 가장 높은 순이
윤을 얻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균형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와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경기자 1은 경기자 2의 노력수준을 인지한 후에
자신의 생산량과 노력수준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경기자 1은 환경분쟁
에서 승리할 확률이 50%를 초과하며, 이로 인해 경기자 1의 순이윤은 증가
한다.
또한, 내부화 환경분쟁 모형 중에서 경기자 1의 균형 순이윤이 가장 낮은
상황은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이다. 생산량에 대한 정보와 이에 따른 오염피해
액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기자 2는 자신의 노력수준을 증가시키며, 이
에 대응하여 경기자 1 역시 노력수준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경기자 1의 순
이익은 낮아진다.

3. 경기자 2의 순손실
경기자 2의 순손실을 비교해 보자. <보조정리 2, 4, 6, 8>에 있는 각 모형의
균형 순손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ND2N < ND2P < ND2S < ND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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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기자 2의 균형 순손실은 경기자 1이 환경분쟁을 고려하지 않을 때 가장
높다. 다음으로 균형 순손실이 높은 상황은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이며,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경기자 1의 균형 생산량과 순이윤이 가장 많은 이유와 같다.
또한, 내부화 환경분쟁 모형 중에서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경기자 2는 가장 낮
은 균형 순손실을 얻는다.

4. 지대소진
마지막으로, 각 환경분쟁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지대소진은 각 경기자의 노력수준을 합한 것이다: x1h + x2h (h = N, S, P,
E). 꾸르노 환경분쟁,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비대칭정보 환경분쟁, 외부화 환
경분쟁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율을 각각 RDN, RDS, RDP, RDE로 표기하면, 식
(28)-식(31)과 같다.

RDN = 4(a - c)2r/(8 + 3r)2

(28)

RDS = (a - c)2(4 + r)r/{16(2 + r)2}

(29)

RDP = (a - c)2r/(4 + r)2

(30)

RDE = (a – c)2r/16

(31)

환경분쟁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은 r이 증가하는 경우에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즉,

∂RDN/∂r에 대해

(32)
N

2

3

0 < r < 3/8인 경우, ∂RD /∂r = 4(a - c) (8 - 3r)/(8 + 3r) > 0
r = 3/8인 경우, ∂RDN/∂r = 0
r > 3/8인 경우, ∂RDN/∂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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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r에 대해

(33)
S

2

3

r > 0인 경우, ∂RD /∂r = (a – c) /{2(2 + r) } > 0
∂RDP/∂r에 대해

(34)
P

2

3

0 < r < 4인 경우, ∂RD /∂r = (a - c) (4 - r)/(4 + r) > 0
r = 4인 경우, ∂RDP/∂r = 0
r > 4인 경우, ∂RDP/∂r < 0
∂RDE/∂r에 대해

(35)
E

r < 8/3인 경우, ∂RD /∂r > 0

r이 변화할 때 균형 노력수준의 변화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직접효과는 r이 증가하는 경우에 노력수준을 증가시킨다 - 한계오염
이 증가하면 주어진 생산량에서 오염피해액이 증가하며, 오염피해액을 상금
으로 간주하는 경기자들은 노력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효
과는 r이 증가하는 경우에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간접효과는 r이 증가하는 경우에 노력수준을 감소시킨다 – 경기자 1은 생
산량을 감소하여 오염피해액을 감소시키며, 오염피해액을 대상으로 경합하는
경기자들은 노력수준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간접효과는 r이 증가하는 경우
에 지대소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간접효과는 내생적 환경오염
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RDN/∂r을 분석하면, 0 < r < 3/8일 때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를 초과하
지만, r > 3/8이면 직접효과에 비해 간접효과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0 <
r < 3/8일 때 ∂RDN/∂r > 0, r > 3/8일 때 ∂RDN/∂r < 0.
∂RDS/∂r을 분석하면, r의 증가는 항상 오염피해액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
라 지대소진은 항상 증가한다: ∂RDS/∂r > 0.
∂RDP/∂r을 분석하면, 0 < r < 4일 때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를 초과하지
만, r > 4이면 직접효과에 비해 간접효과가 더욱 커진다: 0 < r < 4일 때 ∂
RDP/∂r > 0, r > 4일 때 ∂RDP/∂r < 0.
∂RDE/∂r을 분석하면, 경기자 1이 양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환경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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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RDE/∂r > 0.
이제 어느 모형에서 지대소진이 가장 낮은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식
(36)은 네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을 비교한다.

RDN < RDS < RDP < RDE

(36)

환경분쟁을 내부화시키지 않을 때 지대소진이 가장 높은 것은 자명하다.
나머지 세 모형 중에 지대소진이 가장 낮은 모형은 꾸르노 환경분쟁이다.
경기자 1이 환경분쟁을 고려하여 자신의 순이윤을 최적화하는 생산량을 결정
한 후, 생산량을 알림으로써 환경분쟁에서 발생하는 지대소진을 낮출 수 있다.
다음으로 지대소진이 낮은 모형은 스타켈버그 모형이다.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이 꾸르노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
에 비해 크다는 것은 흥미롭다. 선행연구는 ‘환경분쟁에서 오염피해자(경기자
2)가 선도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Baik and Shogren,
1994; Liston-Heyes, 2001). Baik and Shogren(1994)은 환경분쟁을 내부화시
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경기자 1의 최적화 행위인 생산량의 변화를 고려하
지 않았다. 또한, Liston-Heyes(2001)는 생산량이 아닌 경기자 1의 이윤 (본
연구에서는 F1에 해당)을 선택변수로 가정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경기
자 1이 순이윤을 목적함수로 간주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환경분쟁을 내부화시킨 경우에 지대소진이 가장 높은 모형은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이다. 경기자 1이 자신의 최적화 생산량을 알리지 않을 때 경기자 2
는 더욱 노력수준을 증가시키며, 경기자 1 역시 노력수준을 증가시킨다.
<정리 1>은 네 환경분쟁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에 관한 비교를 요약한다.
<정리 1> (a) 환경분쟁의 내부화는 지대소진을 감소시키지만, (b) 오염피
해자가 환경분쟁의 선도자가 되거나 기업이 생산량을 오염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환경분쟁에 따른 지대소진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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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기업과 오염피해자 사이의 환경분쟁을 고려한 네 개의 모형을 설
정한 후, 각 모형으로부터 유도된 균형 결과를 분석하였다. 네 모형은 다음과
같다: (i) 꾸르노 환경분쟁, (ii)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iii) 비대칭정보 환경분
쟁, (iv) 외부화 환경분쟁.
외부화 환경분쟁을 제외한 세 모형에서 기업은 환경분쟁에서 발생하는 기
대손실을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화하는 제품생산량을 선택한다. 즉, 기대손실
을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한 순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꾸르노
환경분쟁은 2단계로 구성된다. 제1단계에서 기업은 자신의 순이윤을 극대화
하는 생산량을 결정하고 오염피해자에게 알린다. 제2단계에서 기업과 오염피
해자가 오염피해액을 상금으로 하는 경합에 임하며,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동
시에 경합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역시 제2단계로 구성되지만, 선도자는 오염피해자이
다. 제1단계에서 오염피해자가 먼저 노력수준을 선택하고, 제2단계에서 기업
이 자신의 환경분쟁을 고려한 생산량과 노력수준을 차례로 선택한다.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에서는 기업이 선택한 제품생산량을 오염피해자가 인
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꾸르노-환경분쟁’이 발생한다.
외부화 환경분쟁은 제2단계로 구성되지만, 제1단계에서 기업은 제2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제2단계에서 기
업과 오염피해자는 생산량에 따른 오염피해액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노력수준
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 유도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기업의 제품생산량은 가장 적지만, 기업의 순이윤은 가장 많다. 이때, 오염피
해자의 순손실이 가장 적다. 둘째, 외부화 환경분쟁에서 기업의 제품생산량이
가장 많고 순이윤이 가장 적으며, 오염피해자의 순손실이 가장 많다. 셋째, 환
경분쟁의 내부화는 지대소진을 감소시킨다. 넷째,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지대
소진이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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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관한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는 오염피해자가
선도자인 경우에 지대소진을 낮추거나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킨다는 결과를 보
인다(Baik and Shogren, 1994; Liston-Heyes, 2001). 하지만 본 연구는 오염
피해자가 선도자인 경우에 지대소진이 높아지고 기업의 순이윤과 오염피해자
의 순손실이 낮아짐을 보인다. Baik and Shogren(1994)은 환경분쟁을 내부화
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경기자 1의 최적화 행위인 생산량의 변화를 고려
하지 않았다. 이는 Baik and Shogren(1994)이 기업의 환경분쟁에 임하는 최
적화 행위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Liston-Heyes(2001)
는 기업이 생산량이 아닌 자신의 이윤(본 연구에서는 F1에 해당)을 선택변수
로 가정하고 자신의 기대손실을 목적함수로 가정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기업의 순이윤을 목적함수로 간주하고 기업은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하
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기업과 오염피해자가 모두 추종자인 꾸르노 모형에서 유도된 지
대소진이 가장 낮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또는 정책담당자가 분쟁
당사자들에게 오염피해액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분쟁에 따
른 지대소진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분쟁 당사자
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최적 오염수준을 유
지하기 위해 환경분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환경분쟁을 촉
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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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dogenous Environmental Damage and Its Impact on
Rent Dissipation
Sung-Hoon Park*
Previous studies on environmental conflicts show that social welfare(rent
dissipation) increases(decreases) when polluted victims are leader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considers the change of environmental damage
according to the output a firm produces and examines whether the results
of prvious studies are maintained.
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conflicts considering four models: (i)
Cournot environmental conflict, (ii) Stackelberg environmental conflict, (iii)
environmental conflict with asymmetric information, and (iv) environmental
conflict with externalization. In all three conflicts except the conflict with
externalization, a firm chooses outputs that internalize the expected losses
from environmental conflicts at its own costs. In the Cournot environmental conflict, a firm and a pollution victim chooses their effort levels at
the same time to win the contest for indemnity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Stackelberg environmental conflict, a polluted victim first
chooses her effort level, and in turn, a firm chooses its effort level. In the
conflict with asymmetric information, Cournot environmental conflict arises
when a polluted victim is not aware of the product output chosen b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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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t Professor,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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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 reduces rent dissipation. Second, in Cournot environmental conflict, the net profit of the firm is higher and the net loss of
the polluted victim is smaller than those of Stackelberg environmental
conflict. Finally, rent dissipation is the lowest in the Cournot environmental
conflict.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Key words : Cournot·Stackelberg·Asymmetric information·Environmental conflicts with externalization,
Outputs, Net loss and net profit, Rent dissipation
JEL 번호 : Q53, Q58, D60, C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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