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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問題의 端續

人間의 環境에 對한 關心이 오늘날처럼 高觀된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이는 1972年度

Stockholm에서의 人間環境에 關한 UN會議(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

ment)를 훌機로 보다 深刻하게 浮刻되었던 것이다. 最近에 環境에 對한 人間의 關心이 높 

아지게 된 것은 無限한 것처럼 느껴왔던 環境의 量이 有限定하다는 事實과 自然環境의 宿環

法則은 自然的 原理에 따라 변함없이 維持되는 것이 아니라 人흉的 作用에 依하여 制約되고 

變換된다는 事實， 그리고 人間은 A間이 創出해 놓은 人工環境으로부터 肯定的 乃至否定的

인 옳響을 받는 被束網의 存在라는 事寶을 보다 切實히 짧識하게 된 데 緣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環環은 그의 量과 質에 있어 組對不變의 것이 아니고 相對可變的인 것이기에 人間의 環境

에 對한 管理가 可能하고， 環境은 그의 量에 있어 無限한 것이 아니고 有限한 것이묘로 環

環의 利用과 管理는 經濟學的 原理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環境은 人間의 經濟社會的

活動目標로서의 했用휩數에 關聯된 統짧u變數인 同時에 째로는 非統制變數라는 屬性을 갖고 

있기에 「計劃」이라는 人間行寫의 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環境을 짧濟的 原理에 

立願하여 보다 했率的으로 利用하고 管理하기 위한 計劃의 素地가 있다고 하겠다.‘ 

* 서 울大學校 環樓大學院 專任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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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이 人間의 客體라고 한다면 人間은 環境의 主體가 되며， 이들 主體와 客體사이에는 

「作用」이란 現象이 存在하게 된다. 環境과 人間사이에 얼어나는 作用은 兩者가 서로 주고 

받는 交互的 樣態를 띄고 있으며， 이들을 하나의 커다란 體系로 看做할 해에는 內的 個環의 

關係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環境， 特히 自然環境은 自然的 原理에 따라 諸現象이 일어 나는데 反하여 人間에 依한 作

用은 A間意志에 依하여 多分히 A工的A로 이루어지게 된다. 計劃이란 것이 唯一하게 人間

만이 가진 活動中의 하나략는 事實은 人間이 지 닌 意志와 그 意志에 依하여 行動한다는 人

間固有의 屬住에 淵源하고 있는 것이다. 

人間은 보다 나은 來日의 生活을 營寫하기 위하여 過去의 經驗을 土臺로 삼아 現tE의 時

空座樓에서 來日을 向한 vector를 그런다. 따라서 時間과 空間의 次元을 함께 考慮하면서 

環境과 計劃을 아울러 探究해 보아야 할 참된 意義는 實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筆者는 環境과 計劃에 對한 如斯한 基本立場의 쭉勢에서 먼저 環境과 計劃의 意義를 

擺觀하고 兩者間의 相互關係性을 살펴본 다음에 人間中心의 計劃을 위한 環境取投의 接近方

法을 提示쿄자 하며， 아울러 環境과 計劃의 問題에 있어 우리가 함께 解決해야 할 몇가지 

基本的인 論題를 提起해 보고자 한다. 

2. 計劃과 環境의 意義

(1) 計劃의 漸l숍과 屬性

計畵U은 -般的 o 로 現，:fE의 狀態로부터 指向하는 目標의 位置로 諸훌素를 이물어 올리 기 

위한 方策과 手段을 마련하는 -‘切의 行寫라고 定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計劃은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받 o 며 客觀的인 情報와 :ì:觀的인 價{直意識을 同伴하면서 여 러 가지 科學的인 

技法을 援用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廣義로서의 計劃은 政策까지 包含한 決定作成의 過程이 

라고 볼 수 있으나 俠意로서의 計劃은 政策의 範廳는 除外한 目的에 對한 手段으로서의 行

政의 한 部門이라고 限定될 수 있을 것이다. 껏論 目的과 手段은 相對的인 것이기에 하나의 

目的은 그의 上位目的의 手段이 될 수 있고， 하나의 手段은 그의 下位手段의 目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計劃의 搬念을 오늘날 우리들의 關心對象인 都市 乃至 地域開發과 關聯시켜 살펴 보면， 

都市計畵U 或은 地域計畵U01 라고 할 해 의 計劃은 制度的 擺念(constitutional concept) 의 뾰格을 

(1) Lynton K. Caldwell, “Environment and Administration: The Politics of Ecology", in WiIliam 
W. Murdoch, ed. , Enviroηment: Resources, PoUμtion aηd Society. Stanford: Sinauer Asso
ciates, Inc. , 1971,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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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것이다. 郞， 여기서의 計劃은 社會的 및 經濟的 向上을 圖諸하기 위한 士地經濟學과 

土地政策을 다루는 科學인 同時에 技術이 다. 이 러 한 計劃에 對한 本質的인 制細는 政府의 

所有權이나 場所速用의 法規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都市나 地域開發에 對한 計훌l은 몇가지 相異한 次元의 屬性을 갖고 있는 바， 그 첫째로 

計劃은 都市나 地域에 適合하고도 可能한 社會的， 經濟的 및 政治的 目標의 한 表現이 라는 

것이고， 둘째는 計劃이 執行의 手段(instrumentalities)과 優先順位를 記錄하고 있는 -聯의 

짧述이라는 것이고， 셋째로 計劃은 將來의 環境이 現在에 比하여 어떻게 달라지고 A間의 

條件이 그 計劃으로 因하여 어떻게 옳響되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說明해 주는 實質的

內容이라는 것이며， 끝으로 計劃의 네먼째 次元은 計劃이 規範(norm)을 꿇定하고 決훌의 

效果를 周期的ξL로 評價하는 mechanism을 마련하여 야 한다는 計劃의 動的 뾰質(dynamic 

, qua1ity) 이 다 (3) 이 러 한 目的性， 手段性， 鍵測뾰 및 時間性의 네 가지 次元은 計劃이 언제 나 

함께 갖추어야 할 基本훨件이라고 할 수 있다. 

計劃， 特히 開發計훌j에 包含되 어 야 할 事項으로는 여 러 가지 가 있을 수 있고， 또한 計劃의 

對象과 담標에 따라 그러한 事項은 다르게 決定될 수 있지만 一般的으로 보아 크게는 實態

의 分析과 改善의 方向과 戰略 및 據算을 包含한 執行의 方案 等의 3가지部面은 반드시 다 

루어 져 야 할 것이 다. 經濟開發을 위주로 한 計劃에서는 (1) 現在의 經濟狀態에 對한 調훌， 

(2) 經濟活動의 制度的 構造를 向上시키 기 위 한 建議， (3) 政府支出項텀에 對한 建議， (4) 

主훨盧業의 檢討， (5) 民間部門을 위 한 一團의 目標 및 (6) 全體 經濟에 對한 巨視經濟的

鍵測 等의 -部 乃至 全部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4) 

計劃의 뿔極的인 目的은 보다 나은 與件의 造成에 있다. 都市計劃이나 地域計劃의 境遇에 

는 安樂(1ivabi1ity)하고 能率(efficiency)的이 며 快適(amenity)하고 顧通性(fl.exibility) 이 있는 

가운데 地域社會의 感覺(sense of community) 을 가지 고 嚴存資源의 最適利用 (optimum use) 

을 이루어 나가는 都市나 地域을 形成하는데 (5) 그 計劃의 目的이 있는 것이 다. 都市 및 地

域計畵u의 目的이 자 必須事項을 좀 더 細分하여 다음 몇 가지로 要約해 보기로 한다 (6) 첫째 

의 目的은 한 都市 흑은 한 地域의 開發을 위한 統合된 一團의 目標들(a uni:fìed set of 

(2) Daniel R. Mandelker, Managing Our Urbaχ Environment.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Co. , Inc. , 1966, p.427. 

(3) W.T. Perks, “Pollution Control and Abatement within the Planning Process", in M.A. Ward 
ed., Man and His Eχvironmeπt. Proceedings of the First Banff Conference on Pollution, Vol. 
1, Oxford: Pergamon Press, 1970, p. 187 參照.

(4) W. Arthur Lewis, Developmeπt Planniηg: The Esseηtials of Economic Polic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6, p.23. 

(5) John A. Logan; Paul Oppermann & Norman E. Tucker, eds‘ , Environmental Eη~gineering 

and Metropolitaπ Plaπning.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2, p.249 參照.
~6) Daniel R. Mandelker, op. cit. , pp.429-432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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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s)을 創出하는 것이고， 둘째의 것은 計劃이 提起된 公共事業을 보다 쳤果있게 를흉導하는 

하나의 根幹이 된다는 事實에 있으며， 셋째의 目的은 私有土地에 對한 法的 規定을 公正한 

限度內에서 制止하는 데 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民間土地所有者들이 그들의 私有財塵을 

開發시키기 위한 個人의 計劃을 樹立하는데 必要한 指針이 되는 것이고， 다섯째는 期待하지 

않는 問題들이나 機會를 評價하는 것이며， 끝으로의 담的은 바람직한 土地의 利用配列過程

에서 빠지는 部分들을 保存해 두는데 있다. 

(2) 環境의 擺念과 分類

環境은 그의 觀念에 있어 總對的인 것이 아니라 相對的인 것이다. 여기서 相對的이라는 

말은 環境의 擺念이나 範圍가 무엇을 主體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主體의 規模를 어느 

程度로 限定하느냐에 따라 相異해 지 며 , 또한 主體가 가진 問題意識의 內容에 依하여 다르 

게 規定되어진다는 뜻에서 使用된 것이다. 

人間을 主體로 할 때 廣義로서 의 環境은 끼、間을 둘러 싸고 있는 周圍의 -切를 말한다、 HP 
A間環境(man’ s environment)은 自然을 通하여 進化過程에서 나온 여러가지 要素와 文化를 

通하여 人間이 만들어 낸 여러가지 요소들의 行列(matrix) 이다 (7) 

한펀 環境은 俠義로서 物理的 環境만을 局限하여 指隔되 기 도 한다. 이 경 우 人間뚫境은 

人間이 生存을 營흉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A間위 健많과 삶의 훔樂에 必、훨하고 人間의 f固

住과 삶의 目標를 開發시 켜 나가는데 緊몇한 物理的인 狀況(physicaI circumstances) 의 結合

( combination) 이 라고 定義펼 수 있을 것 이 다 (8) 

環境은 人間을 옳王로 하여 볼 때 크게 物理的 環境(physícaI environment)과 社會的 環

境(sociaI envíronment)으록 分類할 수도 있고， 또한 自然環境(naturaI environment)과 人工

環境(man-made environment)으록 分類할 수도 있다. 前者는 形態의 可視뾰에 依한 區分인 

데 對하여 뚫者는 創出의 人工뾰에 區分의 根據를 두고 있다. 環境을 物理的 環境과 社會的

環境오로 分類하는 평週， 物理的 環펴은 다시 自然、環境과 物理的 人工環境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 여 기서 自然環짧은 生物體와 無生物體를 包含하게 되 며 , 環境을 自然環境과 人I環

짧 o 후 分類하는 행遇에 는 前者는 生物系環境과 無生物系環境으로 區分되 고 後者는 物理的

A工環境과 社會環;짧으로 分類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環境은 創出의 原因과 形態의 性格

에 따라 크게 세가지의 類핀으로 範碼化시결 수 있으니， 生態系와 造形系 및 制度系가 그것 

이 다. 生態系와 쉰形系는 物理的 形態로 多分승1 可視的이 라는 共通點을 가지 고 있고 造形系

(7) Lynton K. CaldweIl, Enviroηmeηt: A Challenge to Moderπ Society. 1971; 徐南同 • 金英運 譯

環擾 :Á類의 生存과 生態學的 挑戰， 現代思想社， 1973, p.ll 
(8) J.D. Ross, “The Provincial Government’s Role in Environmental Quality Maintenance", in. 

M.A. Ward, ed. , op. cit.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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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制度系는 A間에 依해 造成되는 것이라는데 共通點을 갖고 있다. 生態系(ecosystem)는 生

物體(living organisms)와 非生物體(nonliving substances) 의 두 部分으로 形成되고 있으며， 

生物體는 다시 生옳者(producers)와 消費者(consumers) 및 解體者(decomposers) 의 세/ 有機

體로 區分될 수 있고 非生物體는 地下資源과 같은 不動體(stock substances)와 「물이나 空氣

와 같은 游動體(fl.ow substances)로 區分될 수 있다 (9) 그리고 物理的 人工環境으로서의 造

形系는 不動造形物과 可動造形物로 構成되 는 바， 前者는 建物이 나 道路와 같이 地上에 附著

시켜 만든 A間의 加工物이고 後者는 車輔과 같은 人工의 動塵物을 뜻하고 있다. 한펀 A間

이 그의 生活을 보다 ~序있고 했果있게 營寫하기 위하여 만든 制度系는 屬性的 基準에 따 

라 政治 • 行政制度， 經濟 • 社會制度， 科學 • 技術制度 및 文化 • 慣習制度 等으로 分類해 볼 

수 있다. 

自然環境이 均衝과 調和를 原則A룩 한 homeostatic 或은 cybernetic 한 것 이 라면，Å.工環 

境은 便利와 能率을 原則 o 로 한 훨約的。l 고 組織的안 것이라고 할 수있다(10) 自然環境은 

自然系內에 相當한 程度의 生物學的 多樣뾰(biological diversity) 이 存在하게 될 해 높은 程

度의 安定(stability)을 維持하게 되는 바 (11) 다시 말하면 生物學的 多樣性이 커질수록 自然

環境의 安定度는 그 만큼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펀 人工環境은 自然環境에 比해 럴 

安定的이고 덜 均衝的이다. 人間의 社會環境(social environment)은 改휠的언 새로운 힘들에 

依해 諸 ~序와 모든 game의 規則이 變更되어가는 「動搖의 場J (turbulent neld)인 것이다(12) 

環境이 지난 屬性을 위에서 分類한 바 있는 生態系와 造形系 및 制度系別로 좀 더 깊이 

觀察해 보고자 한다. 物理的이고 生動的안 生態學的 要素들의 相互聯關으로 形成되어 있는 

生態系는 energy의 授受過程을 밟으면서 時間의 흐름에 따라 進化하고 變換하는 動的 體系

이다. 生態系는 自然의 生物的 및 非生勳的인 諸構成要素間의 끊임없는 交互作用의 連結에 

依하여 維持되고 있는 바， 이러한 生態系의 機能的 關係를 簡單히 圖式￡로 表示해 보면 

〈圖 1)과 같다. 生態系에 있어 諸構成몇素間의 相互{'f用은 物理學的 및 化學的인 法則에 따 

라 이루어지되， 이의 一貴된 原理는 熱力學의 法則들(the laws of thermodynamics) 이다. 熱

力學의 두 法則은 모든 自然現象， NP 生態系에 例外없이 適用되 고 遭守되 어 지 는 基本原理이 

다 (13) 熱力學의 第l法則은 energy保存 NP energy不生 • 不滅에 關한 法則이 고， 熱力學의 

(9) Walter Isard, et. aI., Ecologic-Ecoηomic Aηalysis for Regioηal Developmeηt，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pp.51-52 參照.

(10) 金安濟，r工業化와 環境保全J， 國土開發과 環境保全， 大韓國土計劃學會 主{짧 學術會議 主題論
文， 1973, p. 26. 

(11) J.B. Cragg, “The Quality of Man ’s Environment" , in M.A. Ward, ed. , op. cit. , p.13. 
(12) Bertram M. Gross, “The City of Man: A Social Systems Reckoning" , in WilIiam R. Ewald, 

Jr. , ed. , Enψiroηment for Maη The Next Fifty Yea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 p.137. 

(13) Paul R. Ehrlich & Anne H. Ehrlich, Populatioη Resoμrces aηd Eηψiroηηzent: Issues in 
Humaη Ecology.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 1970,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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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生態系의 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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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 Walter Isard, et. al., Ecologic.Economic Aηalysis for Regioπal Developmeηt. New 
y ork: The Free Press , 1972, P. 52, Chart 3.3a. 

第2法則은 物理的 過程이 進行되는 方向에 關한 原理블 說明하는 法則이다. 

다음에 物理的인 人I環境으로서의 造形系는 自然과 人間의 連結에 基本的인 特色을 갖고 

있다. 自然環境의 形態的 構造와 生態的 原理에 맞추어 A間의 居住와 活動을 보다 使未IJ하 

게 할 수 있는 有形의 物體로 發願시칸 것이 바로 造形系인 것이다. 이라한 造形系는 生態

系와 人間의 調和된 結合에 基本을 두고 A間生活의 便宜와 能率이 라는 原則에 따라 造成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造形系는 主로 物理的 法則과 弱한 程度의 化學的 法則에 따라這 

成되고 變化하며 消滅되어지며， 그러기에 여기서도 熱力學의 二個 法則을 어걷없는 原理로 

一寶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無形의 人l環웹인 制度系는 生態系의 한 構成要素인 A間社會內部에 形成된 人間

固有의 l짧캉IZ인 것이다. 生態系가 自然環境 內部에서의 均衝과 調和의 擺理를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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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持되는 것이고， 造形系가 自然과 A間間의 調和를 이루면서 便宜와 能率의 原則을基本으 

로 하여 變化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制度系는 人間社會 內部에서 安定과 發展을 指向目標로 

하여 規範과 훨約의 倫理를 根幹으로 生成·變形되는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 環境은物理的 

形態를 띄지 않고 있기에 自然科學的인 法則이 그대로 適用되지 않고， 時間과 空間이란 變

數에 가장 彈하게 影響받는 것이기에 時空에 따라 樣態와 原理도 甚히 多樣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時間과 空間이 만나는 現;a:에서 權力性， 經濟뾰， 均衝性， 倫理性 빚 傳統뾰 

等에 對한 人間의 指向價{直에 쫓아 制度系는 特色지 워 지 게 되 는 것이 다. 

3. 環境과 開發計훌l間의 關係

(1) 開짧計劃에 있어 環樓의 憲훌훌 

人間은 하나의 生物體로서의 基本的인 生存을 第一義로 삼고 있지만 그것이 唯一의 目的

은 아니며， 이것이 餘他의 生物體와는 다른 A間의 特珠性이다.À間은 合理的언 知的存훈 

(reasonably inte11igent being) 이 기 에 自尊을 維持하고 個性을 發展시 키 며 住居를 마련 할 뿐 

만 아니략 그의 生活을 즐접게 할 수 있는 環境을 훨뿔하게 되며， 여기에 人間의 住居와活 

動 및 廳樂을 위한 環境의 重훨뾰이 있는 것여다(14) 따라서 人間에게 있어 環境은 必要住

에 있어서는 總對的인 것이고， 選擇에 있어서는 相對的인 것이다. 

人間은 環境을 利用하고 變形하며 造成하는 反面에 人間에 依하여 變形 乃至 造成된 環境

에 依하여 制約되고 抱束되기도 한다. r우리는 우리의 建物은 만들지만 우리의 建物은 後에 

우리를 만든다J (We shape our buildings, and afterward our buildings shape US.) (15)는 

Winston Churchil1聊의 말은 이러한 人間과 題境間의 關係를 잘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Á 

間에 依한 오늘의 形成物은 來日에는 새로운 人間의 環境으로 君臨하게 된다.À間이 環境

을 다룸에 있어 實로 어려우면서도 慣重해야 할 所以가 바로 이와같은 A間과 環境間의 二

重的 關係性에 緣由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 므로 計劃은 모픔지 기 많存環境， ElD 現;a:의 環境
으로부터 目的하는 바 새로운 環境을 造成하기 위한 手段과 節次를 模索하는 人間의 活動이 

자 그 活動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計劃을 樹立하는 過程에 있어 當時點에 存在하는 環境의 諸흉§素는 獨立變數의 位뚫에 서 

게 되 며 , 이 러 한 獨立變數로서 의 環境의 훨素들은 「與件」이 란 通洛的 意味를 가지 고 當該

計劃이 겨냥하는 팀的變數의 現在狀態를 決定지우고 있는 것이다般的으로 A間生活의 e 

어 떤 狀態(Y)는 그 生活과 關聯된 環境의 與件(E)의 휩數인 것이 다. 郞，

(14) J.D. Ross, oþ. cit. , p.3 參照.
(15) Lyndon K. CaldwelI, oþ. cit. (前擔譯별)，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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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E) 

의 一般關係式을 갖게 된다. 그리고 來日의 生活狀態는 來日의 環境에 依해 決定지워진다. 

그러나 한펀 來日의 環境은 오늘의 環境과 現在부터 來日에 이르는 동안의 人間의 意志와 

努力의 所훌으로서 나타나는 結果이 다. 現:tE라는 時空的 座標에서 計畵u을 樹立하는 立場에 

서 보면 將來 一定時點에 나다날 環境은 現左의 環境與件과 將來時點에서의 人間生活의 덤 

標水準에 依하여 決定된다고 볼 수 있다. YO를 現在 時點에서의 A間生活狀態라 하고， ÿt를 

將來 t時點에서의 人間生活의 指向目標라 하며 ， Eo를 現표의 環境與件이라 하고 Et를 將來

t 時點에서의 期待되는 環境狀態라고 한다면 이들 諸變數間에는 다음과 같은 一般 짧數關係 

가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Yo=f(Eo) 

Et=f(Yh Eo) 

變數로서의 環境의 諸훨素는 決定作成을 위한 計劃에 있어서 크게 決定變數와 媒介變數

(parameter)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前者는 達成하고자 하는 담標에 直結된 直接的인 獨立

變數로서 計劃의 過程에서 우리가 決定해야 할 變數임에 對하여 後者는 指向하는 目標와直 

接·間接의 關聯은 있되 事前에 어떤 값을 가지고 주어진 條件으로 介入되는 變數이다. 決

定變數를 해로는 統制變數라고 하고 媒介變數를 非統制變數라고 부르는 所以도 이러한變數 

의 相對的 可變性에 있는 것이다. 

언제 나 그런 것은 아니 지 만 大體的으로 보아 自然環境은 ÁI環境에 比하여 媒介變數， NP 
非統制變數的 屬性이 더 g뭘하고， 人I環境 가운데 서 는 造形系가 制度系보다 더 媒介變數的

性格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決定變數와 媒介變數로의 區分은 무엇을 計畵u의 主된 對

象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 게 되 는 바， 萬一 造形系의 造成 • 變形에 計劃의 主眼이 놓여 

있다면 生態系와 制度系가 媒介變數의 性格을 띄게 되고， 萬一 制度系의 變單에 計劃의 魚

點이 있을 境遇에는 生態系와 造形系가 非統制變數의 立場에 놓이게 된다. 한펀 人間은 計

劃에 있어 主體인 同時에 客體이므로 텀的과 手段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決定

의 對象일 뿐만 아니 라 決定의 媒介沒뽑U도 아울러 行하게 된다. 

開發計劃에 있어 自然環境， NP 生態系는 自然資源의 意義를 갖는다. 따라서 自然環境은 

計劃의 主된 利用對象이 되는 것이다. 資源으로서의 自然環境은 크게 非再生資源、(non

renewable resources)과 流動資源(flow resources) 빛 自然的 再生資源(naturally renewable 

resources) 의 세 가지 로 分類될 수 있 다 (16) 非再生資源은 主로 地下鍵物資源￡로서 再生能力

이 없거나 있어도 거의 無視될 程度로 微弱하기 때문에 그들의 總量은 限定되어 있는 것이 

다. 流動資源、은 太陽輔射熱이 나 氣流 或은 불과 같이 自然的으로 移動하는 屬뾰을 가진 資

(16) Walter Isard, et. al., op. cit. , pp.50-5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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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들을 일컴는데， 이들은 自然狀態에서 不斷한 供給을 繼續하고 있으며 寶源의 量과 質에 

있어서 局地的으로는 減少되는 現象이 發生하더라도 그들의 再生過程은 人間에 依하여 制約

되지 않는게 特色이다. 自然的 再生資源은 自然的언 成長과 再生훌의 能力을 갖고 있는 모 

든 生物有機體블 意味하는 바， 이들 資源의 再生率(rate of renewal)은 物理的 環境과 緊植

群體의 크기에 따라 決定되어지게 된다 (17) 

開發計劃에 있 어 關心의 으뜸이 되 는 對象環境은 造形系이 다. 國土를 開發하고 都市를 建

設하며 쯤種 施設을 構葉하는 것은 物理的 環境으로서의 造形系를 創出하는 A間의 行薦이 

다. 開發計훌u에 있어 造形系는 利用의 對象인 同時에 計劃의 所塵이기도 하다. 造形系는 生

態系블 前提로 하여 그와 調和를 이루면서 制度系를 通해 利用의 했率을 確保해 나가는 人

間活動의 核心的 環境으로서 位置하고 있는 것이다. 計劃의 樹立過釋에서 經濟的 原則과技 

術的 手段 및 均衝的 原理가 가장 透微히 選守되고， 또 選守되어야 하는 分野가 바로 造形

系이다. 

開發計劃에 있어 制度系는 手段 或은 方便으로서의 性格이 가장 두드러진 環境이라고 볼 

수 있다. 政治· 行政制度는 統治의 手段이고， 經濟·社會制度는 經濟活動의 手段이며， 科

學 • 技術制度는 進步의 手段이 고， 文化 • 慣習制度는 精神開짧과 克己의 手段이 다. 따라서 

開發計畵u에 있어서의 制度系는 管理의 意、義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管理는 A 
間을 中心으로 하여 人間과 人間， 人間과 環境， 環境과 環境間에 摩操과 乖離가 나타나지 

않도록 調整하고 統制하는 機能을 뜻하고 있다. 

要約하여 生態系는 開發計劃의 利用對象으로서의 主된 意義를 가지고 造形系는 開發計龜I

-의 塵出目標로서의 第一義的 地位를 가지며， 制度系는 開發計劃의 逢行과 維持를 위한管理 

로서의 主된 機能을 갖는다고 하겠다. 

(2) 開發에 依한 環境에 의 影響

/κ間의 開發에 對한 意、짧과 努力은 天願의 屬性이 다. 人間個個의 立場에 서 는 不便을 除去

하고 享樂을 推進시키기 위한 本性에서 現在의 狀態로부터 發展하고자 하며， 人間集團으로 

形成띈 社會에서는 優位흘 러하고자 하는 鏡爭의 本性에서 開發을 서두르게 되는 것이다. 

開發을 위한 人間의 줄기찬 活動은 막을 수 없고 또한 必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人間에 依한 開發行寫는 自然히 人間을 圍曉하고 있는 環境에 對하여 크고 작은 여러가지 

形態의 影촬뚱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聞發이 環境에 미치는 影響은 肯定的일 수도 있고否定 

的일 수도 있A며， 直接的인 옳2響일 수도 있고 間接的인 影響얼 수도 있다. 

먼저 開發이 自然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보면 非再生資源에 對해서는 總對廳存量을 減少시 

(17) 옳安濟， 前*정論文，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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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作用을 하고， 流動資源에 對해서는 質을 變化시키는 作用을 하며， 自然的 再生資源에 

對해서는 再生率을 純化시키는 作用을 加하게 된다. 陽質的 生塵量을 增加시키커 위한經濟 

開發 活動은 自然히 I業化의 길을 밟게 되고 이에 따른 環境의 ‘땀梁과 破壞는 不可避한結 

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自然環境에 對한 이러한 否定的 影響은 生成과 成長 및 消滅을 

通하여 이 어 지 는 生態系의 均衝과 調和를 擺옳L시 키게 되 는 것이 다. 生態系의 zp衝이 한번 

破壞되 는 境週， 그의 回復은 相當허 긴 期間을 흉용하게 되 며 , 極端的인 境遇에 는 回復이 不

可能하게 훤다(18) 이 와 같이 自然環境에 미 치 는 開發의 影響은 生態系의 生存 • 維持에 關‘

聯된 보다 源、뽕的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開發로부터 造形系의 環境이 받는 影響은 生옳과 建設의 樣相으로 나다나게 원다.À間에 

依한 開發活動이 生態系에 對해서는 多分히 減少 乃至 破壞의 意味로서의 否定的언 影響을 

주는데 反하여 그것이 造形系에 對해서는 改善과 發展이란 意味로서의 肯定的언 影響을 준 

다고 볼 수 있다. 造形系는 人間에 依해 造成되고 維持되며 뼈、滅 • 代替되는 過程을 밟으면 

서 보다 便利하고 安樂하며 能率的인 外形的 構造와 操f'F的 機能으로 變線해 나가는 것 이 다. 

造形系를 形成하는데 강、要한 物材는 源렸的으로 自然環境으로부터 나오며 , 造形系로부터 排

除되는 無用物은 다시 自然環境으로 돌아가게 된다. 人間은 開發이란 過程을 通해 自然環境

으로부터 쳤用財를 抽出하여 造形系의 環境을 構밟하고 했用性이 消滅펀 財貨를 새로운 셨 

用財로 代替하며 이로부터 나오는 非했用財貨를 自然環境속으로 廢棄시켜 나간다. 社會와 

企業은 財貨로부터 有用性을 抽出해내고는 財貨를 廢棄하는 것이고 결쿄 財貨를 消費하는 

것은 아니 기에 -部 經濟學者플이 主張하는 것과 같은 最終消費라는 表現은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 

한현 開發이 制度系라는 環境에 作用하는 影響을 보면 이 는 至極히 密接한 feed-back의 關

係를 가지 고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關發과 生態系間의 feedback作用보다는 開發과 

造形系間의 그것이 더 彈하게 나타나고， 開發과 制度系間의 feedback作用은 가장 尤甚하게 

示顯되고 있는 것 같다. 하나의 開發이 實現되면 그에 맞추어 制度의 新設 乃至 補完이 둬 

따르게 되고， 어느期間 制度의 變質이 있은 다음에는 그에 발맞추어 새로운 開發이 貝顯되 

어 지게 ”된다. 政治 t 行政制度는 開發위 目標 및 體制와， 經濟 • 社會制度는 開發의 內容 및 

程度와， 科學 • 技術制度는 開發의 手段 및 送度와， 文化 • 慣習制度는 開發의 價{直 및 態度

와 各各 直接的인 feedback關係로 組帶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8) 金安濟， 前협캉論文， p.36. 
(19) Fortune, ed. , The Enr!iroηηzent: A National Mission for the Seνeηties. New York: Time ,. 

Inc. , 1970; 朴件鉉 譯， 環境改善論， Z;jl'훌文化社， 1973, p. 87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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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À間中Il;의 計훌l을 罵한 環境取投의 接近方法

(1) 環境홉理의 根據

特繼集團-未開農뺨集團-先進農業社會-工業化社會-植民地社會-先進工業社會라는人間 

의 進步過程은 (2이 바로 自然環境의 利用과 人工環境의 創出의 連續過程이었던 것이다. 人間

이 自然環境에 對하먼 初期의 態度는 順應과 敬뿔였으나 漸次 未IJ用과 探究의 결S勢로 바뀌 었 

고， 다음 段階에서 는 變更과 克服의 行態로 積極化되 었 다가 及其也는 變質과 破壞라는 極端

的인 立場에 까지 이료게 되었던 것이나， 最近에 와서는 이러한 人間의 無限定한 開發의 可

恐할 結果에 對한 反省의 氣運이 東西洋에 共히 나타나게 됨으로써 環境， 特히 自然環境에 

對한 새로운 人間의 옳勢가 模索되기 始作했떤 것이다. 西歐諸國에 있어 1840年부터 1940年

까지 約 l世紀동안에 顯著히 低下되었던 環境의 質이 1940年代 以後부터 相當히 改善되어 

온 事實이 (21) 如斯한 碩向을 잘 說明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人間의 環境에 對한 認識이 체Ij ffl으로부터 管理로， 消括로부터 保存으로， 破壞로부터 保護

로 變換되어지게 된 것은 人間이 環境을 單純한 效用我奉의 對象으로만 取폈해서는 안된다 

는 事實과 自然環境의 量은 決코 無限定한 것이 아니 라는 事實 및 人間의 幸福은 物質的 훌훌 

鐘에서만 達成될 수 없다는 事實 等을 感知했기 해문이다. 

環境問題 或은 環境管理의 意義와 重要性이 큰만큼 이 에 對한 人間의 接近方法 또한 그만 

큼 어렵고 벅찬 作業언 것이다. 環境管理에 臨하는 人間의 쭉勢는 여러가지의 形態와 뾰格 

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째는 應用科學A

로서 의 立場이 고， 둘째는 公共任務로서 의 立場이 며 , 셋째는 倫理體系로서 의 立場이 다 (22) 

첫째의 立場은 環境의 屬性， 特히 生態系의 原理와 k間에 依한 開發의 結果間의 相互關係

를 科學的으로 究明하여 環境管理의 對策을 換索하고자 하는 쭉勢이 다. 둘째 의 公共任務로 

서의 立場은 環境에 關한 諸問題블 보다 實했뾰있게 解決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問題들을 

特定한 政治的園域(p이itical jurisdiction)속에 함께 包含하여 檢討해 나가는 方法을 取하는 

것이다 (23) 끝으로 倫理體系로서의 環境管理는 A間과 環境사이의 諸關係에 對한 管理는 -

種의 倫理體系에 關한 實質的인 表現이 되며 이는 A間과 自然사이의 關係는 찌論 人間과 

(20) Arthur S. Boughey, Maη and the Enνironmeηt: Aη Iηtroductin to Humaη Ecology aηd 
Evolιtion ， New York: The MacmilIan Co. , 1971, p. 158. 

(21) Orris C. Herfindahl & Allen V. Kneese, Quality of the Eηνironmeηt: An Ecoηomic Approach 
to Some Problems iη Using Land, Water and Air, Washíngton, D. C.: Resources for the 
Future, Inc. , 1970, p ‘ 2 參照.

(22) Lyndon K. Caldwell, oþ. cit. , (前播譯書)， pp. 213-316 參照.
(23) Ibid. , p.24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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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間사이 의 關係에 對한 諸般 價f直와 信念 및 道德의 應用이 라는 思考의 바탕에서 生態學的

으로 正當한 倫理學이 法律과 行政에 制度化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人間 自身들의 사이에 

는 꺼論 人間과 自然世界全體와의 사이에 運用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24) 當寫的

立場에 서 있는 것이다. 

(2) 計劃에 있어 環境ät&의 接近方法

計劃， 特히 開發計劃을· 樹立하는 境週에 環境을 어떻게 取投하고 있으며， 어떻게 다루어 

야 하느냐 하는 問題는 計劃의 種類와 담的 및 技法에 따라 다프로게 解答지워질 性質의 것이 

며 , 또한 當時의 그 社會가 가진 目的意-識과 價h直體系 및 技術程度에 依해 서 도 相異하게 決

定되어질 課題이다. 本人은 여기서 이 問題를 目標， 範圍， 原則， 方法 및 時間이란 다젓가 

지 의 測面에서 -般的이 고 擺招的인 方法으로 다루되 , 計劃에서 環境을 어 떻게 取投해 야 하 

느냐 하는 多分히 當짧的 方向으로 問題의 解를 歸導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環境은 計劃에 있어 利用의 對象인 同時에 貝顯의 目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計劃이란 많存의 環境에 基廳하여 바람직한 새로운 環境을 造成함으로써 A間生活을 보다 

便益스협 게 하고자 하는 事前準備作業의 一環인 만픔 A間의 指向하는 바 福社가 計劃의 最

終目的이라면 그러한 福祖플 實現시키는데 必훨한 새로운 環境은 計畵II의 中間目的이 되며 

現在의 環境은 計劃을 위한 與件의 性格을 퍼게 되는 것이다. 寂上한 바 있듯이 어떤 하나 

의 計劃에 있어 與件으로서의 現在의 環境은 媒介變數의 f앓뿔U을 하고 새로이 造成될 環境은 

決定變數의 짧劃을 함으로써 이들은 指向하는 人間福社라는 最終目的， 맨 從屬變數와 함께 

히-나의 目的困數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人間이 計劃이란 行穩에서 環境을 다룸 

에 있어서는 「人間自활에 依한 A間環境의 合目的的 形成J (25) 이란 原則에 立關해야 하는 것 

이다. 

둘째로 計劃에 있어 環境은 獨立的인 個別體로 다루어져선는 얀판고 經合的인 聯關體로 

取投되 어 져 야 한다는 것이 다. 環1옮을 關聯된 部分에 局限하여 個別的으로 다루어 計劃을 形

成하은境遇에는 當面한 하나 或은 몇 個의 問題는 解決될지 모르나， 그에 이어 또다시 새 

로운 問題흘 慧起시키게 되는 것이다. 造形系에 關한 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도 生態系와 

制度系를 함께 考慮하여 야 하고， 制度系에 對한 計홉킨j을 作成하는 해 에 도 生態系와 造形系를 

아울러 配慮해 야 할 것 이 다. 이 와같은 綠合的 接近方法(comprehensive approach)은 計劃 過

程에서 專門化된 各分野의 知鎬과 意見을 效果的으로 取合하는 人間의 努力과 깊이 聯關되 

어 있다 (26) 開發은 特히 生態的 體系와 經濟的 體系에 갚이 關聯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主

(24) Ibid. , p. 292 參照.
(25) Ibid. , p.12. 
(26) Bortrarn M. Gross, op. cit. , p.14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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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經濟的 體系에 만 適用해 오던 投入-훌出分析技法을 開發計劃을 樹立하는 境週에 도 援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經濟發展과 環境꿈梁問題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原則아래 最

近에 꿈f究되기 始作한 이 른바 經濟-뚫境 緣合投入-옳出分析의 接近方法인 것이 다. α7) 

셋째로는 環境을 經濟的 能率高揚의 명j面에서만 다추지 말고 生態系의 均衝과 調和維持의 

立場도 함께 堅持해야 한다는 것이다1 物훨的인 經濟的 發展에만 포眼을 두고 開發計훌u을 

樹立하고 造形系를 構葉하며 制度系를 形成하게 되 면 生態系가 가진 有用쩔源의 拍獨과 均

衝款序의 擺옳L은 낌論 人間社會의 制度系 또한 調和住과 健全性의 喪失을 不可避하게 招來

하게 된다. 純合的 生態系(synthe상c ecosystem:s)의 健全한 維持는 資源의 保存을 그만픔 彈

化하게 되며， 萬一 現存하는 生態系나 人口， 或은 多樣住의 維持플 考慮함이 없이 繼續的언 

生塵의 極大化에만 注力하여 計劃되어져 간다면 이러한 짧合的 生態系의 健全한 保全은 決

코 期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8) 自然쫓源。1 천욕圖되고 生態系의 均衝이 破壞되며 制度系

의 敬行이 深化되 었을 때 에 는 生塵量은 激減되 고 人類의 生存은 危캘을 받 o 며 人間社會와 

人格의 構造는 줌曲되게 形成되어질 것이다. 

넷째로는 計훤에 서 의 ￡뿔境은 計劃의 主體인 A間과 客體언 環境을 體系化하는 接近方法으 

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體系쩔近합(systems approach) 에 依하여 環境올 

取鼓해야 한다는 것이다. 體系接近法은 設定된 한 體系의 內外에 있는 諸훨素와 이들 要素

間의 關係와 1'P勳l 및 時댐的 흐름에 따른 이들 훨素와 要素間 關係의 變化를 考慮의 對象으 

혹 하여 最週한 行寫를 決定하는 方法이므로 (29) 이것은 人間과 環境을 묶어 새로운 環境을 

形成하는데 目的을 둔 開發計畵II에서 는 有用하면서 도 當?홉스러운 接近方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體系接近法은 體系를 그의 機能的인 效率化라는 立場에서 볼 째 情報의 移勳과決定 

의 行動化와 體系間의 ~序 및 環境受容의 쫓勢 等에 關한 合理的인 原理를 提示해 주는 

cybernetics (30) 와 함께 考慮되어진다면 보다 最適한 計畵u이나 決定1'F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의 都市나 地域에 있어 塵츄收去라는 한 部門의 計畵u을體系接近法을 거~Jf덤하여 樹立하 

는 一連의 活動을 flow chart化하여 하나의 例로써 나타내 어 보면 다음 그렴 과 같다잉) 여 

기서 우리는 project planning이란 核心的 活動을 中心으로 하여 生態系와 造形系 및 制度系

(27) 經濟系와 生態系의 結合펀 投入-훌出分析方法에 關해서는 다음의 文歡을 參考하기 바람; 
Walter Isard, Op. cit. , pp.94-113; Wassily Leontief, “Environmental Repercussions and the 
Economic Structure: An Input-Output Approach" , The Reνiew of Economics aηd Statistics. 
Vo1. H, No. 3 (August 1970). 

(28) Arthur S. Boughey, op. cit. , p.405 參照.
(29) Garrett Eckbo, Enviroηment and Desigη. 1971; 久保貞 譯， 環覆 ε :'T"f-1 ν • 東京 : 塵島맑究 

所出版會， 昭和46 ， pp. 243-244 參照.
(30) Robert Theobald. “Planning with People", in William R. Eward, Jr., ed. , Eπvironmeηt and 

Chaηge: The Next Fifty Years. B1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8, p.184 參照.
(31) J.W. Maclaren & D.P. Sexsmith, “ A Systems Engineering Approach to Urban Solid Waste 

Collection and Disposal", in M.A. Ward, ed. , op. cit. , pp. 177-18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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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諸흉흉素를 聯關시 켜 考慮하면서 塵차收去의 基本計劃을 f'F成해 가는 體系的 過程을 알아 

볼수있을것이다. 

끝으로 다섯째는 計劃에 있어서의 環境은 時間의 觀念을 包含하는 動的次元(dynamic

, dimension)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生態系와 造形系 및 制度系라는 A間環境의 諸

훨素의 形態와 屬性은 O/J論， 人間의 어 떤 作뚫에 依한 이들 要素에 의 影響의 性質과 程度가 

時間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展開되고 變化되어가는가를 머리 考慮하면셔 計劃을 樹立해 나 

가야 할 것이다. 生態系의 均衝狀態를 擺亂시킴으로써 人間을 德始한 모든 生物의 存立이 

危협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根本的인 生存問題는 말할 것도 없지만 經濟的언 生훌셨果面 

에 있어서도 早期段階에서의 購存資源의 過大使用은 應久한 時次元的 諸段階로 된 時空體系

의 總生겉훌效果를 決코 極大化시 키 지 는 못하게 된다. 

(3) 슬理的인 環境管理를 위한 體系的)計團l의 鍵索

人間을 中心으로 하는 環境을 어떻게 管理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는 오늘날 全A類가當面 

하고 있는 世紀的 課題라고 볼 수 있다. 環境管理의 가장 核心的인 問題는 A口增加를 適正

한 水準으로 統制하는 問題와 A間活動에 必흉용한 資源을 適切히 管理하는 問題 및 環境펌梁 

을 制止하는 問題 等으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32) 이들 問題들에 對한 A間의 合理的인 

對策은 時空間的 狀況과 問題의 特性에 따라 여러가지 代案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또 

한 매우 어려운 作業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다만 一般的언 接近方法을 提起해 보는데 그치 

고자한다. 

人間의 環境危機(environmental crisis)를 克服하고 環境管理를 適切허 하는데는 크게 네가 

지의 代案的 接近方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當場 或은 明白한 致命的 效果를 招來

하는 事態를 防止하는 以上의 行動은 하지 않는 自由放任的언 消極的 方法이고， 둘째는 生

能탬1 危機가 나타나는 橫週에 技術의 開發로서 이 를 克服한다는 技術的 調整의 適正化

(optimism of technological fìx) 方法이 며 , 셋째 는 技術科學的~l 옳業흰義(technoscientifìc 

ind ustrialism)가 生態系危機의 主因얀르로 이러한옳業끽:義릎 *뼈좋홉하거나 消極化시키는 흉勢 

이고， 넷쩨는 科學과 技術의 使用을 生態學的으로 賢明한 目標(ecologicalIy wise ends)를 向

하여 統制하는 政策을 取하는 接近方法이다 (33) 相互背他的인 이들 네가지의 方法가운데 쭉 

當뾰과 實現性이 가장 큰 것은 네벤째의 接近方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方法에셔의 賢明

한 目標란 生態學的 基準을 充分히 lït映하면서 했率的인 人間活動을 確保할 수 있게끔 計劃

• 逢行함으로써 옳룡極的으로 具顯될 未來社會의 編輯펀 文化(edited culture) (34) 를 뜻하는 것 

(32) Arthus S. Boughey, op. cit. , p.402 參照、.
(33) Lynton K. Caldwell, 'op. cit. (Article in W.W. Murdoch’s ed.) , p.391 參照
(34) Ibid. , p.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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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科學과 技術의 發展을 生態系의 均衝過程과 步調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發展

의 一方向的 物量의 論理를 zp.衝的인 調和의 論理로 諸導 • 轉換시 키는 것이 다. i끔梁의 限度

를 進化의 速度에 맞추어 야 하고， 下水와 廳水는 얻홈化能力範圍內에서 排出되 어 야 하고， 農

藥은 生態系에 副作用이 發生되 지 않도록 利댐되 어 야 하고， 農土의 有效Æ::料成分은 還元되 

어야 하고， 生옳은 個環過程을 短縮시키는 方向으로 確定되어야 하며， 都市의 穩造는 充分

한 生活空問과 펀梁장化能力을 確保토록 形成되 어 야 한디 는 것 등이 (35) 모두 調和의 등험理에 

歸納되는 原則들이다. 

合理的언 環擺管理를 體系的으로 計劃하기 위해서는 이것 亦是 時·間이란 變數블 반드시 

考慮해야 할 것이다. 다가올 末來社젤에 있어서의 人間福社增進에 基本目標를 두고 經濟的

成長과 環燈의 保全이란 相反된 두 f固의 手段을 制約條件으로 받아도려면서 빠間的 諸段階

에 必훨한 物뚫의 生t풍훌과 環境의 훨을 決定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動的 計劃法(dynamic

programming)이란 數理計劃技法의 援F침이 훨쏠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36) 

5. 우려의 共!털짧題 

￡윷境은 公共r注과 非獨난5t生 및 相互fFJ침싣는의 結↑호을 가지는 것이으록 강찮境의 댐짧는 決코 

한 사람이나 한 첼團의 것이 아니며 한 박代에 그치는 一時的 現象도 아니다. 다만 人類의 

歷史上 環境에 對한 認談과 뭘‘境짤웰에 ~t한 意:露가 今t날紀처럼 높았던 時代는 일찍이 없었 

던 것이며， 또한 環境이 人間으로부터 極甚한 挑戰을 받은 것도 19t닥紀부터 今日에 이르는 

期間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짧境에 對한 갚은 洞察과 이로부터의 適

切한 行動設定이 야말로 將來의 人間環境의 올바른 保全과 f앓績 tit代의 健全한 삶에 끼 치 는 

바 影響은 至極히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 人間과 짧‘境을 다루는 우리들 흉勢의 어려움과重 

훨性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解決해야 할 여리가지의 認業이 있겠으나 本人은 事實洞察과 計畵II樹立 및 政策的

• 倫理的 • 基準化라는 세 가지 페面에 서 혈횟하다고 j텀、慮되 는 몇 가지 課題만을 랬옳히-여 몇 

約 言及코저 한다. 

1. 正確한 훨寶洞察을 위 한 課웰 

첫 째， 生態系의 첼本原理를 보다 正確허 理解하는 課題

둘 째， 生態、系와 造形系 및 制度系 相互間의 作댐i짧係를 보다 明白히 把찮하는 課題

(35) 權關杓 • 尹明照、 • 鄭勇， 公害와 對策， I, 中央經濟社， 1973, p.153 參照.
(36) 動的 計劃法을 利用하여 時間的 段階에 따라 最週하게 經濟成長과 짧境保全을 期하고자 만들 

어진 模型에 關해서는 다음의 試圖的 論文읍 參考하기 바람; 金安濟， 前擺論文，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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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 人間의 經濟的 欲求에 맞추어 現在까지의 工業化碩向을 未來에도 變함없이 追

求해 가는 境遇， 環境， 持히 生態系에 미 치 는 影響을 보다 正確히 推計하는 課題

2. 合理的언 計劃樹立윤 위 한 課題

첫 째， 科學的이고도 實際的인 計劃技法을 開發 • 定立하는 課題

둘 채， 計劃에 關聯된 諸훨素에 合理的언 優先順位률 附加시키는 課題

셋 째， 앓合的이고 體系的이며 動的인 環境計劃을 樹立하는 課題

넷 째， 樹立된 合理的인 計훌}을 했率的으로 具顯시키는 課題

다섯째， 環境에 關한 知錄과 計畵u의 科學的 技法을 갖춘 人材를 養成하기 위한- 敎합의 

課題

3. 理想的인 政策的 및 倫理的 基準化를 위 한 課題

첫 째， 合理的인 政策 및 計劃의 目標와 基準을 設定하는 課題

둘 째， 生態系와 經濟系， 生態系와 造形系， 造形系와 制度系， 生態系와 制度系間의 새 

로운 環境tJ(序를 定立하는 課題

셋 째， 個A의 自由 및 欲求와 環境保全이란 公共的 目的間의 乖離를 合理的으로調整 

하는課題 

넷 째， 開發과 保全의 調和를 위하여 經濟成長速度와 環境保全程度를 合理的으로 決

定하는課題 

다섯째， 人間이 認識된 心理바탕에서 環境에 對한 否定的 結果를 招來하는 行寫‘를 쭉行 

하는 境遇， 이 러 한 行穩블 效率的으로 防止 乃至 弱化시 키 는 課題

여섯째， 計劃의 王體이자 客體인 A口의 量的 增加와 地域的 集中을 쳤果있게 쥔P制 乃

至 續和시키는 課題

일곱째， 後進國에 있어 先進工業國家의 開發 pattern을 그대로 짧震할 것인，가， 아니면 

自國에 適合한 어떠한 開發方式을 創導하여 士휩化시킬 것인가 하는 課題

여닮째， 環境問題와 開發計훌I을 體系的으로 다루는 緣合的인 行政機構를 設置·運營하 

는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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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討 論〉

司 會 : 지금까지 金安濟 敎授께서 環境計劃의 樹立過程， 方法論 基本的인 짧究課題들을 

一括하는 廣範한 發表가 있었는데 그럼 우선 金炯萬 博土의 comment 가 있겠읍니다. 

金炯萬:金安濟 歡授께서 環境과 計畵u에 대해서 깊히 써주셨읍니다. 별로 comment 할 말 

은 없고 共同課題로 追加해서 한마다만 하겠읍니다. 環境에 대해서는 상당한 討論이 있었으 

으로 省略하고 計畵u에 대 해서 만 말씀도리 겠읍니 다. 여 기 p.95 에 보면 計劃의 罷極的 目的은 

보다 나은 與件의 造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多面뾰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상당히 複雜

한 問題가 있S나 計劃은 優先權을 決定하는 것이 目的이라고 봅니다. 이의 重훨 훨素는 먼 

저 計劃의 目的을 定義할 必훨가 있읍니 다. tl.P, 우리 나라의 境遇， 經濟成長을 目標로 두고 

있으므로 經濟成長은 手段이지 目的은 아넙니다. 따라서 環境問題률 目的으로 하느냐의 定

立이 없이는 危險할 것 같습니다. 그러묘로 같은 일이라도 目的이 무엇이냐에 따라 計畵u도 

달라질 수 있어 計劃이 右往左往할 것이므로 計劃을 工夫하는 計劃의 手段， 技찮도 重要하 

지만 計畵u의 目的을 「커리률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어 컨디션J ， 

냉장고， 自動車等을 갖춘 華麗한 生活의 零圍氣를 計劃의 目的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田園的

인 퉁중圍氣에서 막철리를 마시면서 zp和스러운 社會를 만들것인가의 理念을 確寶히 해야 되 

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司 賣 : 감사합니 다. 그럼 다음은 康炳基 博土의 말씀이 있겠읍니 다. 

康炳基 : 金 敎授께서 人間과 環境의 ecosystem 을 擾素하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 다. 

여기에 몇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環境破壞 또는 環境펀梁이 論議될때 흔 

히 사람들이 너무 自己中心으로 環境에 대한 가공 및 초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環境에서의 

τeaction 이 環境破壞， i닫梁의 形態로 A間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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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에 想點을 맞춰 야 되 지 않을가 생 각합니 다. p.91 에 A間이 創出한 λ‘工環境으로 부터 

肯定的， 否定的 영향을 받는 피속박의 存在략는 사실， 그러나 그 몇줄 밑에 環境이 A間의 

客體라고 한다면 A間은 짧境의 포體가 되 며 :윷境問題에 대 한 ÁI랩의 態度가 너우 허 술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p.105 중간쯤에 보면 여기에서 무엇을 決定變數로 하느냐 

에 따라 무엇을 위한 計劃이냐를 指經하고 있읍니다. 그혀나 環않의 system, 따， 生쉴뒀系， 쉰 

形系， 制度系라 했는데 때로는 決定變數 휴은 媒介짧數가 된다는 데에 問題가 있을 수도 있 

읍니 다. 어 떼 한 것을 찮定짧歡로 할 것 이 냐가 問題일 것 입 니 다. 媒介찮數의 決定的인 f맞웰이 

무엇 이 며 total system 속에 서 의 balance 기- 하나의 앉Æ變歡로 끌어 낼 수 있 지 않을까 생 각 

됩 니 다. 따라서 A탬이 짧境의 초뿔이 고 餘섣가 客體략면 人웹中心的인 월쫓찮觀의 !H;j數關係

략 /~각됩니다. 人間이 조짧이고 그외의 것이 客體가 될 수 있다는 意味가 아니고 좀더 肯

定的인 主體， 客體의 뜻인것 같지만 同측뜸한 하나의 λ、댐이 ecosystem 을 이루고 있는 立場

이라면 이러한 휩歡關係를 받아 틀이는게 問題가 아난가 싶습니다. 예로 total system 을 T 

라고 한다면 이것은 A問을 包含한 여러가지의 狀態 Xf(Yi)가 아니겠는가 하는 把원이 낀、몇 

하다고 생각됩니다. 싣체로 金 敎授는 p.114 에서 synthetic ecosystem 이란 딸을 썼는데 이 

는 total system 과 비 슷한 擺念이 라고 생 각되 나 이 synthetic ecosystem 과 環境의 E섭歡와의 

聯關많이 論議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司 齊: 감사합니다. 짧境과 人問에 있어서 누가 客뽑이며 초뽑인가를 分明히 하고 이블 

어떻게 計畵u過程에 處理할 것이냐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黃明燦 歡援께 

서 말씀해 주십시요. 

黃1m燦 :Jè..늪- 이 semmar 를 풍해서 제가 느낀 것은 學問의 終홉-點에 到達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 이 듭니 다. 왜 냐하연 學問의 出發이 宇펌의 神책로 부터 哲學이 생 겼고 이 참學에 

서 모든 學間이 分化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월鴻의 모든 學問이 再琮合되는 段階라 생각핍니 

다. ￡뚱境과 計劃j의 分뿔가 어 렵 다고 생 각되 는데 이 問題블 金 敎授는 상당히 論理的으로 피 

력하셨읍니다. 이플 再解釋하자연 짧境論者들이 一般的으로 分類하는 環뚫을 計畵u이라는 立

場에 서 再分類했 다고 생 각하며 뭘;味가 있다고 判節합니 다. 生態系， 造形系， 制度系의 시l 가 

지 測面을 度짜視할 수 없다는 것을 彈調하고 있읍니다. 또한 環境分類에 立때해서 짧境計 

盡u의 接近方法을 金 敎擾는 첫 째 , 環境을 담的힘數에 접 어 넣 자， 뜰째 , 計畵li의 scope 에 있 

어 첼캉원을 릅i劃의 經-ß-體로 하자， 셋째， 끓境計劃에 따라야 할 原則으로서는 生態系의 均衝

과調f口-를 ~t劃의 原則으로 삼자， 넷채 , 이 러 한 目的과 原則에 맞는 approach 로서 는 그 範圍

가 comprehensive 하기 해 문에 system approach 를 해 야 하며 結局 dynamic planning 을 해 

야 한다는 것은 適切하며 諸般問題를 適切히 그리고 論理的으료 指擺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럼 앞으로 論議될 몇 가지 問題를 提起해 보고자 합니 다. 첫 째 資源의 賞困과 環境計畵j의 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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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앓이 缺如되 어 있다면 重흉흉의 選擇이 必、훨할 것 같으며 生態系， 造形系， 制度系로 分類된것 

을 A間의 快適한 生活을 營穩하는데 있어서 重훨한 課題부터 分類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 다. 둘째 , 슴理的인 計畵u을 위 한 planning criteria 問題를 提起하고 싶숨니 다. 都市計劃

을 하는데 있어서 A口密度， 建행問題等이 時急히 주어져야만 環境計盡u家들이 使用할 것입 

니다. 科學的인 計劃課題를 定立하는 것을 더 강찬加했으연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哲學的

인 問題이 지 만 systems approach 에 대 해 論議할까 합니 다. 環境의 component 에 대 한 知識

이 不足할예 어떼한 計盡u技注-올 適用할 컷이냐? 따라셔 이혜 systems approach 를 한다고 

해서 問題가 解決될 것이냐 등이 더 追加되었￡면 하는 아쉬움이 있읍니다. 

司 寶: 감사합니다. 장장 2時間에 걸쳐 發表와 討論이 있어서 休息時間이 늦었읍니다만 지 

금부터 약 10分정도 coffee time 을 갖겠읍니다. 

第 1 分科 綠台討論

司 會:午前 午後에 걷쳐 세분의 主題發表等 세 題目이 相異한 內容을 담은것 같습니다 

만 司웰者가 會議와 聯關된 目的을 얘기한바 와 같이 環境을 많存各 學問領域에서의 觀念規

定과 이 傳統的 規定을 環境問題에 어떻게 取폈할 것이냐에 대해서 펀淳佑 敎授께서는 

m ulti -disciplinary 하게 接近하고， 金壽根 敎授는 綠合的 方法論 내 지 ecology 의 方法論의 혈 

入， 金安濟 敎授는 systems approach 와 interdisciplinary 의 方法을 평入하자고 얘 기 하셨읍니 

다. systems approach 도 그 根源은 biology, cybernetics 等 生勳學과 密接하게 聯關되 어 있 

다는 測面에서 같은 問題를 달리 彈調했다는 點을 들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學問

의 쩔近方法의 試圖와 受容態勢에 대 해 全體討議의 主要 topic 이 되 지 않을가 생 각합니 다. 

이와 關聯해서 錄合討論을 했으면 합니다. 

南宮훔 : 우선 言語의 障隱효을 느끼고 있읍니다. 푸슨 目的의 定立이니 혹은 方法論의 再

檢討똥이 니 하는 말의 正確한 意味의 傳達이 좌、횟할 것 같즙니 다. 그리 고 金安濟 敎授의 論

文중 目的힘數를 어떤 functional form 으로 하느냐 하는 問題블 提起하고 싶으며 또한 dyn

amic approach 는 별로 환영할만한 方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理工系統은 公害의 原

因을 없애는데 공현이 可能하다고보며 社쩔科學系統은 社會制度問題에 力點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各 學間마다 相異하게 使F덤되고 있는 terminology 의 整備와 

統一이 時急한 것 같습니 다. 例를 들면 interdisciplinary 흑은 multidisciplinary 라든가 cybe

rnetics 의 定義， feed back 의 正確한 擺念등을 들 수 있겠읍니다. 

司 寶: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指據하신 terminology 의 整備問題도 있겠지만 生物學，

生態學， 地域計劃學， 建쩔學等에서 共同으로 쓰일 수 있는 用語도 各 分野마다 달리 번역되 

고 있는데 그 混亂의 除去도 環뚫科學의 基껴;課題가 아닌가 저도 역시 느끼고 있읍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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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다른 말씀이 계시연 

尹定燮 : 金壽根 敎授의 論文중에 建葉에 規範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問題가 論議되 었는데 

이는 古代 휘합에서 부터 規範이 있어 왔다는 事實을 指續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建棄家F

의 status 問題는 歷史的으로 變遭을 많이 해 왔으며 社會的 位置도 廣範圍해 지 고 向上돼 왔 

읍니다. 다음 金安濟 敎授의 發表중에 A間이 自然을 狂服할 것이냐 아니면 )1명應해야 할것 

이냐 하는 問題는 東洋에서도 順應의 傳統的 思想이 있었으며 西歐에서도 自然에 )[圓應해 왔 

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 다. 

司 暫: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이 계시면 계속할까 합니다. 

金靈洙 :I科大學이 나 環境大學院의 敎科課程중에 生態學이 나 生物學이 얼마나 包含되 어 

있으며 生態學의 돼究範圍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司 홉:그럼 우선 供淳佑 敎授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숨니다. 

洪淳佑 : 저도 찰 모르겠으나 重몇한 問題같습니다. 建葉에서 生態學的언 approach 란 말 

이 나왔고 또 planning 에서도 生態學的인 問題를 檢討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 課題로서 生態

系를 利用하겠다 흑은 生態系를 利用하는 것도 애우 重要한 課題이다 라는 말도 있었읍니 

다. 저의 生物學에서 말하는 生態系는 生物을 주로 해서 自然속에서 生物과 無生物의 相互

交互作用의 energy IeveI을 自然環境이라 할해 經濟， 社會問題도 生態系와 link 되어 있다고 

보겠읍니 다. 그러 면 生態學이 뽕然 冊을 보고 I夫하는 것 이 生態學이 겠느냐 ? 저 희 들은 賞

驗을 통해 分析法， 測定法을 통해 生態論을 定立할 수 있는 方法論을 쓰고 있읍니 다. 이 런 

뭘、味에서 環境大學院， 工科大學에서 어떻게 짧傷하고 있는지 ? 外國에서는 8學點의 動物學，

植物學이 先修科目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反映되어 있느냐? 이는 매 

우 重훨하다고 생각됩니다. 

金薰洙 : 이렇게 E훨훨한 問題라면 大學의 敎養課程이든 흑은 工大나 環境大學院의 敎科課

程에 어 떼 한 形式으로든 生物學이 나 生態學을 必須的으로 넣 어 야 되 겠읍니 다. 아울러 環境

은 多樣하기 때문에 特異性이 았으며 國家나 地域에 따라서도 特異性이 있다고 봅니다. 따 

라서 깊은 맑究가 必몇할 것 같습니 다. 例를 들자연 우리 나라의 工業團地 造成前과 後를 比

較맑究하는 것도 可험하리라고 봄니다. 또한 A間의 維持와 存續을 위해서는 A間自體가 變

化할 수 있다는 進化論的 考察도 無視해서는 안되겠으며 無分別한 金錢萬能王義때문에 公害

f엽題가 發生하고 있다고 보는데 企業家 스스로의 j텀、考·方式도 是正되 어 야 할 段階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덧풍여 펴않샅理플 위한 基本 data 의 整備도 時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司 會: 감사협-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짧境問題에 대한 基本 data 가 整備되어야 하 

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펴淳佑 敎授와 金安濟 敎授께서도 指橋하셨고 討論參加者께서 

도 指據하셨읍니다만 이러딴 :웰本 data 와 果然 우리의 環境이 어떻게 變狼하고 있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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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洪淳佑 敎授께서 말씀하신 環境管理를 위한 許容限界量의 範圍， 黃明燦 數授의 計훌j基準 

陽究等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時急하며 어떻게 解決해야 할 것인가에 쾌해 우선 權薦杓

敎授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 다. 

權蕭杓 : 外國이 나 우리 나라에 서 環境問題를 論할때 systems approach, 혹은 生態學的 接近

方法等을 대두시키고 있으나 環境의 被害블 正確히 把握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不可能하다고 

봅니 다. 따라서 몇 가지 假定이 必、쩔하려 라 생 각합니 다. 先進國은 環境上의 基準을 設定하고 

그 假定下에서 解決할려고 努力하고 있용니다. 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오칙 하나의 接近方法

만은 危險합니 다. 이 런 意味에서 環境問題는 하나의 새 로운 文化속에서 나오기 때 문에 새 로 

운 接近方뽑이 必、흉흉하다고 생 각합니 다. 

司 會:또 다른 분이 계시면 環境의 基本調훌와 基準과 같은 問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 

시요. 

元鍾勳 : 現實的인 問題가 되겠지만 韓國的 現實을 먼저 보고 解決方法을 模索하는 것이 

必훨할 것 같숨니다. 저는 環境問題를 natural environment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敎

育內容이 缺z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環境敎育이 國民學校부터 진지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洪淳佑 : 네 , 감사합니 다. 우선 제 소관사항을 말씀도리 고 싶은데 제 자신이 中高等學校

敎科書 펀찬위원으로서 상당히 環境問題를 主훨視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本 smmar 의 主題

가 生物學的 環境에 대해서만 局限하고 있어 敎育問題블 갚이 다루지 못했는데 美國의 生物

學敎科書는 “Erie 湖는 사라졌다”부터 始作하고 있￡며 「이 스라엘」의 國民學校 敎科書는 나 

무부꾀 始作하고 있읍니다. 이런 敎科課程을 調훌를 하고 우리도 敎育을 통해서 우선 環境

問題를 가르치 자는 생 각이 대두되 고 있읍니 다. 大學， 大學院의 數科內容에 대 한 맑究가 많이 

되어 있으며 自然保全， 公害問題等을 다룬 報告書가 계속 發刊되고 있어 우리도 이 分野에‘ 

점차 깊은 關心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司 會: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중에도 參席해 주신 朱源 長官께서 저 

휘 討論에 대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朱 源:우리나라의 環境問題는 두가지의 正反對的인 測面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하나는 broad 하고 觀念的인 것으로서 把握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pollution 만 다루 

1 기 때문에 微視的인 把握에만 그치고 밥니다. 그러나 兩者 모두가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 

되 리 라고 봅니 다. 우선 社會指導層의 環境問題에 대 한 認識이 組對~、要하다고 봅니 다. 生命

(을 無視하고서는 環境問題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업니다. 또한 環境問題의 重훨性은 地域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며 環境問題를 다루는 方向도 그때 그때 다르게 接近해야 하며 

flexibility 를 가져 야 할 것 입 니 다. 來日 의 社會의 philosophy 가 把握되 지 않고서 는 環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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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問題解決이 어렵숨니다. 그리고 開發이 반도시 環境을 破壞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휩니 

다. 앞에서 指據하신 資料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各 分野에서의 生態學的 調훌를 모두 魔

集해 이를 합쳐서 fJj用할 수 있는 方案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學者와 專門家들이 韓

國에서의 環境의 最適線을 定하는 問題를 調훌 分析하는 것이 바랑직스러운 方法論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司 賣: 감사합니다. 지금 時間이 超過되었읍니다만 폼 이어서 綠合建議 및 開會에 이어 

"5時까지는 이 seminar 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時間이 大端히 急追합니다만 조금전부터 質問

을 몇請하신 朴炳柱 敎授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朴炳柱:浦項綠合製鐵의計畵u當時， 環境의 被害에 대해 各機關마다서로 다른 環境펀‘梁 

t問題를 發表해서 市街地形成에 莫大한 지장을 招來한 적이 있읍니다. 따라서 첫째 環境뿜梁 

問題에 대한 調훌를 어떤 權威있는 機關에서 正確허 調훌 發表하는 것이 必要하며 둘째 環

境計盡tl基準은 可變性을 둔 基準이 設置되 는 것 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 각됩 니 다. 

朴健浩:環境의 덤的힘數에 關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地域社會의 環境改善이 

惡影響을 며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環境의 담的이 어떻게 設定되느냐의 問題로서는 λ、類社

會全體의 福社增進이 目的힘數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司 寶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金炯萬 博土께서 말씀하신 環‘境計劃의 優先順位와도 關

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羅相紀 敎授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羅相紀 : 環境敎育에 대 한 問題를 얘 기 하고 싶습니 다. 環境에 대 한 훌및，fj풋^들외 認識이 不

足하고 成人에 대한 環境敎育과 탬쫓이 必횟할 것 같습니다. 建葉問題에 있어서도 建葉家들 

이 環境問題에 대 한 敎育을 받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많은 問題가 慧起된다고 보겠읍니 다. 

따라서 建藥科는 I大에 屬하는 것보다 獨立된 學校로 設立되어야 하며 잦훨第에 있어서도 環

;境敎育이 必愛하므로 이 런 點에서 짧境大學院에 都市設計學科의 設圖가 績對로 必、쫓하다고 

봅니다. 

任慶影 : 지금까지는 林業經營의 目的이 주로 經濟林業에만 뚫點을 두어 왔음니다만 外國

에서는 짧境林業， 公렇林業뽑으로 細分되어 R究해 오고 있읍니다. 國際林業機構에도 環境

林業에 대한 分科가 있읍니다. 이곳에서는 公害에 彈한 樹鐘의 發見과 調和된 生態系의 發

展等이 꾸준히 댐주究되고 있읍니다. 이와 關聯해서 food chain 의 破평도 深刻하게 다루어져 

야 하며 林業經營의 目的이 뚫델을 保護하면서 最大의 셨果를 거둡 수 있는 方向으로 變化

되어야 할 것오로 생각합니다. 

司 협: 감사합니다. 아직도 짧問과 짧議펄項을 않이 가지고 계신줄 믿습니다만 저휘들의 

制限받는 時間이 5 時까지이므로 이 程度로서 第 1 分科委員會의 討論을 마치겠읍니다. 지금까 

지 좋은말씀을 해주신 여러 선생념과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벤感謝를드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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