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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이란 어떤 生命體나 또는 社會組織體의 生存과 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요든 外部的언 

與件을 意味하며 經濟問題로서의 環境이라 함은 家計(個)0， 企業， 政府 또는 다른 經濟組

織體의 經濟活動에 影響을 주고 받는 모든 外部的인 與件을 指稱한다고 할 수 있다. 

人間은 經濟活動에 必횟한 物資를 生훌하기 寫하여 原料를 自然으로부터 採取하고 採取한 

原料를 加工하여 製品을 만들며 이 過程에서 發生하는 廢水， 소음， 매 연과 같은 副훌錫을 自然

으로 排出하고 또한 製品을 使用한 後 남은 殘廢緣과 廢棄物은 다시 自然에 處理하고 돌려 

，보냄으로써 環境과 相互 密接한 關係下에서 서로 影響을 주고 받는다고 할 수 있다. 

A口와 經濟活動이 많지 않았을 때얘는 A類가 自然環境으로부터 採取하는 原料나資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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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이 많지 않았으므로 自然資源 拍컵의 問題가 없었으며 또한 原料의 處理나 ÍJnI過웰에서 

發生하는 副塵緣이나 使用後의 殘廢物 또는 廢棄物을 自然에 處理하여도 自然의 吸收能力

이 컸으므로 環境問題는 主흉흉 經濟問題로서 대두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急速한 人口와 塵業과 經濟活動의 增加에 따라 原料採取量이 增大하게 되었고 이 

로 말미암아 自然의 原料 供給 能力이 限界에 達하게 되었으며 또한 原料 處理過程에서 發

生하는 環境 破壞性의 害毒性있는 副塵物의 量과， 使用한 뒤 廢品形態로 버리는 再個環이 

거의 不可能한 廢棄品의 量이 急增하게 됨에 따라 環境破壞도 짧增하였으며 自然環境의 이 

들 펀梁物質의 消化 吸收能力도 限界에 到違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環境破壞는 첫째 資源採取費用의 增大는 낌論 資源不足으로 因한 經濟活動의 繼

續的인 增大에 制約條件으로 鐘頭되 었￡며 둘째 A類의 健康과 幸福을 해 치 고 生活의 칠을 

低下시 킴으로서 經濟的인 福社를 減少시키 며 세 째 市場經濟體制의 擬能을 마버시 키 으로서 

資源의 有效適切한 配分을 不可能하게 하고 있 다. 따라서 「볼탱 J (Boulding)과 같은 經濟學

者는 앞으로 環境의 파괴를 防止하고 經濟活動과 自然과의 均衝을 維持하기 寫하여서는 地

球全體를 하나의 共同生活場인 宇밟船(spaceship earth) (1) ~로 取投하여 섬세한 관리블 하 

지 않으면 얀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서 宇富船의 公書 消化 吸1&能力을 維持 또는 增

加시 키 며 字富船 JIDt海者인 A間의 環境破壞를 減少시키 묘로서 再者의 均衝이 維持될 수 있 

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싸뮤옐슨(Samuelson) 과 같은 經濟學者는 GNP中心 또는 物量擬張中

心의 종래 經濟政策을 修正하자고 하고있다. 

參考的으로 自然環境의 公害吸收能力의 限界性을 말하연~흉業活動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現iE의 大氣의 CO2 含有量이 앞 o 후 統制되지 않는다면 西紀 二千年에는 最少限度 二倍 以

上으로 增加되 어 소위 溫皮했果(greenhouse effect) (2) 를 招來하게 되 어 大氣의 熱 週斷機能

을 增大시 키묘로서 地上溫度블 相當히 增加시 키 게 되 며 이록 因하여 北極과 南極의 萬年雪

과 71<山이 溶解된다면 現在의 地球의 海水面의 높이를 60내지 100피트 程度 上昇시키게 되 

묘로 人類에 一大 핏難을 招來할 것이 據想된다. 

나. 公홈의 分類

環境破壞를 초래하는 公害의 種類와 出處를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公害는 크게 大氣를 

펀梁시키는 氣體狀態의 公害와 水質과 土質을 펀梁시키는 ~體狀態의 公害 및 主로 士質을 

펀梁시키는 固體狀態의 公害로 分類된다. 

氣體狀態의 公害는 交通(特허 自動車)， 塵業， 發電施設， ，援房拖設 및 廢棄物 소각시설等의、‘ 

(1) K. Boulding (參考文歡 1), pp. 3-14 參照
(2) R. Heilbroner (參考文歡 5), p. 464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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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個의 出處에서 發生하며 1970年의 美國의 公害 基準으로 볼 때 이중 交通이 全 氣體狀慮의 

公害中 60% , i1흉業이 17% , 發電施設이 14% , 複房裝置가 6% 그리 고 廢棄物 燒행施設이 3 

%를 各各 차지하며 (3) 이들 公害의 成分은 -醒化벚素， 統黃醒化物， 벚化水素， 뿔素醒化物， 

親塵等의 다섯가지로 區分된다. 

自動車 公害는 主로 一醒化뚫素(全體의 3/4)와 밟化水素(1/7) 이며 塵業公害는統黃醒化物 

(2/5)과 紹塵(1/4) 이고 發電施設公害는 破黃嚴化勳(3/5) 이며 複房施設은 各種 公害物을 골고 

푸 排出한다 (4) 

낀졌體狀態의 公害는 有擬物꿈梁， 傳梁性細훌훌， 微生錫體의 번식 , 有機化學物質(살균제 , 살충 

제， 세척제등)， 無機化學物質의 침전물， 방사능물질， 熱處理에 依한 펌梁等 8個의 出處로 

區分된다. 

固體狀態의 띈梁은 製品을 使用한 後에 버리는 포장불과 殘廢物 또는 廢-棄品의 處理에서 

發生하며 土質ffl梁의 主 根源。1 된 다. 

2. 環境問題의 發生原因

이와 같은 環境問題는 人口의 增加， 塵業活動의 持續的언 成長， 環境破壞的인 技術r의 發

展， 生活樣式의 變化 및 塵業과 人口의 都市集中 現狀等으로 說明할 수 있다. 

가.Á.口의 쩔加 

人口의 增加는 A口密度를 높이며 A口 密度의 上昇은 증출윈 때速훤인-뺀Q를 招來한다. 

A口增加와 公害增加와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數式으로 表示된다 (5) 

公害被害=單位面積當公害量×人口數

人口의 增加는 이미 1798年 「말사스J(T.R. Malthus)가 그의 著書 íA口論」에서도 指續한 

바와 같이 環境破壞를 招來하게 되며 이로 因하여 A口增加의 限界가 주어진다고 하였다. 

나. 옳業의 持續的인 成長

塵業과 經濟活動의 持續的인 成長은 쫓源使用量의 持續的인 增加에 依한 環境資源、의 拍협 

의 深化와 大氣와 水資源과 土地에 누적척인 公害物質의 추적을 招來하게 한다. 이와 같은 

(3) 公害出處別 公害發生 比率은 David M. Gordon, “ Sources and Extent of Pollution," in D.M. 
Dordor (ed). , Problems in Political Economy: Aη Urban Perspective , Lexington, Mass: D.C. 
Heath Co. , 1971, P. 458 參照.

(4) 公害의 分類는 D.M. Gordon의 分類에 따름， D.M Gordon , op. cit. , p. 458-459 參照、.
(5) 公害와 A口와의 關係를 表示하는 數式과 數宇的언 說明은 R.L. Heilbroner. The Economic 

Problem 3rd ed.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lnc. , 1972, pp. 568-570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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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資源의 고갈은 環境資源의 짧少뾰을 초래하며 따라서 지금까지 自由財로서 取댔되펀 環

境은 짧少財로서 生塵훨素의 一部로서 看做된다. 

다. 環壞破壞的 技術의 開짧 

塵業과 經濟活動의 持續的인 成長에 따른 技術의 發展은 環境破壞的인 化生放 E!P 化學的，

生物學的 및 放射性物質을 生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中 放射性 物質은 가장 致命的인 環

境破壞物質이며 DDT, 세척제， 化學맴料 等과 같은 化學的 物質은 그 셨果가 持續的이므로 

再價環이 거의 不可能하며 公害셨果의 축적과 長期化를 招來하게 된다. 

環境學者 「에 릭 히 J (P. Ehrlich) 에 依하면 世界 各處의 어 린이 가 우유를 통해 서 먹 는 DDT 

의 量은 世界保健機構(WHO)가 設定한 許容限度를 二倍以上 超過하여 왔다고 지적하였으 

며 (6) r콤머 J (B. Commer)에 依하면 美國의 農業은 化學服料의 繼續的언 便用으로 因하여 

土地의 EEtÆ度의 破壞와 甚한 水源、의 함3梁을 가져 오므로 앞으로 50年 以內에 一大 危機를 

맞이 할 것으로 展뿔하고 있는 實情이 다 (7) 

또한 앞으로 藏想되는 超즙速飛行擬(SST)의 出現은 SST의 飛行雲形成에 따라 莫甚한大 

氣펌梁을 諸發할것으로 쫓慮되고 있다. 1968年의 UNESCO쩔議報告書에 依하면 地球는 大

氣 펌梁하나 만으로도 20年 以內에 살기 에 不適當한 곳이 될 것으로 展뿔하고 있는 實情이 

다 (8) 

또한 技術의 發展은 파괴와 재순환이 거의 불가능한 플라스틱과 같은 製品의 開發과 生活

化를 招來하여 公害의 持續化와 永績化를 招來한다. 

라. GNP成長과 生活權式의 變化

GNP의 成:톱은 經濟活動의 物量 f용加를 通한 環境資源 고갈과 廢棄物의 增加에서 오는 環

境펌梁을 초래하고 또한 物흉 增加는 貨物交通量의 增加를 通한 연료소요량과 大氣i땀평의 增

加블 초래하게 된다. 經濟成長을 通한 個人所得의 增加는 自家用車의 f曾加는 찌論觀J\:;鎭樂 

等의 需몇增加로 因하여 自動車 뿔位쫓當 走行거리를 增加시키므로 亦是 연료 消寶量과 公

害의 增加를 가져오며 {固끼“所得의 f협加는 交通훌의 增加뿐만 아니라 消費性向의 變化를 가 

져 와 消、費支出 彈力性이 높은 製品의 需要를 增大시 키 게 된다. 消費支出 彈力性이 높은 製

品은 主로 化學製品 또는 機械製品으로서 公害發生製品이며 이들 製品 消費와 生塵이 所得

增加와 더불어 f촬加하게 된다. 

ø'J훈 들면 종래의 포장용지는 플라스틱製品으로 대체되어 왔는데 이러한 풍략스틱 製品은 

破懷가 거의不可能하므로 環境破壞몇因으로서 자연에 축적이 된다. 

(6) , (7) , (8) R. Heilbroner(參考文歡 5) pp. 464-465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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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個A所得의 增加에 따른 休R뿔의 長期化와 交通盧業의 發達에 依한 旅行時間의 단축 

等은 觀光 願樂施設과 유원지 施設等의 使用의 增加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施設과 關聯環境

의 破壞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GNP成長과 公害增加의 關係를 보면 公害의 成長率은 

GNP의 成長率 또는 그 以上의 速度로 增加하게 되 며 輕濟成長의 速度가 빠를 수록 公害의 

增加速度는 더욱 커진다는 데에 根本的인 問題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國民總生塵面에서 볼때 經濟規模는 1964年 以來 2倍가량 鍵大되었는데 

反하여 不動의 公害出處인 그:場活動을 나타내 는 塵業生盧指數는 4倍以上이 되 었고 움직 이 는 

公훔出處인 自動車훨數는 1964年의 3萬8千臺에서 1973年에는 16萬훌로 亦是 4倍以上이 되었 

다. 

앞으로 개 인소득이 約 3倍가량 增加되는 1980年代의 自動車 臺數는 놀라울 程度의 數가 

될 것으로 據想되고 盧業活動 亦是 急增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 自動車냐 工場들이 排出해낼 

公害를 생각하면 可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 훌業과 A口의 都市集中

E흉業과 人口와 自動車는 都市指向的이 며 特히 自動車는 都市指向的 性格이 彈하여 우리 나 

라의 경우 全體 自動車 臺數의 半 程度가 國士의 1%도 안되는 서울에 集中되어 있다. 이와 

같은 經濟活動과 自動車의 都市集中은 工場公害와 自動車公害의 都市集中을 招來하므로 이 

는 都市 自體가 發生하는 都市公害와 더불어 都市環境 破樓의 基本훨因이 되고 있다. 

都市經濟學者인 「울만」에 依하면 入口 一百萬의 都市가 維持되기 寫하여 는 每日 63萬懶악 

물과 2千P願의 食樓과 9千l願의 燦料를 都市에 「인풋J(input)으로 供給해 주어 야 하며 또한 이 

로부터 發生하는 50萬觸의 %훗體狀態의 公害와 2千願의 固體狀態의 公害 그리고 9百懶의 氣

體狀態의 公害를 「아웃풋J(output)으로 都市에 서 流出 處理해 주어 야 한다고 하였 다. 이 는 

꺼論 美國을 基準으로 算定한 都市 自體의 公害이기는 하나 都市가 成長함에 따라 急增하 

게 될 都市公害量의 規模블 찰 提示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經濟成長은 경제活動과 A口의 都市集中을 유말하므로서 都市自體의 公害를 招

來하게 되며 이와 더블어 塵業活動의 增加에서 오는 工場公害와 個人所得 增加를 通한 自動

車臺數의 增까에서 요는 自動車公害의 增加를 招來하게 되므로 史家 「로인비」數授는 그의 

著書 「움직이는 都市」에서 이와 같은 現象은 앞으로 人類가 當面할 緊急한 問題라고 하였다. 

3. 環境問題의 不可避性

이와 같은 環境問題는 다음과 같은 制度的 및 技術的인 面에서 그 發生이 不可避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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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가. 制度的 問題

市場經濟體制下의 生훌過程에서 特定한 公害의 發生은 制度的으로 거의 不可避하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市場經濟體制下에서 生옳은 人件費 原料費 等과 같은 生塵業體의 內部費用

(internal cost)과 生塵過程에서 소음， 매연， 廢棄物等이 生盧되어 社會費用을 增加시키는 

生塵業體의 外部費用 (external cost)을 초래하게 되는데 企業體는 外部費用을 고려하지 않 

고 內部費用만 計算하여 生塵活動을 하게 되므로 公害發生과 環境破壞는 市場生옳體制下에 

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環境破壞는 生塵過程에서 초래되는 經濟全體의 寶用을 增大시키는 훨因으로서 

外部非經濟(external diseconomies) 임에도 不抱하고 生塵費에 反影이 되지 않으므로 生훌過 

程에서 짧制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技術的 問題

技術的인 問題는 두가지 理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기술척으로 生옳過程에서 

使用되는 全 「인풋J (input) 또는 原料의 全量이 「아웃풋J(output) 또는 製品에 包含되게 할 

수만 았다면 生塵過程에서 公害와 같은 副塵物이 生塵될 수 없지만 技術이 效率的이 되지못 

하므로 말미암아 環境破壞‘ 要因이 生塵過程에서 發生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어떤 公書는 大量으로 發生하면 緣뼈Ij不可能한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大氣

中혜 發散된 公害物質은 化學反應을 通한 새로운 公害物質을 生成하며 水中에 包含된 公害

物質은 據測할 수 없는 特定 生命體를 破壞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環境問題는 制度的인 面과 技術的언 兩面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의 對策은 制度的

및 技術的언 測面에서 다같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 있다. 

4. 環境問題의 接近方法

가. 經濟的 分析方法 :1&益-費用分折

環행j破壞로 因한 外部非經濟의 增加는 社웰的인 費用임 에 도 不均하고 個人 生塵꿇體의 生훌 

훌3에 包含되지 않으므로 이와 갇은 生塵費의 算出은 製品生뚫의 總費用을 나타내는 것이 아 

니므로 市場經濟下에서 가장 휠쫓한 價洛의 짧劃 ~p 費用과 收益을 充分히 反影하므로서 

財貨와 用彼의 效率的인 配分을 擔當하는 않웹이 困難하게 되므로 市場 經濟體制의 機能과 

겠率性이 減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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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環境破壞의 費用은 生盧業體의 內部費用과 같이 生옳費用에 包含토록 하묘로서 개 

인적 限界費用(MPC-marginal private cost)과 社會的 限界費用 (MSC-marginal social cost) 

이 같도록 하되 아울러 費用과 收益을 같도록 하으로서 資源의 適切한 配分을 이룩하자는것 

이다. 

公害統制에 關한 收益-費用分析(cost-benefìt analysis)을 「하일부로너 J (9) 의 接近法에 따 

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公害統制 또는 減少의 收益과 費用은 公害의 有害性 여부와鏡制 

의 難易性 與否에 따라서 決定된다. 이를 그림표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 1. 公害減少의 費用과 收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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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에 依하연 限界收益曲線의 높이는 公害의 有害뾰을 나타낸다. e.p 限界收益曲線 2는 l 

보다 더 有害한 公害블 表示한다. 또한 公害의 減少는 처음에는 많은 收益을 가져오나減少 

量이 커짐에 따라 증가되는 限界 收益의 量은 점점 적어지게 되며 100%에 가까운 公害를 

減少시컸을 때에 얻어지는 限界收益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經濟的인 公害減少量은 OE e.p 限界費用의 增加速度가 커 지 는 量이 아니 라 OC가 

되며 따라서 經濟的인 接近方法에 依하면 多少의 公害는 許容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公 

害의 有害性이 比較的 적 은 限界收益曲線 1의 경우이 며 有害性이 큰 경 우에는 經濟的언 公

害減少量은 OE가 되어서 許容되는 公害量이 적게 된다. 

나. 制度的 接近法

制度的인 接近法에 依하면 公害發生 또는 環境破壞를 가져오는 活動을 @ 法律로서 規制，

@ 租짧藏課 또는 @ 補助金 支給으로서 環境破壞와 公害發生을 防止 또는 減少시 키 도록 하 

는 세가지의 方훨이 있다. 첫째의 方法은 法的인 統制이며 公害基準의 設定， 公害發生最高

(9) R. Heilbroner, op. cit. , pp. 572-572.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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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度의 設定， 生훌單位當 許容量의 指定等의 홉律을 制定함으로서 統制하며 公害의 有害性

이 크거나 毒뾰이 彈한 경우에 했果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및 셋째의 方法은 經濟的언 諸導政策이라고 할 수 있으며 租親에 依한 方法은 生塵→

業體가 발생 하는 公害나 環境破壞에 對하여 「公害鏡」 또는 「環境脫」를 購課하므로서 生옳業 

體가 社會에 부하시키는 外部費用을 企業의 內部費用과 같이 生옳費에 포함시키므로서 자원 

의 썼率的언 配分을 도모하자는 것이며 技術的 및 行政的으로 實行이 可能한 경우에는 所

뿔스러운 方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租鏡는 量의 統制가 困難하고 또한 公害發生者가企 

業體가 아니고 市나 또는 其他 公共機關일 해에는 초세 부과가 사실상 不可能하므로서 이러 

한 경우에는 公害量 減少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公害統制裝備開發에 관한 補助金

支給方뽑이 所쏠스러운 方홉이라고 할 수 있다. 

다. 技術的 接近法

技術的 接近法은 舊기술에 依하여 발생한 公害를 쳐리할 수 있는 新技術의 開發과 연소기 

관의 新發明에 依한 各種 公害物質의 연소기관外의 排出을 防止 또는 減少시키는 두개의 方

法으로 區分된다. 

라. 計훌:IJ的 接近法

將次 우려되는 公害와 環境破壞를 據測하고 이를 防止 또는 減少시키기 寫한 公害計劃또

는 環境保存計劃等의 樹立에 依한 接近法等을 들 수 있다. 

마. 其他의 接近法

(1) 自由主義的 保守的 및 急進主義的 接近方法

自由主義的 接近方法은 公害統制를 寫한 法의 制定等 o 로 政府의 彈力한 規制를 內容으로 

하며 保守的 方法은 政府의 統制나 法的인 規制는 可能한 限 펴하고 조세나 보조금 等의 形

態로 經濟的 諸導政策을 王張한다. 

急進主義的 接近方法에 依하면 市場經濟體制下에서는 企業은 最大 可能 利潤과 最大 可

能 成長率을 追求하므로 公害가 짧增하고 또한 公害는 童的인 問題 뿐만 아니 라 質的으로 

惡化하는 경향이 있으며 政府는 大企業의 利益을 變化하므로 市場經濟體制下에서 公害統制

는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한다. 또한 大企業은 公害統制를 穩한 새로운 製品을 開發하여 公

害統制옳業을 發展시켜 시종일관 利潤追求에만 좋念한다고 하며 했率的인 公害統制에 對한 

否定的언 態度블 取한다. 

(2) 公害의 輸出

製品의 製造過程 또는 採抽過f몸에서 公害發生量이 많거 나 環境破壞의 度가 甚한 製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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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入함으로서 公害를 輸出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例컨데 「니이스」는 美國은 설탕을 國內에서 製造하지 말고 A口密度가 낮으으로 公害에 

많은 神經을 쓰지 않아도 될 j한道 近處의 國家에 서 輸入하는 方法을 제 시 한 바 있다. 

5. 호훌 隔究課題

環境에 關한 經濟的인 隔究는 그 歷史가 짧은 편이며 經濟的인 測面에서 본 環境에 關한 

王훌課題를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가. 環境의 經濟的 分析方法의 開發

環境問題는 다음과 같은 特뾰이 있으므로 종래의 方法으로는 分析이 困難하다. 

첫째 環境破壞의 費用과 環境改善에서 오는 收益 또는 便益은 分散되며 따라서 個個人으 

로 볼해는 比較的 적은 펀이나 經濟全體로 보면 크다. 

둘째 環境은 사람에 따라 用途가 툴리 며 使用價f直가 相異하다. 

세째 環境變化의 影響은 廣布性이며 變化가 일어난 장소에서 멀리렐어진 곳 까지 影響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또는 行政的 地域의 限界가 問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째 環境의 많은 部分은 再生이 不可能하며 對替가 不可能하므로 價橋表示가 거 의 不可

能하다. 

다젓째 環境은 公有性이 큰것이 많고 公共財塵인 경우가 많으묘료 價格形成이 不可能하다. 

以上과 같은 特性￡로 因하여 종래의 經濟分析方法(費用-收益分析包含)으로서는 環境問

題의 適切한 分析이 困難하므로 새로운 分析方法의 開發이 必要하다. 

나. 持續的인 經濟成長의 追求問題

高度의 經濟成長은 環境의 資源供給能力을 低下시키며 盧業活動의 增加에 依한 公害物質

과 廢棄物의 急增 및 環境에로의 排出과 處分은 環境의 이들 物質의 消化 吸收能力을 限界

에 到達하게 하므로 개벨 국가경제성장은 물흔 별도의 문제이나， 전세계 전국가의 持續的인 

經濟成長은 事寶上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또한 GNP 中心의 經濟成長의 繼續的인 追求는 

所똘스러운 것만도 아니하는 것이 선진국 환경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하일부로너」의 計算에 따르연 地球上의 全λ‘類의 生活水準을 現在의 美國水準으로 向上

’시 키 기 옳해서 鐵의 生塵量은 現在 生盧量의 75倍， 납은 200倍， 錫은 250倍 增加시 커 야 한 

다고 하며 이 는 地球의 資源供給 能力￡로서 는 도저 히 不可能하묘로 世界 全 復進國의 生活

7.1<.準을 美國水準으로 向上시키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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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現在까지 는 國民經濟福社의 뼈iJ定R度로서 GNP(gross national product 國民總生옳) 

擺念이 使用되어 왔으며 따라서 GNP의 上昇은 國民經濟福社의 上昇을 意味하는 것으로 持

續的언 GNP의 成長이 經濟政策의 主目標로 追求되 어 왔다. 그러 나 經濟活動과 生盧過程에 

서 는 福社를 增進시 키 는 財貨와 用投만이 生塵되 는 것이 아니 라 層生을 減少시 키 며 環境을 

破壞하는 公害와 같은 害로운 物質도 生옳되 므로 利로운 物質과 用짧만을 合計한 擺念인 G 

NP만으로 福社를 測定할것이 아니라 害후운 公害의 合計인 GNP(gross national pollution 

-國民總公害)도 아울러 考慮하므로서 國民總生塵에서 總 公害를 減한 純國民經濟福社擬念

을 經濟全體의 經濟福社測定R度로서 使用해야 된다는 思想이 先進國 經濟學者들의 支配的

인 見解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GNP숭상 思想은 修正되기에 이료렀다. 

「노도하우스」와 「로먼」敎授는 M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觀念을 (10) GNP觀念

代뭘에 使用할 것을 主張하였고 最近 노벨賞 受賞 經濟學者언 「싸뮤옐슨」은 NEW(net 

economic welfare-純國民經濟福社)의 搬念을 (11) GNP와 補完 使用할 것을 主張하였다. 이 

렇게 하므로서 經濟生活의 物量的인 面만이 아니 라 質的인 面도 아울러 測定할 수 있게 하 

자는 것이다. 

GNP와 NEW의 關係는 圖2와 같이 表示할 수 있다. J:l.p 經濟成長·의 初期에 는 GNP의 水

準이 낮고 公害의 量과 環境破壞도 적으므로 GNP와 NEW의 差異는 크지 않으냐 經濟成長

이 커짐에 따략 公害와 環境破壞가 甚해지므로 GNP와 NEW의 差異는 점점 커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a로의 經濟成長은 NEW의 成長이 이루어 지 는 方向으로 追求하여 야 된다고 하 

며 이 를 줬한 한가지 方法으로서 는 GNP生塵中 物的 資源의 使用量이 比較的 적 은 옳業 特

圖 2 GNP와 NEW의 成長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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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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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Nordhaus. W. and James Tobin , “ Is Growth Obsolete?" in 뀐'ftieth Anniversary Colloquium,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2 參照、.

(11) Samuelson, P. , Ecoηomics， 8th ed. , New York: McGraw-H iI1 Co. , 1973, p.195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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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써 버스， 敎育， 文化塵業等에 置重하는 것이 다. 

「볼딩」을 中心으로 하는 一部 經濟學者들은 더 以上의 環境破壞를 防止하고 現在의 經濟

水準을 維持하면서 生活의 質的 向上을 옳하여 ZEG(zero economic growth-經濟成長의 

零和)와 ZPG(zero population growth-人口成長의 零和)를 앞으로 經濟目標로 할것을 主

張하기 까지에 이르렀다. 

上述한 바와 같이 公害와 環境破壞의 激增은 持續的인 高度成長의 減速을 不可避하게 만 

들었으며 物量鍵張 中心의 단기적 政策은 生活의 質的인 面을 彈調하는 長期的인 政策으로 

轉換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다. 公害鏡制를 옳한 經濟政策

租脫， 願課金 또는 補助金等의 政策을 適切히 使用하묘로서 公害와 環境破壞를 防止 또는 

滅少하고 公害와 環境破壞흘 價格에 반영 하므로서 資源의 適切한 配分을 期하자는데 政策의 

意義가 있다. 

公害와 環境破壞는 外部非經濟로서 社會全體의 費用增加를 招來함에도 不抱하고 生옳業體 

의 費用에는 算定이 되지 않A므로 製品費用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企業의 繼續的

인 生塵過程에서 公害와 環境破壞의 계속이 불가피하게 되며 또한 生盧製品의 價格은 公害

와 環境破壞의 費用을 반영 하지 못하므로 市場經濟體制에 서 主機能을 擔當하는 價格은 資源

의 效率的인 配分 沒劃을 할 수 없게 되 어 市場生塵體制의 機能을 低下시 키게 된다. 

그러므로 租鏡블 通하여 公害와 環境破壞와 같은 企業外部費用을 企業內部費用에 包含시 

켜 限界個人費用과 限界社會費用이 一致하도록 하여 價格이 全 費用을 반영로록 하자는 것 

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指續한 바와 같아 公害와 環境破擾는 從來의 經濟問題와는 相異한特 

珠性， 즉 效果의 散在性， 廣布性等의 特珠性이 있으므로 技術的 및 行政的으로 어떻게 적절 

한 水準의 租鏡를 敵課하고 補助金을 支給하느냐 하는것이 問題이다. 

라. 制度的인 問題

公害와 環境破壞 防止와 統制를 寫한 專擔機構의 設置와 公害와 .環境破壞 統制를 寫한 地

區의 設定 및 運營에 必、훨한 社會制度 및 이 에 關한 經濟的 돼究가 必、훨하다. 

環境學者 「헨 리 J(A. Henry)에 依하면 美國 「칼리 포니 아」주의 관개 시 설地區制度는 極히 했 

率的이고 利로운 것이으로 「칼리포니아」 金鍵 發見 以上의 價{直가 있다고 하였다 (12) 이 以

(12) Gaffney, M.Mason, “ Welfare Economics and the Environment," in H. Jarrett (ed) , Eηνionm
ertal QμaUty in a Growing Economy , Baltimore, The Johnes Hopkins Press, 1966, pp. 88-

104 參照.



320 環형좋論홉훌 

外에도 「칼리포니아」써의 배수시설지구， 홍수통제지구， 공해통제지구， 위생지구， 수자원보호 

지구 等의 諸制度는 했率的인 制度로 간주된다. 

마. 技術의 開發

生塵過程에서의 公害發生은 技術의 非쳤率性에 基因하으로 技術의 開發로 生옳過程에서 

發生하는 公害를 防止 또는 量을 減少하고 또한 지금까지의 公害物 處理 中心의 技術을 再

便用 中心의 技術로 開發하며 大氣펀梁의 大部分을 차지 하는 交通公害를 防止하기 寫하여 

發煙없는 交通手段의 開發뽑에 關한 鼎究가 必、要하다. 

바. 都市環境破壞 防止롤 寫하여 A口와 훌業의 都市集中 뼈1制어! 關한 맑究 

사. 其 他

1) 保健 衛生

公害와 健康， 횟病 및 死亡과의 關係 및 費用에 關한 맑究 

2) 人口의 安定水準維持

環境과 合理的언 人口密度의 維持에 關한 돼究 

3) 公害의 輸出

製造 또는 採抽過程에서 公害發生量이 많은 製品은 國內製造를 피하고 外國에서 製

造토록 하여 輸入하자는 것이다. 

6. 結 論

經濟活動을 通하여 A間은 上述한 바와 같이 環境과 密接한 關係下에서 서로 影響을주고 

받는다.Á間은 物質的 짧뿔 充足에 必훨한 財貨와 用짧을 生훌하는데 ;Q:，、흉용한 資源、을 環境으 

로부터 採取하고 이플 資源을 使用하여 製品을 만들며 製品 生塵 過程에서 發生하는 公害와 

같은 必훨치 않은 副옳物은 環境으로 排出하고 完成된 製品은 使用後에 殘廢物 또는 廳棄物

의 形態로 다시 環境에 處理하므로서 環境과 緊密한 關係에서 相互 影響을 주고 받는다. 

A口의 數가 적고 경제말전의 정도가 낮았을 때에는 原料採取量이나 公害排出量 또는 廢

棄物의 處理量이 적었으므로 環境은 人間의 活動과 生活에 制約을 주지 않았으나 A口의 增

加와 쯤濟성장의 速度가 빠름에 따라 原料採取量이나 公害 및 廢棄物의 排出 및 處理量도 

激增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環境의 人類에 對한 資源供給能力이나 公害와 廢棄物의 消化 吸

收能力도 限界에 到達하여 A間의 經濟活動의 制約條件으로서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環境의 破壞는 環境의 靜少性을 增加시키묘로서 從前까지는 自由財이던 環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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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繹少財로서 하나의 生훌휠素化 되 었으며 따라서 生훌面에서 費用의 上昇要因이 

되었고 또한 環境破壞는 生活의 質을 低下시킴으로서 國民經濟福社의 減少要因으로 대두되 

었다. 이 와 같은 環境의 經濟的인 重훨性의 變化와 增大는 지금까지 의 GNP中心의 物量的

인 據張을 追求하던 經濟目標의 修正을 不可避하게 하였으며 外部非經濟로서 대두된 環境

의 파괴는 價格機能의 低下를 招來함으로셔 市場經濟體制下에서의 資源의 適切한 配分을困 

難하게 만들고 있다. 

이 와 같은 環境問題의 分析을 寫하여 지금까지 經濟福社의 R度로 使用되 어 오던 GNP觀

念은 다시 評價되어 NEW e.p 國民純經濟福피止觀念의 使用이 主導되고 있으며 從來의 經濟問

題와는 相異한 次元에서 다루어야 할 環境問題의 分析을 寫한 새로운 分析方法이 要請되고 

있는 實情이다. 

環境問題는 산업活動과 經濟活動의 規模의 팽창에서 요는 옳業環境的인 問題뿐만 아니라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全世界的인 共通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Å口와 經濟活

動이 都市에 集中하게 되므로 都市生活環境의 問題가 더 큰 문제로서 대두하게 된다. 

人類의 歷史와 興亡을 「도전과 應戰J (chalIenge and response) 의 過程으로 說明하는 世紀

의 史家 「토언비」敎授는 앞으로 人類의 興亡盛豪는 人間이 얼마나 잘 環境을 다스리고 克服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최근 「볼탱」을 中心으로 한 一部 經濟學者들의 앞으로의 경 제 목표를 ZEG나 ZPG로 하자 

는 主張이나 또는 地球 全體를 하나의 宇富船으로 取投하여 섬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 

다는 主張은 「동인헤」敎授와 같이 앞 o 로의 人間의 生存에 環境이 얼마나 重훨한가를 說明

하모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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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討

等뎌덩視 

手目的과 

홈公均 : 지금 韓國에서는 經濟成長을 國家 目標의 最優先I1價位로 잡고 公害問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GNP를 올려야 하는가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段을 전도하는 現象을 보이 고 있읍니 다. 다시 말하면 GNP 를 올리 는 것이 最大福人間의 

m止를 올려 주은냐 하는 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생각합 올리기 鎬해서는 環境問題에 더 핍究와 政策을 써야 되리라고 GNP 를 둘째로는 

相표補完物이기 

아니고 

아니고 

때문입니다. 결국 問題는 經濟學的으로 공기， 물과 같은 環境財가 無制限된 物件이 

制限된 物件인 고로 우리가 物件을 사는거와 같이 制限된 物件으로 알고 그 物件에 다가 價

橋을 매겨서 使用하는 것이 한가지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崔凡鍾 : 먼저 公害問題를 한 나라 한 國家에 限定시 켜 보는 碩向이 있지 

니 다. 왜 그러 냐 하면 公害와 GNP 는 經濟學에 서 말하는 代替物이 

생각 않나하는 

이 듬니다. 생각컨데 公害라는 것은 지급 先進國 經濟가 開發한 技術， 高度의 生活水準을누 

립에 따라서 일어나는 副塵物이기 때문에 지금 開發途上國의 여러 나라들이 被害를 보고 있 

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짐니다. 거의 大部分의 公害를 先進國이 生塵하고§ 있는 現在의 與件

疑問을 下에서 왜 復進國이 公害에 對해서 많은 돈을 支出해야 되는지에 對해서는 相當한 

가지게 됨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相當히 理想的인-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公害

共

이러한 問題는 先

自己네들이 만들 

問題는 先進國이 일단 모여서 自己들 自體內의 어떤 機構를 가지고서 이 問題에 對해서 

同으로 많은 費用을 들여서 이 問題를 解決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進國이 中心이 된 어떤 國際機構와 같은 것이 있었어 共同많究를 通해서 

거기에 對해서 어 어 놓은 問題이니까 自己들이 많은 費用을 들어서 解決을 하면 後進國은 

그二 程度의 被害補慣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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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經濟學的언 意味에서 公害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相當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냐하면 經濟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換算하는데 公害問題란 것은 從來의 價格機構

를 通해서는 解決하기가 힘들기 해문이다. 從來의 價格機構란 各個個A에 自由로운 經濟活

動을 通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公害問題란 個個A의 經濟活動을 떠난 社會全體로서 가지 

는 問題이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는데는 從來의 價格機構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 

다. 이와 같은 價格機構를 補完하는데 있어서 어떤 方案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것을 鍵示한 

것이 316f페이지」의 圖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限界費用가 限界收益을 考慮하 

여서 이와 같은 圖表에 依해서 價格을 매긴다고 한다면 약간 不滿이 있을것 같습니다. 왜 

냐하면 이와같은 方法에 依해서 價格을 決定하는 경우에 어떼한 企業體는 公害를 많이 生

훌하였는데도 價格을， 一種의 親金 같은 것을 적게 낼 수가 있고， 어떤 企業體는 많이 낼 수 

가 있는 公平의 原則이 適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의 意見￡로서는 이와 같윤 方

法보다는 오히려 公害를 除긍긍하는데 必훨한 總費用을 가지고 鏡金을 購課하는 根據로 삼았 

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 다. 

物理學을 하신분의 이야기로는 公害 問題에 對해서 그것의 除去는 技術的으로 可能하다 

고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찌論 그분들의 이야기를 全的으로 받아드랄 수는 없겠읍니다만결 

국 問題는 除去費用의 願數가 問題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領數의 負擔은 國家와 企業이 함 

께 負擔하는 것이 적절한 方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公害問題의 國際 關係를 말씀해 보기 로 하겠읍니 다. 볼딩은 요지 음 「제 로」經濟成 

長 「제로JA口成長이란 理論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理論윤 公害的인 測面에서 볼 때 

너 무나 先進國中心的인 이 야기 인 것 같습니 다. 換言하면 先進國의 경 우에 있어서 는 高度의 

經濟成長과 生活水準을 維持하는 段階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程度의 水準에서 머물고 後進

國 역시 지금 狀態의 水準에서 머물자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생각윤 조금 不公平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기 

보다는 先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高度의 生活水準을 維持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程度 회생을 하여 公害問題를 解決하게되면 後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程度의 經濟成

長의 숫地를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준 : 여기서는 A間과 環境을 經濟와 公害의 等式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社會가 經濟的으로 짧展하게 되면 그것이 A間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面이 

있었으연 합니다. 

t 金炯國 : 저는 宋험洛박사의 發表가 그 接近方法에 있어서 어떤 一面만 보고 있지 않냐하 

는 생 각을 합니 다. Il.p 公害問題를 이 야기 할 때 環境의 훨素인 불과 공기 를 하나의 生E흉費用、 

으로 잡아서 從來 外部費用이떤 것을 內部費用으로 하자는 하나의 生塵의 立場에서만 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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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즉50 

""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經濟를 두 가지 活動으로 나누면 消費活動으로서도 

놓 수 있읍니다. 그래서 環境을 하나의 消費財로서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데 對한 

及이 없지 않나 싶줍니다. 例컨데 大都市에 가면 空氣뿜梁이 農村보다 집합니다. 이와 같 

윤 경우에 都市에 가면 더 많은 質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環境의 快適性은포기하겠다고 

하는 環境을 消費物的인 測面에서도 接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그 다음 두번째로 없長이 公害를 낳는다고 하였읍니다. 저는 거기에 첨부를 해서 

mechanism 이란 것이 公害를 낳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精神， 조급 막연한 말이 되겠읍니다 

成立하 

만 經濟發展을 企業家精神에서 찾았던 「숨페트」의 理論과 마찬가지로 이제 成長萬能이 라는 

思考方式이 公害를 낳는다는 點을 看過할 수 없을 것 같습니 다. 

세번째로 꼭 成長과 公害가 等式關係로 成立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봄니다. 왜냐하면 投資를 非公害事業에 하는 경우 이와 같윤 關係는 

지 않숨니다. 

반드시 

便用總費用方法을 그 다음에 마지 막으로 崔凡鍾敎授의 公害에 對한 脫金願課에 있어서 

依

어떤 

하자는데 對해서는 조금 同意할 수 없는 점이 있읍니다. 現在 經濟學이 費用便益分析에 

해서 限界費用과 平均費用의 差異만큼의 鏡金을 부과하자는 接近方法이 그런데로 

論理를 前提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崔敎授任은 社會的 費用과 個A的 費用의 

어떤 과세나 비용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公害를 없이하는 總費用으로서 

자고 하였는데 이와 같윤 경우 조금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郞 비행기에서 내는 어떤 소 

음이 있다고 해서 비행기 그 自體는 除去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接近하 를
 

異差

그래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견다어 낼 수 있는 水準￡로 公害를 줄인다면 公害問題는 그런데로 解決할 수 있다고 봄 

A體서 우리는 그와 같윤 것을 除去하는 總對的인 理想的 立場에 

니다. 

박영한 :A間과 環境이 무엇인가를 貝體的으로 밝힐 수 있는 論議가 있었으면 합니 다. 방 

금 經濟와 環境에서 다룬 것운 소위 週機能的인 測面에서만 볼 수 있는 公害닫梁問題만 

을 취급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펀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좋지 까 λ、間과 環境間의 關係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 하나 貝體的으로 추적하는 것이 

않을까 싶습니다. 

分科 緣台討論2 第

賣 : 韓相福， 金光雄， 宋p3洛敎授의 論文들이 一見 보기 에 는 모두가 아무런 關聯이 없 ‘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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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같으면서도， 郞 다시 말하면 擺念的틀이나 接近方法에 있어서， 또는魚點에 있어서나， 

相當히 差異가 있는 것 같으나， 1셰미나」를 主{崔한 저휘들은 그 가운데 우리 敎科팀이나맑 

究活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測面들이 있지 않을까하는 것을 유심히 注意하여 보았읍니다. 

제 印象으로는 이 세 분의 論文들이 소위 社會科學論文이 라고 보는데 , 그럼 에 도 不對하고 

生態觀 乃至 生態學的인 觀念들이 環境問題블 짧究하는데는 相當히 깊은 影響을 미치고 있 

지 않나 하는 i般的인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大體로 세분이 다 環境이라는 것윤外部的인 

條件의 總體라는 點에셔는 意見의 一행를 보고 있으면서 그 外部的 條件이라는 컷이 얼마 

나 모호한 觀念이라는데 對해서는 大體록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곁들 

여서 무엇에 外部的인 條件이냐 하는 問題에가서는 多少 세분이 그 초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읍니다.Á類學의 경우에 있어서는 A間의 集團으로서 生存 乃至 文化 等等이 

그 무엇의 實質을 究明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社會學 乃至 行政學， 政治學

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內容이 具體的알 수 있는 可

-能性을 보여 주고 있읍니 다. 아까 姜信澤박사께서 「콤멘트」를 하시 면서 金光雄先生의 論文

을 補充하였읍니다만 A間이 自己의 目的을 設定하고 그 實錢을 追求하여가는 存在라고 하 

는 그것이 그 무엇의 內容을 規定짓는 社會科學의 공헌이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런 점 

에서 저휘들은 조금 전에 朱박사께서 말씀하신 公害의 測面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價格을決 

定한다고 할 때 問題가 金炯國敎授와 崔凡鍾敎授間에 論議가 되었옵니다만 이런것 역시 環

境핑주究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무엇의 條件을 究明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또 A類學의 경우에로 다시 돌아캅니다마는 社會科學이나 마찬가지로 兩學問이 

저휘들에게 그 示浚하는 바로는 環境을 맑究한다고 하는 것이 單純히 環境으로부터 A間에 

對한 影響이라는 것이 아니라 相互 interact 한다는 것을 環境을 맑究하는 사람들에게 示俊

해 주는 바가 있고 그 interact 한다는 것을 文化A類學을 하시는 분들이나， 社會學， 政治學，

行政學을 하시 는 분들이 소위 適應의 過程， adaptation process 라는 concept 를 가지 고 저 휘 

들에게 示埈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宋며洛 博土의 경우에는 公害問題라 하 

는데 集點을 두고는 계 십 니 다만 環境問題와 關聯해 서 조금전에 政治， 行政쪽에 서 環境을 /κ 

間이 主體가 되 어 計劃하고 統制하고 制限한다고 하는 所謂 發展論的 立場을 推進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計劃하고 統制하며 그 基準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費用의 分擔이라 

하는 觀點에서 맑究를 할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費用의 分

擔은 조금전에 崔博士께서 愈言을 하셨어 國內에 있어서 個A 또는 集團 相互間의 費用分

. 擔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에 있어서 國家間의 費用의 分擔問題로 表現하여 環境에 對한 우리 

의 行動에 合理的인 基準빠究에 하나의 接近方法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을 經濟學이 우리에게 

~提示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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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體的으로 보면 大體로 A類學， 文化A類學， 生態人類學이 環境과 A間과의 關係를 序

述하는데 動負할 수 있는 學問이라고 한다연 政治， 行政學 또는 經濟學이 環境을 우리가管 

理하는데 action program 을 設定하는데 頁歡할 수 있는 學問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칩니다. 따라서 저희들윤 오늘 이 分科委員웰에서는 環境問題 닮究에 조금 더 福을 넓히 

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위 physicaI planner 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하였던 問題들이 오 

늘 이 「써}미나」에서 充分히 討論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討論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 다. 그럼 조금 前에 發表한 I1圓되 로 할 말씀을 다하지 못한 發表者들에게 5 分 乃至

10分씩 時間을 드리 기로 하겠융니 다. 

韓相福 : 時間도 別로 없고 하여 지금까지 여 려 先生任들께서 훨問 comment 하여 주신 

것을 몇 개의 項目으로 묶어셔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姜數授任께 서 처 음에 말씀하신 人類學에 있어서 環境을 다루는데 自然環境이 면 그 

것윤 있는 그대 로의 環境이 냐 또는 perceived environment 냐 하는 이 러 한 問題와 거 기 에 對

한 frame 이 相當히 重훌하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分野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環境과 λ、間의 問題블 다풀해는 어다 까지나 A間을 中心￡로 한 環境

의 接近임 에 는 블림 없는 事實입 니 다. 디-만 우리 가 perceived envinonment 블 더 重훨視하느 

냐， 있는 그대로의 環境을 더 重훨視하느냐 하는데 , 제 여 기 의 立場 태 文化生態學의 立揚

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環境을 어떻게 manipulate 하고 適應하여 나가느냐 하는데 重點을 둔 

것으로 말씀 드리 겠읍니 다. 

그리 고 또 ecosystem 의 generalized 하고 specialized 를 다루는데 있 어 서 適應의 問震中

generalized adaptation 과 specialized adaptation 하고를 말씀하셨 는데 좋은 말씀이 라고 생 각 

됩니다. 그래서 어떤 狀況에서떤지 適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適應의 mechanism 으로 發뿔 

한 것 o 로 가장 그 代表的인 것이 아마 A間일 것입니다. 그리고 A間이 環境에 週應하느 

냐 環境이 A間을 適應、시 키느냐 하는 間題에서 王體와 客體에 의 立場을 밝힐 必훨가 있다 

고 姜信杓數授， 全炳#敎授 또는 경S漢淳敎授任께서 指짧을 하여 주셨는데 相當히 重훨한것 

업니다. 그런데 이것’은 A間이 環행에 適應을 하느냐 環境이 A間을 適應시키느냐는 어느 

한 가지로 만 이야기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事實 相互關係이지 그 어느한 면으로만보기는 

相當히 困難한 問題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 다. 環境이 人間을 適廳시 키 도록 한다고 斷的 o 로 

이야기 할때 거기에 어떤 決定論的인 斷言을 내럴 우려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實際로 이러 

한 接近에서 韓國文化에 立뼈한 어 떤 接近方法이 必、흉용하지 않느냐 그러 니까 韓國의 博紙 自

然觀 또는 A間環境， íjH:會觀 이러한 것을 김영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비슷 

하게 關聯되겠는데 여기에서 文化生態論의 立場에서는 그것을 가급적 델 考慮하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윤 文化와 같은데서 다푸지만 그런 것이 그것 보다는 더 生計와 經



經濟와環境 327 

濟에 密接하게 關聯이된， 적어도 거기에 關聯된 것이 文化에 相當히 옳響을 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골드버 그民께서 말씀하신 環境이 社會， 文化， 本質에 影響을 주는 그것 

이 A類學에서는 相當히 重훨視띈다고 하였는데 그 反對로 社會文化가 環境에 주는 影響，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重훨하며，A.類學에서는 반드시 環境， 社會， 文

化의 本質·에 影響-을 주는 것만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꺼論 A寫的인 環境， 이것이 相當히 

훨훨하고 또 그 自體가 A間이 만든 文化나 社會的 現象이 自體에 사람이 또 거 기 에 適應

해나강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리 고 system 에 있 어 서 positive 와 negative 가 있고 neutral independence 가 있 다고 하 

는 것은 좋은 comment 었읍니다. 그리고 一般體制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찌論 제가 여 

기 diagram 을 그려 놓은 것 풍에서 찌論 positive 와 negative 한 것을 다 거기서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 「라파보트더」의 뉴기니아의 돼지 축제， 이것은 韓國에서도 관혼상제 

다고 해서 關聯이 있￡며， 그것은 事:實上 文化生態學의 接近方法으로 充分히 說明이 되는 

댐題입니다. 그리고 火田民問題， 나무의 問題， 이러한 것은 이미 「다오서스」의 핍究에서 相

짧히 비슷한 分析을 하여 놓은 것으록 얄고 있읍니다. 

全炳햄敎授께서 우선 먼저 環境의 包括的 觀念， 말하자면 定義를 내리는데 두가지 基本前

提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첫째는 生物有機體를 環境의 主體로 삼아 例를 들어서 生物有機

體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우선 生物有機體에 重點을 두고， 플째는그 

玉體플 풀려싸고 있는 모든 環境이 아니고 어떤 方法을 쓰먼지 영향을 끼치는 環境， 거기에 

相當히 重點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련데 이 것은 事實입 니 다. 그러 니 까 특히 文化生

態學의 立場에 서 는 모든 環境이 다 똑같이 생 각하지 는 않습니 다. 그것 이 여 기 文化生態學

의 diagram 에 서 有效環境(effective environment) 이 라고 하는 것 이 바로 그것 업 니 다. 그 속 

에 역 시 社會的， sociological mentalities, A. 口 , 生훌集團， 生塵手段의 所有 等， 그것 과 關

腦， 生計나 經濟制度나 이러한 것들과 가장 密接‘하게 關聯된 것을 有效環境이라고 하고 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것을 區分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민제 교수께서 genetic environment 을 生物學에서는 別로 취급하지 않 

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저희 社會科學徒의 立場에서 볼 혜 相當히 重횟하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論議하고 있는데， 內容을 잘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實際로 

어떤 面 FlP 한 「콤뮤니티 J ， 全體 A口에 gene p。이의 變化가 생긴 경우 natural selection 이 

라딘가 또는 gene lift 그리고 mutuation 으로 因해서 gene pool 全體에 變化가 생기게 되면 

다음에 遺轉現象과 거기에 나타나는 進化現象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해문에 

genetic environment 도 또한 하나의 重흉흉한 environment 가 아니 겠느냐 생 각해 서 環境의 한 

測面으로서 遺轉的 環境을 考慮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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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李漢淳先生任께서， 分析을 하는 過程에 있어서 斷面的으로 해나가는 경우 그 經

合하는 問題는 어떤 것이냐는 質問이었는데， 實際에 있어서 斷面的인 分析方法은 하냐의 方

便으로서 하는 것이지 그 罷極의 目的은 그 어떤 綠合的인 關係， ep 全體 A間과 環境이면 

A間과 環境， 環境과 文化연 文化 그 關係를 全體的으로 어 떻게 하면 客觀的￡로 우리 가 分

析的인 眼덤으로 說明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計量的언 問題 關係를 究明하는 것이 어느 것이 어느 것에 影響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것을 數{直로서 측정할 수 없느냐 이러한 것은 Freilich 의 「모텔」에서 함수관계 같은 

것으로 해서 측정할려고 努力을 하고 있는 試圖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光雄:우선 政治 乃至 行政學系統에 있어서 A間의 삶을 寫하여 좋은 것도 하였지만나 

쁜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質問을 한 것으로 생각드는데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한가지 

分明한 것은 하나의 主動的인 主演으로서 political adminstration system 이 있다는 것을 前

提로 한다면 한 社會나 國家가 어떤 目的을 向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그 構成員들이 잘 살기 寫해서， 例를 들어서 national treasure 를 높여 준다던가， nationaI" 

prosperity를 풍족하게 하여 준다던가， 아니면 optimized 된 super cohesion 을 높일 수 있는 

모든 面으로 鏡走하게 된 다. 또 다른 測面에 서 國際的인 關係에 서 peace oriented 된 努力을 

한다먼가 또한 막연한 얘기지만 creative activity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主張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ature 라고 하는 생각에서 努力을 하고 있는 것만 

은 分明하지 않나 생 각됩 니 다. 그런데 도 遺感스럽 게 도 dysfunction 하게 나타날 수 있 다고 

하는 證明은， 例를들어서 政治的 不安定과 같은 것이結果的으로 봐서는 많은 sub-system 에 

영 향을 미 치 는데 , 政治A들이 올바른 생 각을 가지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狀況에 따라서 

굉장히 公理的인 것과는 거리가 먼 活動을 한다는 경우에 일컬어 political poIIution 이 全

體 社會體制에 미치는 그 影響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번째 吳桂七先生任이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는 完全히 생각이 다른 것입 

니다. 저가 認識하고 있는 體制(system)이라고 하는 擺念의 定義는 가장 重要한 그 훌素들 

間의 어떤 相互 補完關係와 相互 作用이 있는 것을 意味합니다. 그것은 어떤 原則에 依해서 

作用하며 均衝이나 homeostatis 와 같은 狀態를 維持할려고 하며， 環境과 不斷한 投入과 옳 

出間의 흐름이 作用하며 그 가운데는 境界가 있는 그와 같은 方法으로 제가 體制觀念을 理

解하고 있는데 吳先生任께서 말씀하시 기 는 이 미 system 이 라고 하는 것은 環境이 라고 하는 

것을 包括하고 있다는 意妹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擺念 差異에서 오는 異見이신 것으로 제 

가 理解를 하겠-읍니 다. 

안병 영 교수께 서 말씀하여 주신 內容 가운데 體制에 對한 構成흉흉素의 貝體的인 授示가 없 

다고 指縮하였는데 이 點에 對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分明한 것은 體制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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念에 對해서 分明히 하고 그것과 環境과의 二元論이 란 말을 사용하였읍니 다만 그것이 적 당 

치 않다면 關係로서 分明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에는 同感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싶이 體制와 또 다른 體制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 體制의 

instrasystem 이 媒介體制로서 도 무언가 있을 수 있 다는 것 입 니 다. 그런데 Fred Riggs의 이 야 

로는 體制를 같은 水準에서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을 權力關係로서 說明할 수 있는 것이고 거 

기에 適合한 用語로는 context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分析하는 것은 contextual approach 

이다라고 하는 이가 있고 體制와 體制가 다른 次元 內에서 있을 때 그 關係는 그런 경우에 

는 setting이 라고 하는 用語를 써 서 ecological analysis라는 方法이 適當하다는 程度로 理解

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히려 崔明敎授께서는 그 ;9(:JG이 다른 경우에 權力關係

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意見인 것 같습니다만 그 以上 제가 自身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 지 못하겠읍니 다. 

姜信澤敎授께 서 質問하신 것 가운데 서 coIIectivism이 냐 individualism이 냐 하는 問題에 서 

껴論 모든 그런 體制라던가 環境과의 關係에서 追求하는 것윤 조금 전에 제 發表에서 말씀 

도런바와 같이 human better를 寫한 것임에는 플림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롯

社會現象 그 自體로 coIIectivism에서 혹은 pluralism에서 出發한다 하는데 對해서는 異見이 

없 다고 생 각이 들지 만 그래 도 궁극에 가서 우리 가 휘 구하는 바는 individualism에 對한 어 

떤 正當性을 解決해야 되기 때문에 姜信澤敎授의 그러한 主張도 充分히 일리가 있다고생각 

됨니다. 

마지막으로 누누히 主張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엇이냐 하면 政治 行政의 system이라도 

좋고 content에 對한 理解라던가 政策이 흐르는 그러한 mechanism에 對한 認議이 없이는 

環境이라는 問題를 궁극에 가서는 解決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宋휩洛 : 우선 319r페이지」에 보시면 GNP(國民總生塵)하고 GNP(國民總公害)을 말하는 중 

에 GNP의 成長은곧公害를意味한다는 誤解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여기 「그라프」 

에서 보면 GNP에서 나오는 公害는 GNP하고 NEW 사이에 있는 거니까 GNP가 成長을 하 

면서 公害도 發生되는데 그 量윤 GNP와 NEW 사이니까 GNP을 成長시키면서 이 사이를 

줄이는것이 公害를 감소시키는 方法이다. 

그 다음 두벤째로 環境을 費用面에서 만 接近하지 말고 消費財의 沒홈U 및 機能으로서 接近‘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좋은 말씀을 하였읍니다. 여기 322 r페이지」를 보면 參考文敵들 중에 

環境을 하나의 消費財로서 處理한 것이 있읍니다만 제가 準備를 不充分해서 여기에서 體系

的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읍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曲線에 對해서 公害減少의 費用과 收入， 여기에 對해서 좋은 質問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公害減少룰이 밑에 限界收入曲線 (1)하고 限界費用曲線;(C) 그러니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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界費用曲擬은 밑에서 위로 을라가고 限界收入曲線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點이 A입니다.A點에서 만나 거기서 水直線으로 내리면 C點인데， 그 C가 經濟的

인 面에서 볼 때 公害減少의 量이라고 「하일브러너」가 說明하고 있읍니다.그理由언 즉 oc 
以上의 公害를 減少하면 그 감소에서 요는 收入보다 들어가는 費用이 더 많으니까 그 以上

의 統制는 經濟的으로는 經濟性이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 다음 後進國의 先後進國 關係로 崔凡鍾박사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事實 後進國에 

서 는 아직 成長이 담標이 며 또한 公害가 創出된 量이 現左로 보아서 는 아직 많지 않으니 까 

그 적은 公害量을 統制하는데는 收入보다 費用이 많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經濟的으로 봐 

서는 合當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그림으로서도 說明할 수 있다고 하겠읍니 다. 

그 다음 「숨페트」의 企業家精神， 大企業의 生盧意戀， 等生옳活動을옹호하는그와같은숨 

페트의 理論이 있읍니다. 그런데 成長·萬能이라던지 또는 成長의 彈追觀;융:에 사로 잡혀져 있 

기 때문에 大企業들이 繼續 生塵을 하고 繼續 公害를 創出한다는 主張이 지금 美國에서 과격 

적인 經濟學者들이 環境問題에 對해서 表示하는 意見으로 鐘頭되고 있읍니다. 처음 글을쓸 

때 그것을 包含하였다가 나중에는 제가 빼버렸읍니다. 그쪽의 主張을 들으면 市場經濟體制

下에서는 成長萬能이며， 成長彈追觀念에 사로 잡혀 利潤極大化가 企業의 基本生存原則임으 

로 繼續 利潤追求를 하는 過程에서 公害가 繼續 發展되고， 그 다음 政府에서 公害統制를 寫

해서 大企業을 公害統制를 하도록 하면 大企業은 다시 그 公害統制를 하는 商品을 만들어 

또 다시 돈을 벌이는 過程이 되게 된다. 따라서 大企業은 公害쓰레기 같은 것흐로 돈을 벌 

게 된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 통에 던 黃金과 같은 表現으로 과격파 經濟學者들이 環境에 

對해서 言及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 先後進國關係에 對해서 崔凡鐘博士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美國이나 先

進國에서 90%以上 公害플 生뚫하고， 그 다음 自己들은 資本 홉積한 量이나 또는 經濟水準

이 自己代 뿐만 아니라 自己 子孫代까지 다 먹을 것 벌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地球가 이와 

같윤 狀態가 되었으니까 後進國도 다 같이 이런 問題를 알고 成長을 그만 두자고 하는 先

進國의 主張이 事實윤 나올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經濟없長이 곧 公害임으로 앞으로 經濟

成長·이 別로 所뿔스러운 것이 곳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全世界 水準으로 보았을 때 조금전에도 본바와 같이 錢의 生塵量은 몇 倍로 해야 되고와 

같이 全地球的으로 보면 그와 같은 것은 不可能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MarshaIl의 숲의 理論， 태 構成의 予맘， 全體的으로 보면 숲이 항상 푸르지만， 그 중에서 

는 말라 시드는 숲도 있고， 새록 생기는 나무도 있으며 構成體는 향상 變하게 됨니다. 따 

라서 l個 國家로 볼 때 또는 1個 後進國으로 볼 째는 얼마딘지 成長의 可能性은 있을 수 있 

다고 말씀 드라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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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光雄敎授께서도 指續을 하였읍니다만 318 í페이지」에 보면 各 energy 問題， 等 제 

가 環境經濟學者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環境問題는 經濟學의 所屬問題와 같윤 印象을 받을 

程度로 彈調블 많이 하고 있읍니다. 거기서의 基本的인 理論의 漸念윤 釋少性으로서 環境

윤 A口가 한사람이 있을 때는 地球가 한사람의 것이지만 A口數가 늘거나 塵業數가늘때마 

다 펄常 自然環境의 繹少性이 增加됨으로 繹少性은 經濟學의 問題이라는 것입니다. 

司會: 그럼 여기서 討論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물桂t: 韓相福 數授가 말씀하신 主體에 對한 問題，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分野

에서도 많이 論議가 되는것 같운데. 純牌科學에서 우리가 問題를 찾아 내어서 그 問題를 다 

루고자 할때， 問題를 찾는 段階에 있어서는 일단 王體性은 排除하고 그 主體性은 問題를 解

決한 復의 그 結果를 利用하는 過程에서 論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韓相福

敎授의 意見에 總對的으로 찬성 입 니 다. 

두번째로 主體와 環境 問題에 있어서 primary factor로서 우리가 오늘날 살 수 없는 물이 

라든가 온도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物理的으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경우에는 完全히 

環境의 質을 만드는 것 입 니 다. 그 다음 genetic environment라는 말이 나왔는레 이 러 한 말은 

들어 본적 이 없읍니 다. genetic composition, genetic pool이 란 例外지 만 genetic envionment 

란 말윤 처음 들어 봅니다. 이러한것은 論議의 對象에서 除外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먼째로 金光雄 數授께서 말씀하신 system에 對한 觀念은 똑 같습니 다. 제 가 말 

씀드런것윤 바로 그런 意味에서 말씀드런 것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동이 생긴것은 system 

을 可視的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文敎部라든지 保社部라는 것윤 可視的인 것업니다. 

그러 나 system이 라는 觀念이 들어 갈때 는 우리 가 이 것을 認識하는 것이 지 그 自體가 實體가 

아닌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問題를 보아가지고 解決할려고 할때 狀況에 따라서 그 system 

의 境界라먼지， 構成훌素， 相互作用에 따라서 system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어떤 system에 對해서 모든 사람이 同意하는 그러한 것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러기 때문에 초금전에 崔明博土께서 말씀하신 system間의 問題 , system 自體의 問題， 等그 

러한 予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system 間의 問題가 있을때는 그것을 統合 하는 하나의 

subsystesm에 있어서 subsystem이라던가 構成훨素를 보아야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定義 自體에 予宿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經濟的인 問題에 있어서 marginal benefit 問題인데， 自然植物集團에서 

特히 自然集圍에 있어서도 限界利益이 理解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總費用의 問題，

ãp murginal sytem 그러 니 까 소나무， 숲， 찾나무숲과 같윤 自然숲이 란 경 우에 는 可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問題는 經濟學에서 앞으로 어떻게 취급할런지 모르지만우리 

立場에서는 相當히 그쪽의 結果에 따라서 도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은 나지만 이런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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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相當히 慣重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리고 技術的으로 環境 요염問題는 解決될 수 있다는 相當히 樂觀的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온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그 總寶用에 對한 問題인데， 이것은 그 

評價 自體가 自然環境에서 거의 어 려운 問題인데 社會까지 包含한 狀況에서 이 評價롤 어느 

水準에서 어느 程度 영향을 받기 옳해서 하느냐 하는 이러한 펀차를 分明히 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政策執行에서 방해가 휠 것입니다. 이와같은 觀念的 틀은 우리가 相當

히 複雜한 system을 다룰 수록 좀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어 렵 지 않을까 생 각 합니 다. 

崔훌哲:全體的언 立場에서 저의 느낌을 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우리 韓國의 寶

態를 찰 把握해야 되겠다는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서울의 大氣오염은世界에서 최고 이라 

고 하는데 여기서 重要한 問題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이것이 오염되면 그것을 돌이걸 수 없 

다는 事實에 있다. 美國 「에레」湖 같은것은 美國의 現在 經濟狀態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보고 있읍니다. 現左 우리 漢江의 물오염을 서울시 당국에서 회복시켜 볼려고 努力하고 있 

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만 現훈 제가 오늘날까지 들은 情報로서는 물의 오염은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것을 볼때 우리의 現實을 把握해야 된다는것을 느꼈 

읍니다. 그래서 環境大學院이 中心이 되어도 좋고 또한 環境大學院01 뒷받침이 되어 우리나 

라에서도 環境의 實態를 把握하는 組織體를 만틀어 가지고 寶態 把握을 하는데 좀 努力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셋째는 公害에 對한 敎育 乃至 계몽입 니 다. 좋향意의 寫政者들에 對한 壓力이 라 할까 經濟

成長에 從事하는 분틀에 對한 善意의 壓力， 이와같은것을 가하는 團體를 組織해야할느낌을 

가졌읍니다. 師範大學에 籍을 두고 있는 까닭에 敎科書를 뒤지다 보니까 英國의 공해에 關

한 數育의 實態를 初 • 中 • I룹等 學校를 通해서 把握할 수 있 었읍니 다. 그 敎育이 이 만 저 

만 철저한것이 아니었읍니다. 敎育을 通해서 一般에게 계몽함으로 해서 f홉政者들에게 善意

의 壓力을 가함으로해서 公害問題를 너우 가볍게 다루지 말것을 경고해야 될 것업니다. 

이한순 : 韓相福 數授께 제 가 質問한 것이 發表가 잘못되 어 理解가 잘된것 같지 않습니 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첫째로 王體와 客體의 限界를 究明하다 보면 대개 媒介體를 通하는 경 

우가 相當히 있는데 그 限界가 애매하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업니다. 둘째로 環境과의 關

係를 論하는중에 있어서 총체를 전부 그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分析하는 方法을 쓰는데， 

A，B，C，D，를 分析한 것을 전부 합친것이 총체가 아닌데， 다시말하연 거기에 plus r알파」가 있 

을것 같은데， 그것 총체를 究明하기가 相當히 힘을지 않겠느냐 하는 質問입니다. 그러니까 

個個 環樓構威훌素·間의 相互關係가 解明되지 않는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다음 環境과의 關係

를 論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다 設定하기는 하되 그 無數한 言及가운데 어느 程度로 어느 範

圍에서 있는것인지콸 우리가 걷국에는 貝體的으로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相當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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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改良한다고 하는 경우에 ; 同質的인것은 改良하여도 되겠지만 

異質的인 경우에 어떻게 改良할 수가 있겠는가하는 質問입니다. 

韓相福 : 제 가 午前에 發表한것과 關聯해 셔 저 의 意見을 말씀드리 겠읍니 다. 우선 主體와 

客體의 關係， 거기에 어떤 媒介物에 依한 關係가 지우질것 같은데 여기서 밝혀지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質問인것 같습니다. 저는 實際로 그 關係가 媒介物에 依해서 지어진다고 보지 

않읍니 다. 그리 고 實際로 A間과 環境， 環境과 文化라고 할때 , 경 우에 따라서 例컨데 環境에 

對한 A間의 適應 mechanism으로 道具를 創造하고 다른 여 러 가지 文化的인 形態를 만들어 

내게 되겠읍니다. 또 그것에 依해서 다시 環境에 適應하고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는 그와같은 媒介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貝體的으로 그밖에 다른 媒介

物을 거쳐서 어떤 主體와 客體가 相互 關係플 맺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한순 : 그러한 경우 直接的인 關係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하고 대개 間接的인 關係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間接的인 關係를 저는 媒介物로 생각한 것입니다. 

韓相福 : 그리 고 둘째 에 가서 는 그 相互 依存關係， 作用， 反作用으로 表現하였읍니 다만 

이런 問題도 實際로 주어진 環境 그리고 前近代的언 環境에서 어떤 歷史的인 發展段階 그 

리고 量과 짧 問題에 있어 서 어 떤 相互關係가 있느냐 하는 問題로 받아들었읍니 다. 그런데 

그것이 「쇼 드」의경우에 있어서는文化生態學에서 만들어진 環境， 이것이 주는 影響 그것보 

다는 이미 주어진 環境， 그것을 利멈하는 A間의 技術， 生塵技術 이러한 것과 關聯된것을 

重慶視해서 그것에 依해서 文化가 다르게 나타나고 社會構造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 

읍니다. 그래서 「프레럭」이 이와같은 假說을 세워서 그와같은現象이 나타나는가를보았을째 

프레럭의 「모델」에서는 그런것이 나타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自己의 이야기로는 

實驗說計라던가 資料수정方法， 分析方法， 그리고 擺念體系 等을 더 發展 시켰으면하는 示

俊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關係를 計量的인 함수관계와 같은 것으로 究明할 수 없 

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도는데 「푸레 럭」의 이 야기로는 自然科學的인 方法을 通해 서 여 러 가지 

方法을 發展시켜 놓으면 어떤 정밀한 測定方法이 있지 않느냐하는 可能性을 示浚받았을 뿐 

입니다. 

崔基哲 : 社會科學에서 reaction, coaction과 같은 말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環

境이 라는 것을 action, reaction, coaction,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gene pool도 

環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드버 그 : 오늘 發表하신 세분들께서 各各 自己의 perceived environment에 對해서 見

‘解의 差異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認識된 環境과 實質環境의 問題는 哲學的인 

問題로서 認、識論的인 問題라고 하겠읍니 다. 제 가 얄기로는 科學方法論에 서 20c 物理學者들 

이 指續한것과 같이 觀察者의 觀察對象物은 결국에는 한 體系에 屬하는 形態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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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면 觀察者와 觀察對象物을 서로 分離시킨다는 것은 相當허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 

것은 바로 「하이젤버-그」의 原理가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여러가지 認識들을될수 

있는대로 연결을 갈 시키고 環境을 多角的으로 觀察하면 보다 좀 더 쳤果的인 環境에 對한 

觀察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perception의 플을 잘 조화시키면 

環境學에 있어서 제 일 으뜸가는 方法論이 되 지 않을까 생 각하고 있읍니 다. 요컨레 環境學이 

라는 것은 바로 in terdisci plinasy 接近方法을 곧 必要로 하는 分野인줄 알고 있읍니다. 

김종윤 : 人間과 環境과의 關係에서 위배되는 것을 한마다로서 이야기할 수 없겠읍니까? 

또 한가지는 A間對 環境과의 關係만을 이야기 하였는데 環境下에서 環햄 對 環境과의 關

係도 複合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崔 明 : 지 금 環境問題에 있 어 서 그 接近方法이 interdisciplinary를 굉 장히 彈調하고 있 

는것 같은데 各 分野가 自己 機能을 제대로 발휘 한다면 環境에 모두가 다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司 會: 지금 「골드버-그」 民의 이야기를 제나름대로부연을 하겠읍니다. 저나 「골드벼 

-그 民가 여기 와서 各者 專攻이 다른 分野에서 오신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이나擺 

念에 친축하여진다는 것이 interdisciplinary 맑究에 있어서 첫段階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各自가 自己房에서 ìiFf究하는 것도 찌論 in terdisci plinary 맑究로서 맑究이고 

여 기 서 는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channeI을 開放한다는 點에 서 여 기 모여 서 이 상 

한 소리 를 자주 들어 보는것 이 in terdisci plinary 짧究의 첫 段階는 되 지 않겠는가 봅니 다. 

金光雄 : 저 도 굉 장히 in terdisci plinary 接近方法論에 對해 서 회 의 를 느끼 는 사람중의 하 

나입니다. 왜냐하면 崔數授任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各 分野가 自훨있게 方法論도 開發하고 

實體에 갚이 들어가고 하면 구태어 interdisciplinary를 할 必훌가 없을것 같습니다. 環境의 

問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회의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muItidisciplinary 接近

을 자꾸 하다보면 環境에 對한 獨自的인 領域을 찾기 가 굉 장히 힘 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변 하나의 獨立된 科學으로서 成長도 疑心이 될것 같습니다 

*휠 .b. 
ι=1 建 議

司賣(權泰埈) : 罪懷합니 다. 時間이 不足해 서 充分히 討論되 지 옷한 部分도 있을 것 같습 

니 다만 制限된 條件下에 서 不可避하게 된결 說解해 주시 기 바랍니 다. 이 마지 막 session은 

6個의 theme을 가지 고 두 會議室에 서 論議된 것이 서 로 궁금할것 같아서 各 分科委員활에 

서 司會를 밭았던 분이 結果報告를 하고 마지막￡로 盧隆照 院長님의 所感과 A事말씀을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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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겠읍니다. 司會者가 報告를 드리는 것이 극히 危險하다는 걸 알고는 있읍니다만 저 

이들 나릎대로 整理한다는 뜻에서 主f崔者의 我田引水格인 解釋이 多少 있으리라생각됩니다 

만 第1分科委員會의 司會를 擔當한 崔相哲 數授께서 報告를 해주시겠읍니다. 

崔相哲:權泰埈敎授께서 適切히 指續했읍니다만報告는 원래 報告者의 主觀에 偏重되기 

마련이지만 이 報告는 第1分科委員會에서 무엇이 討論되었느냐 하는 줄거리를 말씀드리겠 

읍니다. 第l分科委員會에서는 강강淳佑， 金壽根， 金安濟敎授의 세 王題論文이 發表되었읍니 

다. 제일 처음 우선 제나름대로 主題發表內容과 討論을 整理한다면 첫째 環境破壞에 대한 

가장 共通的인 element는 生態라는 말이 많이 ξ였다고 보겠읍-니다. 果然 生態系 내지 生態

學의 一聯의 擺念을 어떻게 蘇合科學的언 뼈u面에서 把擾해야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洪·淳

佑 敎授는 m ul ti -disci plinary하게 接近해 야 하고 金壽根 敎授는 總合的 方法論을 擇해 야하고 

金安濟 數授는 systems approach 또는 interdisciplinary란 말을 使用했읍니 다. 果然 이 같은 

多樣한 擺念을 어떻게 整理해야 할 것이냐는 이 자리에서 整理되기 보다는 繼續 環境學의 

發展과 더불어 規定되어야 할 것으료 봅니다. 이와 關聯해서 討論過程에서 用語 내지 어휘 

의 統一問題가 提起되었읍니다. 英語의 번역에서 派生되는 뜻의 混同이 討論되었 o 며 두번 

째 環境破壞에 대한 가장 憂本的인 課題가 우엇이냐? 이 세 호題論文의 共通的인 建議事項

이 現實의 正確한 把握， Il.p 基本調훌를 實施하므로서 根本的인 問題를 把握해야 된다고 建

議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 어떻게 하면 資料와 財政的인 問題를 確保할 것이냐? 이部 

門도 역시 가장 큰 問題로 論議의 對象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모아진 資料를 여러 

分野에서 어떻게 活用하느냐의 問題， Il.P 資料銀行과 같은 資料專擔機構가 切實히 必、훨하다 

고 建議되었읍니다. 셋째 보다 正確한 環境問題 把握後， 이의 管理問題에 있어서 우선 環境

基準， 計劃基準等이 論議되었읍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基準이 있겠으나 잘만 運營되면 가장 

適切한 管理基準이라 생각되며 덧붙여 洪-淳佑 數授의 限界許容量의 基準問題들이 論議되었 

읍니다. 넷째 環境問題 自體를 λ‘間이 慧起시키고 被害를 받고 또한 A間이 克服해야 되므 

로 價健의 問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이와 關聯해서 環境數育의 問題가 論議되었으 

며 敎育制度의 問題가 論議되었읍니다. 다젓째 環境計畵u의 目的짧數 問題가論議되었읍니다. 

이는 環境에 대한 個A과 集團의 關心과 態度가 多樣하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팀的困數가대 

두되었는데 결국은 A類社웰의 福社가 最優先의 휩數가 되어야 될것이라는 結論을 얻었읍니 

다. 여 섯 째 建葉環境의 問題로서 建葉環境의 低송化를 防止하고 傳統的인 建藥環境을 克服

하는 問題等이 論議되 었￡며 建葉家도 앞으로는 戰業A의 {9:훔U에 대 한 立場에서 再定立되 어 

，야 하고 建葉技術者의 새로운 投劃의 廳與가 論議되었읍니다. 대략 以上이 第1分科委員會

에서 討論된 內容이었읍니다. 感謝합니다. 

權泰埈 : 감사합니 다. 第1分科委員會의 討論이 어 쩌 면 그렇게 第2分科委員會와 비 슷한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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容언지 놀라움을 禁치 못하겠읍니다. 그렴 第2分科委員會에서 討論된 內容을 簡略히 報告드 

리겠읍니다. 第2分科委員會에서도 ecological orientation이 社會科學에 至大한 영향을미쳤다 

는 것을 얄 수 있읍니다. 環境의 定義에 있어서 세분이 모두 外的條件의 總體라고 集約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무엇의 外部條件이냐는 세분이 약간씩 다른 nUlance를 풍겼읍니다. 

社함科學에 서 는 環境昭究에 서 그 우엇 이 하나의 組織體이 며 昭究方法論은 systems approach 

가 大宗을 이루고 있읍니다.Á.間은 環境에 適應하면서 또한 進化되어 왔는데 이것 또한 그 

무엇이다라는 外的條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읍니다. 한편 經濟學에서는 그 무엇을 

生塵活動에 미치는 外部的 條件이라 하셨읍니다. 따라서 生훌活動을 위한 費用의 分擔이라 

는 觀點에서 環境問題를 把握해야 된다고 피력하셨읍니다. 여기에 덧불여 資源의 下足問題

를 解決하는 것이 環境管理에 王훨한 課題라는 것에 合議를 보았읍니다. 以外에도 여러가지 

가 論議되 고 또한 建議되 었읍니 다만 종전에 말씀도런 바와 같이 第l分科委員會의 討論內容

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하겠읍니다. 約束된 時間이 制限되어 있어 

充分한 討論이 되 었으리 라고는 생 각지 않습니 다만 남은 問題는 차차 環境學의 發展過程에 서 

차차 解決되 리 라고 생 각하면서 끝으로 本 大學院 盧隆熙 院長념 의 comment를 듣고 이 

semmar를 끝낼 가 합니 다. 

盧隆熙 : 감사합니다. 長時間동안 이 seminar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 先生념들 

께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seminar를 통해 제가 느낀 것을 몇 말씀드럴가 합니다. 우 

선 開發에 自然保全을 加味시킬 수 있는 길이 없을가 생각해 봤읍니다. 다시 말하면 envir

onment assessment가 &J、흉흥하다는 內容이 되 겠 읍니 다. 開짧事業에 있 어 서 는 반도시 envion

ment assessment 郞 環境에 대 한 事前評價가 總對 必要하며 이 를 實鐘해 야 할 것을 建議하 

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開發事業이 環境에 미치는 영향등도 사전에 評價되므로서 最少限

의 環境破壞를 鍵防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約束된 時間이 經過되어 긴 말씀을드럴 

수는 없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解決되지 옷한 것들윤 차후 時間이 나는대로 계속 討論할機 

會플 가지므로서 더 나은 解決方法。1 導出되리라 믿고 오늘은 여기서 끝마칠가 합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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