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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節 맑究目的 

本 陽究는 環境體系模型 開發에 관한 5個年 짧究事業의 마지 막 해 에 해 당하는 第 5 次年度

짧究이다. 

第-次年度의 없究에서는 環境管理라는 擺念의 定義 및 그 內容， 環樓體系模型의 性格과 

政策模型上의 位置， 環풍훌體系模型 開發上의 基本問題들에 대하여 論議한 다음 기존의 環境

體系模型에 대한 分析模型들을 소개하였고， 第二次年度의 昭究에서는 第一次年度의 R퓨究에 

서 소개한 分析模型을 擺大 魔用한 m.地球的인 環境體系模型들을 비교 분석하고 環樓寶理

體系의 構造에 대하여 詳述하였으며， 第三次年度의 맑究에서는 前年度 模型에서의 基本構想

을 地域模型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首都團地域 環境管理體系模型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下部體系模型(sub-system model)의 內容을 論議하였고， 第四次年度의 짧究에서는 前年度

짧究의 下部體系模型들을 補完하고 구체화한 후 시율헤이션 (simulation)을 위한 컴퓨터 프 

로그래멍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個年에 걸친 本 級究의 궁극적인 目的이 실제 應用에 적철한 環境體系模型을 개발하는 

* 本 論文은 文敎部 政策없究課題인 「環境體系開짧에 關한 %究」의 5次陽究中 1~82年에 完T펀 마 
지막 핍究分에 해당되는 것엄. 

** 셔 올大學校 覆境大學院 副敎授

-*** 서 울大學校 環覆大學院 助敎授



94 環境論홉쏠 第十二卷(1983)

것이켜， 특히 本 第 5 次年度의 ~究內容이 環境體系模型의 調整， 補完 및 活用化 方案의 

연구엄에 비추어 本 맑究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첫째， 지난 4次年度에 결천 맑究結果를 배경으로 本 5個年 環境핍究가 목표로 하는 綠合

的인 環境體系模型의 中心이 될 수 있는 實用的인 基隨模型의 具體的인 展開.

둘째， 上記 基本模型과 지 난 4次年度의 핍究에 제 시 된 下部體系模型틀과의 聯關性 分析

및 유기적인 連結方法 제시. 

세째， 蘇合的인 건의. 

第 2 節 1if究方法

지난 4次年度에 걸친 짧究는 포괄적인 環境體系模型아 담아야 할 內容들， 넓게는 빠世界 

的언 模型에 서 좁게 는 首都園의 地域環境體系模型에 이 료기 까지 광법 위 하게 , 그러 나 방만 

하게 소개하고 分析하였다. 

그러면 그러한 包括的인 環境體系模型이 담아야 할 내용들을 어떻게 論理的으로 일관성 

있게 體系化할 것이며 이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環境問題에 應用해 볼 수 있는 實用的인 模

型을 추출해 낼 것인가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實用的인 環境模型을 개 발함에 있어 서 한가지 큰 問題點은 아직 까지 우리 나라에 서 는 本

짧究가 意味하는 包括的안 環境體系模型이 개발되어 應用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方面으로는 資料도 經驗도 매우 부족한 寶情이다. 通常的으로 環境에 關한 模型의 應用

은 방대하고 또 구하기 힘든 資料를 必훨로 한다. 예컨데 제 3 次年度 細究에서 提示된 首

都圍 環樓體系模型만 하더라도 莫大한 量의 求得하기 힘든 資料를 必훨로한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環擾펀梁問題가 심각해지고 또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環境에 대한 관 

섬이 부쩍 높아져 環境에 대한 없究가 대단히 활말해진 것은 사실이나 大部分의 環境핍究 

들은 技術的인 測面， 그리고 단펀적 인 대 상들에 偏重되 어 왔고， 보다 根本的이 고 包括的언 

因果關係에 立빼한 環境昭究는 全無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는 비록 

包括的이고 體系的이며 現實을 보다 正確하게 反映하기 위한 理論的인 精織를 갖춘 環境模

型을 開發한다 해도 그것은 자칫 空理空談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模型의 應用性， 그리고 實用性을 考慮한다연 우리의 與件上 소위 fLearning by doingJ式의 

接近方法， 즉 작은 규모이지만 우선 손쉽게 應用할 수 있고 實用性있는 模型으로부터 출발 

하여 寶料와 經驗을 홉積해 가면서 段階的으로 보다 확장된 模型으로 발전해 나가는 過뚫을 

따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包括的이고 體系的인 環境體系模型으로 接近해 가는 것이 바땀직 

할 것 이 다. 이 러 한 fLearning by doingJ式의 接近方法은 처 음부터 大規模 模型을 만들어 

應用하는 과청에서 발생하는 問題點과 試行錯誤를 防止하고 앞단계에서의 寶料와 經驗을 

뒷단계에 充分히 反映하면서 보다 現實的인 模型을 뼈縮性있게 구축하기 위 한 趣릅이 다. 

물론， 始發點이 되는 첫단계의 模型은 되도록 應用하기 쉬우면서도 指向하는 궁극적인 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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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의 중심이 되고 基鍵가 되는 模型이 바람직하다. 

本 寶짧에서는 그러한 基鍵模型으로서 소위 塵業聯關分析(input output analysis)을 利用

한 環境樓型을 提示하고 이의 運用에 關하여 詳述하고자 한다. 특히 塵業聯關分析模型을 

팩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理由가 있다. 

첫째， 塵業聯關分析 방연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比較的 풍부한 寶料와 경험이 홉積되어 

있다는 것어다. 우리나라의 塵業聯關分析表는 韓國銀行이 3년마다 한번씩 作成하여 발표하 

고 있으며 最近 1980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塵業聯關表는 392個 塵業部門에 결친 광법함 

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國民經濟 運用에 있어서 政府의 經濟政策 및 計劃의 投홈U이 

훌重한 나라에 있어서는 塵業聯關表는 매우 貴重한 寶料가 되고 있으며 實際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塵業聯關分析이 各種 經濟問題 및 資源開發問題에 廣範圍하게 活用되고 있다. 심 

지어 최근에는 山林資源의 需흉흉鍵測에도 옳業聯關分析이 應用되고 있음에도 不빼하고 이같 

응 有用한 資料가 유독 環境問題의 對策을 세움에 있어서는 전혀 活用되고 있지 않음은 意

外라 할 것이다. 外國에 있어서는 盧業聯關分析을 이용한 環境模型이 이미 오래전에 개발 

되 어 대 단히 廣範圍하게 活用되 고 있다. 

둘째 , 環境問題는 結局 生盧하고 消費하는 各種經濟活動에 基因하으로 經濟의 움직 임 과 

環境과의 關係를 파악하는 것응 環境問題를 理解함에 있어서나 環境政策을 세움에 있어서 

매우 緊훨하며 包括的안 環境模型의 核心을 이룬다는 點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環境펌 

梁의 深刻化로 인해서 環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이에 부응하여 많응 맑究가 활밸 

히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그 대부분의 關心이나 맑究는 環境펀梁이라는 結果에 執훌 

하여 그 原因이 되는 各種 經濟活動과의 有機的언 關係를 因果論에 立뼈하여 分析한 연구 

는 사질상 全無한 實情이었다. 이런 意味에서 塵業聯關分析을 이용한 環境模型은 우리의 

各種經濟活動이 環境에 미치는 影響을 유기적으로 說明하는 理論上， 그리고 寶用上의 分析

道具가 될 수 있다. 예 컨데 ,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에 담겨 진 앞으로의 GNP성 장 

률， 塵業構造 改編， 輸出入， 授資計劃， 露爛計劃 等이 우리의 환경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 

여는 盧業聯關分析을 이용하여 巨視的으로 分析할 수 있고 그 分析結果는 앞으로의 經濟政

策이나 環境政策에 有用한 政策資料를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塵業聯關分析模型은 比較的 應用이 쉽고 模型에 {벼縮性이 있어 보다 복장한 模型

으로 據張하기도 쉽다. 實際 外國에서 개발되어 應用되고 있는 環覆模型들은 塵業聯關分析

을 核으로 보다 복잡한 諸般 考慮事項들을 행附하여 據張한 模型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盧

業聯關分析을 이 용한 環境模型들은 經濟的언 훨因들의 變化에 따른 環境上의 影響들을 比

較的 간펀하고 신속하게 추청해 준다는 것이다. 

애초 「레온티프」敎授가 考案하여 발표한 塵業聯關分析模型은 經濟政策 또는 經濟外部에 

서 발생하는 要因들이 經濟에 마 지는 波及效果를 分혐f하는 寶用的인 巨視經濟模型이 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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塵業聯關分析模型올 보다 확장하여 環境댄梁問題에 活用한 模型은 1970년경 역시 「레온티 

표」 교수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발표된 「레옹티프」 교수의 塵業聯關分析을 

이용한 環境模型(以下 「레온티표」 環境模型)은 後述되겠지만 運用上의 몇 가지 問題點들이 

있다. 따라서， 本 究昭에서는 이러한 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公害乘數(pollution

multiplier) "를 이용하여 「헤온티표」 環境模型을 再編成하고 再解析함으로써 經濟的인 훌因 

으로 因한 環境上의 波及效果를 보다 效率的A로 測定하는 方法을 提示하고자 한다. 

第 2 章에 서는 「레 옹티 표」 環境模型을 소개 한 다음 公害乘數를 이 용한 環境模型 解法을 

詳述하고 第 3 章에서는 塵業聯關分析을 이용한 環境模型에서부터 보다 練合的인 環境體系

模型에로 확대시키는 過程과 그 內容에 대하여 論하고 第 4 章에서는 結論 및 建議事項을 

提示하기로 한다. 

第 2 훌 훌業聯關分析을 利用한 環境模型

第 1 節 「례온티프」 環境樓型

어느 經濟의 塵業部門을 η個 生塵部門으로 分類하고 i번째 生盧部門의 年間總生塵量을 

Xj , i번째 생 산부푼의 제 품에 대 한 最終需要를 ￡라고 表示하면 生옳部門間의 關係， 그리 고 

塵業別 生훌量과 最終需要와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數式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1) (I-A)x=f 

여 커 에 서 行列 A는 .소위 技術係數行列로서 이 行列의 구체 적 인 숫자는 塵業聯關表에 계 

산되어 있으며 z와 f는 각각 塵業別生塵量과 最終需要를 나타내는 (πx 1)1벡터」이다. 즉， 

Z~ r찮l • [줬 l 
最終需흉흉 f는-家計消費， 政府支出， 廳出入，~資 等으로 구성되 며 GNP를 구체 적 으로 나 

타낸다. 즉 (fl+좌+ ......... +1n)은 GNP가 된다. 따라서， 어느 時點에 있어서의 GNP의 
구체적인 內容플， 즉 fi가 政策的 또는 外生的으로 결청되면 이 주어진 最終需훨를 만족시 

키기 위하여 各 生塵部門이 생산하여야 할 生塵量 x는 다음과 같이 결청된다. 

(2-2) X= (I - A) -lf 

行列 (l"':"A)-l을 특히 「레온티프」 遊行列이라고 부르며 이 遊行列의 具體的인 숫자도 塵

業聯關表에 ‘계 산되 어 있다. 다시 말해 서 塵業聯關表에 계 산되 어진 「레온티 표」 遊行列에 주 

어진 最終需훨 「벡터」를 꼽하면 이 주어진 最終需要를 달성하기 위해서 必要한 各 塵業別

生塵量이 결청펀다는 것이다. 

式 (2-1)로 表示된 塵業聯關基本模型을 本源的 生塵훨素(예 컨데 勞動力， 水資源， 士

地等)에 대한 需흉흉를 考慮한 模型으로 擬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追加的으로 變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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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係數들을 청의하기로 한다. 

r=經濟全體의 本源的 生塵需要의 짧庸水準을 나타내 는 (mx 1) 1벡 터 J(例를 들어 rj는 經

濟全體에서 必훨한 i번째 本源的 生塵훨素의 量을 나타냄) . 

fr=最終需훨部門에 훌흉爛된 本源的 生훌흉흉용素의 量을 나타내 는 (mx 1) 1벡 터 J(예 컨데 政

府， 外國， 一般家塵에 서 고용한 生塵異素의 훌릎橫量을 나타냄). 

R=(mx η) 本源的 生盧賣素 所훌係數行列 (즉 R의 i번째 行과 j번째 列의 元素인 rjj는 j 

번째 塵業部門의 製品 한 단위를 生盧하는데 必훨한 i번째 本源的 生盧훌素의 量을 

나타냄) . 

그러 면 本源的 生塵훨素의 훌증爛關係에 대한 다음과 같은 式이 基本模型에 追加된다. 

(2-3) r=Rx+ fT 

즉， 이 經濟에서 必훨로 하는 本源的 生塵몇素의 露爛量은 生盧部門에 흉흉購되는 量 Rx 

와 最終需훨部門에 서 展爛되 는 量 fr과의 合이 다. 이 後者가 外生的으로 決定되 면 本源的

生盧훨素의 總所몇量은 各 盧業部門의 生옳量 Z에 의해 결청된다. 그런데 Z는 이미 式

(2-2)에서 결청되기 때문에 이플 式 (2-3) 에 代入하연 經濟의 總展爛量에 대한 다음과 같 

은 解를 얻게 된다. 

(2-4) r=R(I-A)-lf+fT 

예컨데， 첫번째 本源的 生塵훨素를 勞動力이라 할 째， rl (1벡터 J r의 첫번째 元素)은 國

民經濟의 勞動力 總盧橫量을 表示하며 ， fTl (1벡터 J fr의 Z첫번째 元素)은 最終需要部門에 屬，

橫펀 勞動力의 量을 나타내 는데 式 (2-4)로 부터 

(2-5) η=R1' (I-A)-lf+fr 

을 얻게 띈다. 이 式에서 R/는 行列 R의 첫번째 行을 나타낸다. 따라서 ， R' (l-A)-lf는 

주어진 最終需훌 f를 충족시키기 위한 部門別生塵量 (l-A)-lf를 생산하는 데 所훌되는 勞

動者의 數를 나타내 며 여기 에 最終需要部門에 고용되 는 勞動者의 數 1'1 (이 수는 外生的.E

로 주어점)을 합치면 그 經濟에서 必홍용한 勞動者 總훌흉橫量 rl이 된다는 것이다. 

本源的 生盧훨素를 考慮한 以上의 據張된 塵業聯關模型을 더욱 據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 의 된 變數와 係數들을 追加하기 로 한다. 단， 1장짧物質의 種類는 S가지 가 있다고 가 

정한다. 

ε=各種 環境펀梁物 許用量 또는 基準f直를 나타내는 (sx 1) r벡터 J(例를 들어 ￡는 i번째 

f쥔梁物質에 대한 許用水準 또는 基準f直를 나타냄). 

b=超過公害量， 즉 公害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할 境遇 公害·許容量 (Z)을 超過

하여 各 盧業部門에 서 發生하는 大氣펀梁物質의 量을 나타내 는 (sx 1) 1벡 터 J(例를 플 

어 bj는 i번째 펀梁物質의 基準f直 또는 許容植 Zj를 超過해서 排出된 量을 나타냄) . 

w=公害排出係數行列(즉 W의 i번째 行과 j먼째 列의 元素인 Wij는 j번째 塵業部門의 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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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 한 단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排出되는 i번째 펀梁物質의 童을 나따냄) . 

청의상 行列 W에 X블 팝하면 各 生塵部門이 z만큼 생산하는 과청에서 排出되는 펀梁陽 

의 量이 펀다. 그러드로 청의에 따라 超過公害量 b는 다음과 같이 表示원다. 

(2-6) Wx-ε=b 

公害許容量 ε는 政策的으로 規定된 公害基準에 의해서 決定되므로 결국 超過公害量 b는 

塵業生盧에 J:tí7l1한다. 따라서 式 (2-2) 를 式 (2-6) 에 代入하면 超過公書量 b를 결청하는 

방청식 

(2-7) b= W(l-A)-lf-ε 

을 얻게 된다. 여기서 (l_A)-l>I이으로， (I-A)-l=I↓B라고 놓고 이플 式 (2-7) 에 대입 

하면 다음과 같은 式을 얻을 수 있다. 

(2-8) b= Wf+ WBf-ε 

- 이 式에 서 Wf는 各 塵業部門에 서 最終需훨量만큼 즉， 각 家盧에 서 消費하고 政府가 購

買하고 外國에 輸出되 는 量만큼만 生塵했올 때 直接的으로 (즉， 第 l 次的으로) 排出되 는 

쩍梁物質의 量이 되 며 ， WBf는 塵業間의 相효聯關 關係로 인해 서 간접 적 으로 排出되 는 펀 

梁物質의 量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式 (2-7)의 W(l-A)-lf는 옳業部門의 生훌훌過程에서 

직 접 • 간접 으로 發生하는 i뀐梁物質의 總、排出量이 되 며 이 에 서 許容펀梁量 ε를 공제 하면 바 

로 超過公害量 b가 얻어진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最終需몇 f가 政策的으로 결청되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塵業別

生盧量 X가 決定되고 이 Z가 決定되 면 이 의 生塵에 必훨한 本源的 生훌흥동素의 흉훌購量과 生

塵過程에서 排出되는 各種 펀梁物質의 排出量， 펀梁物質들의 超過公害量이 自動的으로 결 

정되는 것이 「레온티프」 模型의 특정이다. 다시 말해서 式 (2-2)로서 表示되는 「레온티프」 

의 塵業聯關基本模型의 解(즉， 훌홍業있Ij~塵量)만 결청되면 資源의 展購水準， 그리고 펀梁物 

排出量 등이 「레 온티 프」 짧行列， (l-A) 에 대 한 단순한 行列式 運用에 따라 쉽 게 算出된 

다는 것이다. 

「레온티프」 環境模型은 式 (2-1), (2-3) , (2-7)로 구성된 模型에 環境펀梁處理에 關한 變

數와 係數를 행附한 보다 확장된 模型이다. 環境펀梁處理에 關한 變數와 係數를 다음과 같 

이 청의하기로 한다. 

z=各 펀梁別 펀梁處理量을 나타내 는 (sx l) f벡 터 J(例를 들면 x의 i번째 元素언 z‘는 i번 

째 i륭梁物 處理量을 나타낸다). 

C=1당梁處理에 所몇되는 中間財의 量을 나타내는 (π xs)係數行列(例를 플면 C의 i번쩨 

行과 j번째 列의 元素언 Cij는 j번째 펀梁物質 한 단위 를 處理하는데 所훌되는 f번째 

塵業部門의 製品의 量을 나타냄). 

D=펀梁處理에 所훨되는 本源的 生옳흉흉素의 量을 나타내는 (mxs)係數行列(예를틀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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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元素 d，j는 j번째 펀梁物質 한 單位를 處理하는데 所훌되 는 i번째 생 산요소의 量을 

나타냄). 

1V=펀梁處理過程에서 發生하는 펀쌓物質의 量을 나타내는 (sxs)係數行列(예를 들어 ψ 

의 元素 Wij는 j번째 펀梁物質 한 單位를 處理하는 과청 에 서 發生되는 i번째 펀뽕緣 

質의量을 나타냄) . 

그러면， I레온티프」 環境模型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 수 있다. 

(2-9) (I-A)x-Cz=f 

(2-10) -Rx+r-Dz=fr 

(2-11) - Wx+ (1-W)z=-ε 

式 (2-9)는 x=f+Ax+Cz를 整理한 것￡로 훌業部門의 總生훌量 z는 最終需훨를 위한 

部分， 이 最終需몇를 生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中間財의 生塵量(Ax) , 그리고 公害防止

에 必要한 各種 財貨(中間財)의 生塵量 (Cz)의 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式 (2-10)윤 

r=Rx+Dz+ fr올 整理한 것으로 國民經濟의 總層購量 f은 깅흉業部門에 廣購된 生륭흉흉§素의 

量 (Rx) , 公害處理部門에 찮健되는 生塵훨素의 量 (Dz) , 그리고 最終需훨部門에 直接 휩購 

되는 生塵몇素의 量의 合이 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式 (2-9) 와 (2-10)에서 Cz와 Dz는 各種 i됨梁物質들을 z만큼 處理하기 위해서 

國民經濟가 치루어야 하는 費用이라고 理解할 수도 있다. 즉， Cz는 펀梁處理에 소요되는 

中間財(生塵펀 財貨)의 費用이고 Dz는 本源的 生塵훨素를 조달하기 위한 費用이다. 

또， 한면으로는 Cz를 環境펀梁에 대한 投資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즉， 大氣펀梁 

處理를 위한 總投資願이 잠정적으로 결청되면 係數行列 C를 同 投資願의 훌훌業別 配分比率

을 반영하는 行列로 理解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Cz를 이해하면 뒤에 提示될 諸公

式에 따라 大氣펀梁에 대 한 投資의 變動이 全慶業의 生옳과 흩輝에 미 치 는 影響을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式 (2-11)은 Wx十Wz=z+ε를 정리한 것으로 펀梁物質總排出量은 塵業部門에서 發生된 

量과 公害處理過程 그 自體에서 排出되는 量과의 合이며 이는 또한 處理된 ‘펌梁勳質量과 

處理되지 않은 채 방출흰 펀梁量(즉， 許容된 펀梁量)과의 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鍵張된 模型의 「레온"-1 프」 行列을 G로 定義하면， 

r (1-A) : 0: -C 

G= I -R 1 -D 

L -wjO: (1-W) 

이 며 따라서 「레 온티 프」 環境模型은 行列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 [:] =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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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ε는 外生變數(政策的으로 얹·定되는 變數)이기 때문에， 據張된 「례옹터프」行 

列에 G의 遍行列 G-l을 求하여 外生變數 「벡터」에 꼽해주면 上記 式 (2-12)로 표현되는 

「레온터표」 公害模型의 解， 즉 j린梁處理를 考慮했을 혜의 各 塵業別 生塵水準 (:c) , 혈庸 

水準(서， 그리고 i됨梁物들의 適正處理水準 (z)틀을 推定해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適

正處理水準이 라 함은 式 (2-12) 에 서 얻어 지 는 z의 값이 주어 진 許容펀梁水準 ε를 유지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펀梁物質들을 處理하여야 할 것인가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다. 

政策的S로(예컨데， 政府投資 또는 政府支出의 경우)， 그리고 外生的으로(예컨데， 輸出，

民間꿇資， 國民의 消、費水準 等의 경 우) GNP의 具體的인 내 용이 결청되 면 最終需횟 f가 결 

갱되고， 또 環境政策에 따라 ε가 결청되면 式 (2-12)에서 이틀을 만족시키기 위한 塵業別

生盧置 z와 i륭梁處理量 z가 결정된다. 또한 式 (2-11)에서 W:c를 계산하면 同 塵業別 生

塵量 x를 생 산하는 과정에 서 얼 마만큼의 펀梁緣質이 排出되는지를 알 수 있고， 式 (2-9) 

에 서 Cz를 구하고 式 (2-10) 에 서 Dz를 求하면 z만큼의 펀梁物質을 處理하기 위해 서는 얼 

마만큼의 中間財費用과 資源의 題爛이 必훨한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第 2 節 公홈乘훌훌 利用한 解法

1. 公害乘數

前節에 서 살펴 본 「레 온티표」解法은 우선 G-l을 계 산해 야 하는 計算上의 負擔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計算上의 問題는 둘째 問題이고 우리가 經濟政策을 樹立하고 

또 이에 따라 環境政策을 樹立함에 있어서 특허 環境政策과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事項들 

에 대해서 具體的￡로 알고 싶을 해가 있을 것이다. 

CD GNP를 반영하는 最終需훨 f와 環境펀짧과의 關係， 그리고 주어진 許容펀짧水準 (z) 를 

유지하기 위해 서 處理해 야 할 펀梁勳質의 量과의 關係.

@ 許容펀梁水準 Z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處理해야 할 펀梁物質의 量 z와의 關係， 그 

리고 §와 塵業別 生옳量 X와 屬購 f과의 關係.

@ 環境펀梁處理水準 Z와 塵業別 生盧量 :c, 그리고 廣庸 r과의 關係.

이 밖에 도 여 러 가지 보다 具體的인 事項들에 對하여 알 必要가 있겠으나 上記 「레온티표」 

式의 解法에서는 그러한 具體的언 變數들간의 關係를 따로 분리함이 없이 뭉뚱그려서 총체 

적인 解를 求하기 때문에 各 變數들간의 具體的인 關係에 對한 情報블 잃게 된다. 

우선i 주목해야 할 것은 鍵張된 「레온티프」行列 G는 「레온티표」 基本模型의 行列 (I-A)

를 據張한 行列이며 (I-A)의 遊行列은 이미 塵業聯關表에 計算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레온티프」 基本模型의 모든 解는 이미 計算되어 주어진 (I-A)-l에 간 

단한 行列算法(matrix operation)을 행함으로써 구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계산펴어 

진 遊行列 (I-A)-l을 最大限 이용하여 따로 據張된 「레온티프」 遊行列 G-l을 구함이 없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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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레온티프」 公害模型의 모든 解를 (I-A)-l에 대한 간단한 行列算法에 의해서 求해 

보려는 것이 本橋에서 提示하는 解法의 기본 「아이디어」이다. 

그러면， 우선 G에서 C=O, D=O, W =0로 놓았을 해 얻어지는 行列을 Go로 表示하면， 

r (I-A) ! 0 : 0 1 

Go= I -R 1 i 0 

찌T: 0 1 J 

이며 

r (I-A)-1 0 1 

GO-1= I R(I-A)-1 I m+s 

L W(I-A)-1: J 

가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이 Go는 바로 前節의 式 (2-1), (2-3) , (2-6)으로 구 

성된 模型의 「레온티프」 行列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行列 C， D， W는 펀梁處理와 關係

되는 것들이묘로 이들을 零A로 놓아서 얻어지는 Go는 바로 펀梁物質틀을 전혀 處理하지 

않은 채 방치했을 경우의 「레온티프」 行列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行列 K에 대하여 

(2-13) G-1=KGo-1 

이 라는 關係式이 成立하는데 이 行列 K는 

r 1 ! 0 i (I-A)~1C.M 

K= I 0 i 1 i (D+R (I-A)-1C]M I 

L 0: 0: M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行列 M은 다음과 같이 청의된다. 

M=(I- W(I-A)-1C-W]-1 

이 行列 M을 公害乘數라고 부르기로 하며 M늘I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式 (2-12) 에서， 

[;J =G-1 [잎] 
이묘로 여기에 G-1 대신 式 (2-13)을 대업하고 정리하면 펀짧處理水準 z에 대한 다음과 같 

은 關係式을 얻는다. 

(2-14) z=Mb 

이 式이 의미하는 것은 許容펀梁水準이 이미 청해져 있고 이를 초과에서 f륭짧物質들이 

排出되 고 있을 때 , (즉， 超過公害가 存tE할 때) 그 許容펀 公害水準을 유지 하기 위 해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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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超過公害量 b에 乘數 M을 곱한 만큼의 i당梁物質들을 處理해 주어 야 한다는 것이 다. 

이 를 보다 상셰 히 說明하기 위해 서 단 한가지의 f륭梁~質 예 컨데 유황화합물만을 考慮하 

는 가장 간단한 境遇를 상청해 보기로 한다〔즉， $=1). 그러면， W， C， W는 각각 (lXπ)의 

行「벡터 j ， (πx 1)의 列「벡터 j， 그리고 常數로 縮少되고 Z， ε， b 모두가 scalar變數로 정의되 

며 公害乘數 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W(I-A)-lC-ψ〕

지 금 이 펀梁物質에 대 한 最大許容水準은 10單位인데 아무런 公害處理擔置를 취하지 않 

은 채 방치 할 갱 우 各 塵業에 서 排出되 는 同 펀梁物質의 量은 15單位라고 하면 超過公害量

은 5單位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만일 公害乘數 M이 1. 3이라고 하면 이 超過公害量을 

제거하기 위해서 處理해야 할 펀梁物質의 量은 5x 1. 3 單位 즉 6.5 單位가 된다. 다시 말 

해서 단순히 顧察되고 있는 超過公害量 5單位만을 處理해서는 사전에 決定된 最大許容 公

害水準인 10單位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理由를 밝히기 위해서는 公害乘數 M의 

내용을 살펴 볼 必훌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펀梁錫質을 處理하기 위해서는 勞動力이나 其他 本源的 生塵훨素 

도 必要하지만 電力이라든가 化工藥品 等 기타 여러가지 훌業製品들이 必훌한데 펀梁物質 

한 단위 를 處理하는데 所要되는 中間財로서 의 同 塵業製品들의 量은 列「벡 터 j C(펀梁物質 

의 種類가 여러가지일 때는 行列 c)가 나타내는 만큼이다. 그런데 C만큼의 中間財를 生塵

하자면 직접 • 간접으로 各 塵業部門들은 궁극적으로 (I-A)-lC만큼 더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式 (2-2) 의 f 대신에 C를 대입하여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I-A)-lC만픔의 

펀梁處理에 必몇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과청에서 W(I-A)-lC만큼의 i쥔梁物質이 各 훌훌業部 

門으로부터 방출될 것이 며 여 71 에 더 하여 상기 펀梁物質 한 單位를 處理하는 過程 그 자체 

에서 또한 W만큼의 펀짧物質이 직접적으로 배출된다. 그러무로， 결국 애초의 i융梁物質 한 

單位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직접 • 간접으로 총 (W(I-A)-lC+ψ〕 單位만큼의 펀梁物質이 

다시 발생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펀梁處理에 직정 • 간접으로 수반되는 펀 

梁排出量을 공제하고 나면 애초 한 단위의 i뀐￥양~質을 줄이려던 勞力은 결국 {l -(W(l

A)-lC十WJ} 單位의 i쥔梁物質을 除去하는 정도로 그치게 된다. 

그러묘로， 上記한 公害乘數의 뺑은 펀쌓物質處理의 效率性에 대한 R度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펀梁處理가 完全無缺하여 펀梁處理過程 그 自體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아무런 公害를 發生하지 않는다고 하면(즉 찌/=0이고 C=o이면) M=l(多數의 쩍梁物質의 

경우에는 M=I)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完全無缺한 펀짧處理란 생각하기 어렵기 해문에 

M>l(다수의 펀梁勳質의 경우 M>I)이며， 따라서 단순히 超過公害量만을 處理해서는 目

標로 삼은 i켠梁基準{直를 유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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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 (2-14) 에 서 b를 풀어 쓰면 

(2-14') z=M(W(I-A)-lf-ε〕

이라는 式을 얻는다. 이 式을 이용하면 最終需훨와 현梁基準f直(또는 i장梁許容水準)에 대한 

政策이 펀梁處理水準에 미치는 效果를 쉽게 계싼햄 낼 수 있다. 

最終需흉흉에 는 보통 民間消費支出， 政府消費支出， 民間投資， 政府授資， 輸出， 輸入 等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項g들의 변화로 예컨데， 最終需要가 11f만큼 增加하였다고 하면， 

式 (2-2) 에 따라 우선 第一것的으로 塵業別 生옳이 (l-A)-l11f만큼 增加하는 效果가 유말 

됨을 알 수 있고 이의 生塵過程에서 W(l-A)-l11f만큼의 펀짧物質이 排出될 것이무로 이 

增加된 배출량을 除去하려면 公害乘數만큼을 곱한 量， 즉 

MW(l-A)-l11f 

만큼의 펀梁物質을 處理해야만 정해진 펀梁基灌f直 ε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計算을 

式 (2-14') 로부터 읽 을 수 있다. 즉， 최 종수요가 11f만큼 증가하면 公害物質 處理負擔은 

M. W(l-A)-l11f만큼 증가한다는 것 이 다. 

또， r꽁짧許容水準 흑은 基準f直 ε를， 예 컨데 11z만큼 낮추면 (즉， 公害基準을 dε만큼 더 욱 

엄격하게 하면) 式(3-14') 에 의해서 추가적인 펀梁處理負擔은 값에 公害乘數 M을 곱해 준 

만큼， 즉 M.값만큼으로 계 산된다. 

上記한 펀梁勳質을 處理하기 위해서는 塵業部門에서 생산되는 각종 製品과 勞動力 등 각 

종 生慶愛素가 必흉흉하게 된다. 政策變數인 最終需異 f와 펀梁基準{直 ε가 外生的으로 결청 

되면 式(2-14') 에 의해서 適正펀梁處理量 Z가 결정되는데， 일단 이 Z가 결청되면 이를 위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塵業別 生塵과 生塵要素의 量까지를 고려한 國民經濟 全體의 生

塵水準과 廣爛水準은 다음 式에서 算出해 낼 수 있다. 

(2-15) x= (l-A)-l(f+CZ) 

(2-16) r=Rx+Dz+ fr=R (l-A)-lf+(R(l-A)-lC+DJz+ fr 

이 式들에 의하면 처리해야 할 펀梁物質의 量이， 예컨데 11z만큼 증가할 경우 이를 위해 

서 각 塵業部門을 (I-A)-lC.11z만큼 더 생산해야 하며 이에 따른 追加훌훌據量과 또 i장梁處 

理 그 자체에 소요되는 展購員까치를 합하면 生塵要素의 總 展爛훌훌은 결국 (R(I-A)-lC+ 

DJ11z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式(2-15) 와 (2-16) 에 式 (2-14)를 대 입하면 

(2-17) x=(I-A)-l (f+CMb) 

(2-18) r=R (1- A) -1 (f구CMb) + DMb+ fr 

=Rx+DMh+fr 

。1 라는 환계적올 엔게 되어 超過公害量 b와 함께 塵業別 生塵水準 :C, 그려고 ~塵顆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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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룹購水準 T과의 關係를 把握할 수 있다. 

즉， 最終需흉흉 또는 ‘현梁基準f直의 變化로 인해 超過公害量이 예컨데 Jb만큼 증가한다고 

하면 塵業生盧量은 (I-A)-lCMLJb만큼 增加하게 되 며 生塵훌素흩爛量은 (R (1-A)-lC+ 

D]MJb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한. 

만일， 펀梁物質에 對한 處理가 전혀 없었을 境遇에는 C=O , .D=O이으로 式(2-17)과 

(2-18)은 각각 

X= (I-A)-lf 

r=R (I-A)-lf+ fr 

로 縮少되어 第一節의 z와 r에 대한 式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여기서 

b= W(I-A)-lf-ε 

로 청의되으로 이를 式 (2-17) 과 (2-18) 에 대 입하면 

x= (1-A)-l tf+CM[ W(1-A)-lf-성} 

=(I+ (I-A)-lCMW] (I-A)-lf- (I-A)-lCMε 

r= {R+ (R+ (I-A)-lC+D]MW} (I-A)-lf 

-(R (I-A)-lC+D]Mz+ fr 

이라는 다소 複雜한 關係式을 얻게 되는데 이 式들은 環境펀梁을 고려했을 때 最終需훨와 

펀梁基準f直 또는 許容量의 變動이 盧業生塵과 展爛에 미 치 는 效果를 測定하려고 할 때 이 

용될 수 있는 콩식이 된다. 

예컨례， 最終需要가 Jf만큼 증가하면 盧業生盧은 

(I+ (I-A)-lCMW] (1-A)-lLJf 

만큼 층가해 야 하고 또 흉활爛은 

{R+ (R (l-A)-lC+DJMW} (l-A)-lJf 

만큼 증가해야 한다. 

「레 온터표」의 模型體系에 서는 最終需훨 f가 증가하면 2중으로 塵業生塵에 影響을 미 친 

다. 즉， 1次的으로 盧業生塵의 增加， 즉 (I-A)-l Jf만큼의 增加를 直接的으로 초래하고 

2次的으로는 펀深物 處理量의 增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盧業生塵의 增加效果， 즉 (I-A)-l 

CMW(l-A)-l Jf만큼의 增加를 超來한다는 것 이 다. 

反面에 펀梁基準f直 ε의 變動은 處理해 야 할 펀梁物의 量의 變動을 通해 서 盧業生塵 및 

짧痛에 影響을‘ 미 친다. 예 컨데， 許容梁梁水準을 dε만큼 낮추면 이 결과 盧業生盧은 

(I-A)-lCMJε 

만큼 增加하제 1 되 며 흉흉爛은 

(R (I-A)-lC+DJMJz 

만큼 增加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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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에 서 提示한 公式들에 의해 서 훌業別 生塵水準， 훌훌爛水準， 그리 고 펀梁物處理水準을 

決定하는 過程을 要約해 보연 우선 基廳資料로서 超過公害水準 b와 公害乘數 M을 計算한 

다. 各種 係數， 특히 (I-A)- l, W， ψ， C만 알면 公書乘數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여기 

에 政策變數 f와 2만 청해지면 b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다음 段階로는 펀梁物處理量 Z블 결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式(2-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超過公害水準 b에 公害乘數 M을 곱한 것이다. 일단 z가 결정되면 式 (2-15)에서 塵業別 生

塵量 Z가 결정되며 이 z를 z와 함께 式 (2-16) 에 대입하면 生塵훌素의 흉흉橫水準도 결정된다. 

물론， 이와 같은 순서대로 모든 變數에 대한 값을 청할 수도 있고 政策變數 f와 ε， 그리 

고 ￡만 알려지면 生옳水準， 또는 展爛水準 또는 梁펀物處理水準을 個別的으로 결청할 수 

도 있는 데 전체 變數에 대한 값을 個別的으로 決定할 수 없고 全體的으로 한꺼번에 청해 

야 하는 「레 온터 프」式의 解法과 다르다. 예 컨데 , 環境關係기 관에 서는 最終需훌에 關係되 는 

變數들이 國民經濟의 生옳이 나 區爛에 미 치 는 波及效果보다는 오히 려 ￥양i당物質 排出量

(W.x), 주어진 環境펀梁水準 g를 유지하기 위한 펀짧處理水準 (z) ， 또 이에 所훨되는 A的·

物的 援資(Cz와 Dz) 等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레온티프」式의 解法으로는 이러한 部

分的인 것에 關한 情報를 얻기 위해서도 全體 模型의 解를 한꺼번에 求해야 하는 反面 公

害乘數를 이용한 解法에서는 단순히 必훨한 公式만을 이용해서 選別的으로 特히 關心야 있 

는 事項에 關한 情報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特定한 政策變數 하나가 小福的으로 변했을 경우 그러한 變化로 因한 어떤 

特定한 事項(예컨데， 公害에 關한 事項)에 미치는 파급效果만 보고싶어도 「레온티프」 解法

에 서 는 「례 온티프」 環境模型 全部의 解를 구해 야 하는 不便이 있으나 公害乘數解法에 서는 

단순히 그 特定事項에 關한 公式만 뽑아서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2. 例 題

「레 온티 프」의 1970年度 論文에 다음과 같은 假想的인 經濟를 例題로 「레 온티프」 公害模

型을 說明하였다. 則， 塵業으로는 農業部門과 工業部門만 있으며 生훌훌素로서는 勞動力，

그리 고 한가지 公害勳質， 예 컨데 유황가스만이 發生한다. r레 온티 프」 遊行列은 다음과 

같다. 

(I-A)-1= [&: a뚫 ?: 3짧] 
農業製品을 한 單位 生塵하는데 0.8單位의 勞動力이 必要하며 生塵過程에 서 0.5單位의 유 

황가스를 排出한다.I業製品을 한 單位 生塵하는데 는 3.6單位의 勞動力이 必要하며 0.2單

位의 유황가스를 排出한다. 유황가스를 한單位處理하는데 I業製品은 0.2單位가 必흉흉하며 

農業製品은 必賣하지 않으나 勞動力은 2.0單位가 必要하고 處理過程自體에서는 梁펀物質이 

發生하지 않는다. 最終需횟部門에서는 勞動力을 必훌로 하지 않는다. 유황가스 法定許容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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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은 30單位이 다. 以上의 情報를 本鎬의 부호로 표시 하면 다음과 같다. 

W=(0.5 0.2) 

R=(0.8 3.6) 

W=O 

D=2.0 

1,=0 

z=30 

c= [~.2] 
지 금 農業製品에 대 한 最終需훨는 55單位이 고 工業製品에 대 한 最終需훨는 30單位라고 한 

다. 즉， 

1= [짧] 
이 러 한 例題를 앞에 서 소개 한 公式들을 利用하여 다음과 같이 풀어 볼 수 있다. 우선， 

순서 에 따라 超過公害量부터 計算해 본다. 주어 진 最終需몇를 충족시 키 기 위 하여 農業部門

과 工業部門이 생 산하는 과정 에 서 배 출되 는 유황가스의 총량은 

r 1. 457 o. 662 I I 55 I 
W(I- A) -Y= (0. 5 0 2) ! o. 232 1. 242 | | 301 =60 

즉， 60단위 이 므로 유황가스 許容量 30單位를 30단위 초과하고 있어 超過公害量 b는 30이 다. 

다음 관계로는 公害乘數 M을 계산한다. 유황가스 한 단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工業製

品만 0.2단위 소요되 는데 이 를 생 산하는 과정 에 서 직 접 • 간접 으로 農業部門과 工業部門에 

서 배출되는 유황가스의 量은 

I 1. 457 o. 662 I I 0 W(I - A) -lC= (0. 5 0.2) I ~. ~~~ ~. ~~~ I I ~ " I =0.11588 L o. 232 1. 242 J L O .. 2 J 

즉， 0.11588단위이다. 유황가스 처리과정에서는 유황가스가 방출되지 않으으로 W=O이고， 

M=}-- 1 =1.13l 
“‘ 1- (0.11588-0) 

IlP, 公害乘數는 1. 131이 다. 따라서 , 유황가스 許容量을 超過하는 30單位의 유황가스를 除

去하기 위해서는 

z= 1. 131 x 30=33. 93 

則， 33.93單位의 유황가스를 處理해 주어 야만 法定 유황가스 許容水準 30單位를 유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33.93單位의 유황가스를 處理하는데 直接的으로 所愛되는 中間財의 量은 

33. 93 I 2 n I = I 2 '"'0'" I L O. 21 - L 6. 786 J 

單位 즉， 農業製品은 必훨치 않고 工業製品만 6. 786單位 所훌된다. 이 6.786單位의 工業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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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을 供給하기 위해서 兩 盧業部門이 생산해야 할 農業製品과 고業製品의 量은 

[14570662] |0 l=|45l 
O. 232 1. 242 J L 6. 786 J L 8. 43 J 

郞， 農業製品 4.50單位， 二E業製品 8.43單位에 이 른다. 다시 말해 서 上記 33.93單位의 유황 

가스를 처 리 하는데 所몇되 는 中間財만을 供給하기 위해 서 兩 塵業部門은 4.5單位의 農業製

品과 8.43單位의 工業製品을 追加的으로 생 산해 야 한다. 여 기 에 주어 진 最終需훨를 충족시 

키 기 위 하여 兩 塵業部門이 生塵해 야 되는 農業製品과 工業製品의 量은 

[ 1 457 0 662 ] [ 55 ] - [ 100 ] 
O. 232 1. 242 J L 30 I - L 50 

郞， 農業製品 100單位， 고業製品 50單位이묘로 유황가스 處理에 所훨되 는 量까지 합치 면 

총 104.5單位의 農業製品과 58.43單位의 工業製品이 兩塵業部門으로 부터 생 산되 어 야 한다. 

이 만큼의 農業製品과 I業製品을 生塵하기 위 한 屬購水準을 決定하기 위 해 서 우선 33.93 

單位의 유황가스를 처리하는데 직접 • 간접으로 所훨되는 勞動力의 量은 式(2-16)을 이용 

하면 

33 93 { (0 8 0 6) [ k a뚫 ?: 짧 ] [~.2] +2.0} ==101. 8 

즉， 101. 8單位이 며 最終需훨를 충족시 키 기 위한 生塵에 소요되는 勞動力은 

r 1. 457 O. 662 1 1 501 
R(I-A)-lf= (0. 8 3. 6) 1 o. 232 1. 242 | l3o | =260 

즉， 260單位이묘로 合計 361. 8單位의 勞動力이 經濟 전체적으로 소요됨을 알 수 있다. 

第 3 童 「레온티프」 環境模型의 據꿇과 뿜、슴的인 環境體系模型의 構훌훌 

第 1 節 綠合的 環境體系模型에 있어서으I I레온티프」 環境模型의 {立置

5次年에 걸친 本 環境빠究의 큰 目的 中의 하나는 經合的인 環境體系模型을 定立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第 1 次와 2 次年度의 陽究에서는 緣合的인 環境體系模型의 性格과 內容

몇件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實例로써 이미 開發·應用된 각종 m.世界模型들을 소 

개하고 분석한 바 있다. 그렇다고， 本 맑究의 目的이 그러한 또 하나의 m.世界模型을 구축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環境핍究는 그 역사 

와 경험이 日購하여 아직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에 대한 環境模型마저도 구상되어 응용된 

척도 없는 실청이다. 따라서， 本 짧究가 추구하는 模型은 우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環境

問題에 대해서 說明을 할 수 있고 洞察할 수 있는 또 우리 현질에 맞는 對案을 제시할 수 

있는 模型이어야 할 것이다. 그 一環으로 本 5次年度 昭究에서는 修正된 「레온티표」 環境

模型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레온티프」 環境模型은 本 짧究가 추구하는 蘇合的 環境體

系模型의 극히 한 부분이며 기초가 되는 模型에 불과하다. 

本 5個年 빠究의 第1 ， 2， 3次年度 冊究를 요약해 보먼 環覆體系模型윤 그 법 위 가 世界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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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濟活動模型 

(econornic activity 
model) 

I 
〈圖-1) 環樓體系模型의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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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覆影響模型

(environrnental 
irnpact rnodel) 

次元의 模型이던， 國家 次元의 模型이던 기본적으로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下位

體系模型(subsystem model)을 포함한다(<圖 1> 參照、).

우선 經濟活動模型(economic activity model)은 여러가지 資源을 開發 • 利用하고 이로부 

터 財貨와 用投을 생 산하고 消費되는 過程， 그리 고 이 러 한 過程으로부터 각종 펀梁源이 형 

정되고 또 펀梁劇質이 배출되는 過程 및 排出規模 등에 관한 事項들이 포함된다. 

두번째 , 下位體系模型으로써 環境i쥔梁據散模型 (pollution diffusion model) 은 經濟行寫 過

程에서 배출되는 각종 環境펀梁物質플이 어떻게 空間的으로 時間的으로 環境에 확산되어 

냐가며 그 결과 각종 環境펀梁物質들이 어떻게 地域的A로 時間的으로 分布되고 集中되는 

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끝으로， 環境影響模型(environm~ntal impact model)은 地域的으로 時間的￡로 확산되어 

분포된 環境펀梁物質들이 구체 적 으로 A命上， 財塵上， 그리 고 生態界上에 어 떠 한 影響을 

미치는가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 된다. 

經濟活動模型은 주로 經濟學分野에 속하는 事項이 지 마는 부분적 으로 특히 經濟活動과 環

境i람짧物質 排出과의 관계 (예 컨데 , 前章의 「레 옴티 프」 環境模型에 서 W行列) 또 環境펀쌓 

處理 技術關係(예컨데， 前章의 「례온티표」 環境模型에서 行列 C와 行列 D)는 주로 環境工

學系統分野에서 규명되어야 할 事項이다. 

環境f쥔梁據散模型은 주로 環훌工學系統의 分野에 서 개 발되 어 야 할 성 격의 것이 다. 예 컨 

데 , rStreeter-PhelpsJ 模型에 서 여 러 가지 環樓I學에 관계 되 는 方程式플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約된 方程式이 유도되 었다. 즉， 

(3-1) d=Pz 

여 기 서 z는 經濟活動過程에 서 排出되 는 BOD의 量이 고 P는 據散係數를 나타내는 係數行

列이며 d는 DO(dissolved oxygen)의 지역적 집중분포를 나타내는 「백터」이다. 따라서 環

境I學의 專門知識을 이 용하여 行列 P가 추갱 되 면 여 기 에 經濟活動模型에 서 추청 된 zr백 

터」를 팝함으로써 經濟活動으로부터 배 출되는 水質펀梁物質이 各 地城의 水質에 미 치는 영 

향을 추청할 수 있게 된다. 

第 4 次年度 핍究의 第 4 章에 rStreeter-Phel ps J 模型과 유사한 環境펀梁 據散에 대 한 몇 

가지 模型들이 펀梁源別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模型들이나 式 (3- 1) 같은 모형 

플은 극히 일반적인 모형들이묘로 이들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係數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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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데， rStreeter-PhelpsJ 모형에서의 行列 P)을 추청해 내거나 또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模型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環境影響模型은 주로 生態學이냐 保健學， 環境工學 等의 專門分野知識이 크게 요청되는 

部門이 다. 그러 나， 이 部門은 가장 다루기 어 렵 고 그래 서 가장 未뻐數를 많이 포함하고 있 

는 未開招 부문이기도 하다. 

예컨데， 環境펀梁物質들이 )、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블 빼고는 대부분 

의 경우 확실히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추측에 의존하고 있을 뿐인데 그 

런 연유로 環境論者들은 環境펀梁物質로 인한 A體被害를 지나치게 針小棒大하고 있다는 

비 난을 받기 도 한다. 그러 나， 環境펀梁의 A命上， 財盧上， 또는 生態界上의 影響에 대 한 

정확한 把握은 環境政策을 세우거나 環境펀梁防止 投資水準을 결정하는테 있어서 매우 중 

요함은 두말할 必훨가 없다. 環境펀梁影響에 관한 資料는 政策的인 評價過程을 거쳐 政策

變數로 經濟活動模型에 rfeed-backJ됨 으로써 3개의 기 본적 인 下位體系模型， 즉 經濟活動模

型， 環境펀梁據散模型， 環境影響模型들이 하나의 體系的인 練合環覆模型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環境影響模型의 定立이 至難한 관계상 현실적A로는 그래도 寶料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또 얻기도 쉬운 經濟活動模型이 주축이 되어 環境펀梁據散模型을 첨부한 環

境模型이 주로 많이 개발되고 또 응용되고 있다. 

第 2 章에 서 詳說된 「레 온티 표」 環魔模型은 바로 대 표적 인 經濟活動模型이 며 基鍵模型이 

다. 第 3 次와 4 次年度의 班究에 서 집 중적 으로 다푼 下位體系模型들은 대 체 로 「레 온티 프」 

環境模型에 연결함￡로써 經濟活動模型을 주축으로한 하나의 緣合的인 環境體系模型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第 2 節 「레온티프」 環境模型의 據張

第 2 章에 서 논의 된 「레 온티 프」 環樓模型은 家計， 政府， 海外部門 等으로 구성 된 最終需

흉흉 部門에서는 環境i켠梁物質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청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보면 특히 家計部門의 消費活動에서 직접적으로 결과되는 環境펀梁勳의 量은 결코 무 

시할 수 없고 어떤 지역(특히， 人口가 밀집된 大都市) 또는 어떤 펀梁物의 경우(예컨데， 

大都市의 大氣펀梁)에는 盧業公害보다 오히려 市民生活에서 발생하는 i펀찍E物質들이 더 環

境펀梁의 主 原因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大氣펀梁은 自家用自動車 排氣가스에 

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漢江의 水質펀梁은 生活廢棄物 및 生活廢水가 主原因

이 띈다. 

이 와 같이 最終需횟部門에 서 직 접 적 으로 발생 하는 環境펀梁도 「레 온티 표」 環境模型에 포 

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係數行列을 정의한다. 

W*= ((w;j*)) = (sx n) 最終需훨部門 펀梁排出係數行列， 즉 W*의 i번째 行과 j번째 列

의 元素인 Wi/는 最終需要部門에 판매된 j번째 塵業部門의 製品 l단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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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i먼쩨 펀梁物質의 量을 나타냄. 

그러 면， 最終需훌가 f로 주어 지 면 最終需흉용部門에 서 발생 하는 펀梁物質의 量은 W츄f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전체의 펀梁物 發生에 관한 第 2 章의 方程式 (2-11)은 다음과 같 

이 수정된다. 

(3-2) - Wx+ (I-W)z=-ε+W*1 

이럴 경우의 超過公害量 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3) 하=[W(I-A)-l+ W*Jl-ε 

일단 超過公害量만 결정되면 나머지 變數들의 解는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公害乘數(公

害乘數 M은 最終需要部門의 펀梁發生과 상관없다)를 이 용한 解法의 특정 이 묘로 第 2 章에 

제시된 모든 解에서 단순히 b대신 式(3-3)에서 정의된 b*로 대치하면 最終需훨部門에서도 

직접적3로 環境펀梁物이 배출될 때의 「레온티프」 環境模型의 解들을 얻게펀다. 

第 3 次와 4次年度의 핍究에 제 시 된 下位體系模型은 크게 基本需몇模型， 資源模型， 그리 

고 環境펀짧模型의 3種類로 분류되 고 있다. 이중 基本需훨模型은 「레 온티프」 環境模型의 

最終需몇部門에 연결된다. 현재 韓國銀行에서 집계하고 있는 塵業聯關表에는 우리나라 經

濟를 392個 基本部門으로 分類한 것， 164個 統合部門으로 분류한 것 그리고 60個 統合部門

으로 분류한 것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164個 統合部門으로 분류한 塵業聯關表上으르 

는(즉， n=164이고 최종수요 「백터 Jf는 11부터 1164까지를 포함) 基本需훌模型의 敎育需愛

模型은 155번째 最終需要， 즉 1155에 주로 연결되며 保健醫鷹需要模型은 주로 156벤째 最終

需要， 즉 1156에 연결되고 食樓需要模型은 11부터 116어1 이르기까지의 最終需賣에 연결되고 

住힘需要模型윤 주로 131번째 最終需훨 즉 1131어1 연결된다. 따라서， 上記 基本需훨模型윤 

주로 1155, 1156, 1131, 11 ••.••.••••.. , 116의 內容과 규모를 결청짓게 되는데 다른 最終需要의 

內容과 規模는 별도의 방법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基本需훨도 그렇지만 일반 다른 最終需要도 A口增加와 상관있으으로 人口模型이 별도로 

작성되어 「레온E-]프」 模型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第 4 次年度 班究에 제시된 資源模型의 일부(즉， 資源需要 測面)는 이미 本 핍究의 第 2

章에 제시된 「레온티프」 環境模型에 포함되어 있다(方程式 2-10). 통상 「레온티표」의 盧業

聯關模型에서는 資源의 供給測面은 다루지 않는데 그 이유는 國民經濟의 目的은 결국 最終

需要 f를 충족시키기 위한 財貨와 用않을 생산하는데 있고 그러한 財貨와 用投을 생산하는 

데 必몇한 資源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가정 , 즉 遊休資源。1 존재 한다는 古典經濟學의 

가청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塵業聯關分析에서 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어 

진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생산부문에서 얼마 만큼의 물량을 생산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소요되는 資源의 量은 얼마나 되는가를 推定하는 것이다. 만일 소요되는 資源의 

뺑量이 그 供給量을 초과할 경우에는 물론 그 주어진 最終需훌 f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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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러한 경우는 盧業聯關分析模型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 나， 만일 주어 진 最終需훌 f을 충족시 키 기 위 해 서 必要한 資源의 需要量이 供給量을 

초과할 경우(사실 이러한 경우가 오히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에는 주어진 最

終需훨가 절대적인 條件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資源의 供給이 절대적인 制約條件으로 

작용하게 되으로 이런 경우 하나의 해결책은 주어진 資源을 合理的으로 再配分함으로써 주 

어진 最終需훨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즉， 最適化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레온E-]프」 塵業聯關模型은 그 내용이 상당히 바뀌어서 最

適化 模型a로 이 행 하게 되 며 그럽 o 로써 第 4 次年度의 資源模型을 塵業聯關模型 또는 本

짧究의 第 2 章에 제시한 「레온E-]프」 環境模型에 유기적부로 연결시킬 수 있다. 한가지 중 

요한 문제는 最適化의 基準問題， 즉 目的짧數(objective function) 의 定立인데 물론 여러가 

지 目的困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가지 代案은 주어진 資源을 GNP가 극대화되도록 配

分함으로써 주어 진 最終需홈에 최 대 한 접 근하도록 하는 最適化 模型을 만드는 것이 다. GNP 

란 附加價f直의 總和이므로 第 2 章의 方程式 (2-9) , (2-10) , (2-11)로 구성된 「레온티프」 

環境模型은 다음과 같이 最適化模型， 즉 GNP極大化模型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3-4) max GNP=ψ낭 

subject to 

(I-A).x-Cz듣f 

-R.x+r-Dz=파 

- W.x+ (I-W)z=-z+ W*j 

r~r 

z늘 0 ， r늘 0 ， z늘 O 

여기서 f은 (mx l) r벡터」로서 m가지 資源의 供給可能量을 나타내며 ψ는 각 塵業部門의 附

加價{直率을 나타내는 (πx l) r벡터」이다. 이 f은 第 4 次年度 짧究에 있어서 資源模型을 이용 

하여 추정된다. 이렇게 변형된 모형은 전형적인 線形計劃模型(linear programming model) 

이 되는데 이 模型을 풀어서 얻는 x， r， z에 대한 解는 물론 第 2 章에 제시된 解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다. 

第 4 次年度 핍究에 제시된 環境펀梁模型은 주로 前節에서 설명한 環境펀梁據散模型에 연 

결된다. 同 環境펀梁模型의 f장梁排出量에 관계되는 부문은 이미 方程式 (3-4) 에 제시된 極

大化 模型에 포함되 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第 4 次年度 맑究의 下位體系模型들과 本 짧究에서 제시한 「레온티프」 

環境模型과의 유기 적 안 관계 에 업 각하여 체 계화펀 環境模型의 기 본구조는 〈圖-2)와 같야‘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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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需要模짧 

*훌 8욱活훌b模뀔필 

많웰뀔 

〈圖-2) r레 옹티 프」 環境模型을 據張한 環境模型의 基本構造

第 4 훌 結 論

이상으료써 5次年度에 걸친 環境%究의 마지막 年度의 1iJf究안 本 짧究에서는 지난 4것年 

度에 결천 빠究를 요약하고 5次年度에 걸천 本 環樓핍究가 추구하는 練合的인 環境體系模

型의 개발을 위한 基廳模型으료서 塵業聯關分析 模型을 이용한 環覆模型의 內容과 解法에 

대해서 詳說하였으며 이 基隨模型과 지난 4次年度 짧究 結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 

의 試案으로써 練合的인 環境體系模型을 제시하였다. 

本 핍究의 基健模型의 구상에 있어서는 實用性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미 이 방면으로는 

많은 寶料가 축척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쩔料가 보충되면 즉시 우시나라의 環境問題에 적용 

하여 經濟政策과 環境政策을 연결하는데 많은 시사블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띈다. 이 基關

模型을 據張하여 브다 포콸적인 環境體系模型을 구축하기 위한 過程과 方案에 대하여는 本

핍究에셔 詳說하였으나 문제는 그러한 鍵張에 必要한 각종 下位體系模型틀에 대한 資料가 

크게 未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현질에 보다 부합되는 下位體系模型플의 개 

발과 이를 위한 資料의 축적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事項이다. 環覆1iJf究의 성격상 이러한 

일을은 비 단 經濟學의 專門쩌]識뿐 아니 라 環境I學， 生態學， 保健學 等 다방면의 專門知識

間의 긴말한 協助關係下에서 。1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本 陽究에서 주로 취급한 模型은 國家的 次元에서의 巨視模型인데， 環境i된梁은 특히 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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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가 밀칩되어 있고 塵業活動이 활발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무로 地域化된 模型의 

개발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國家全體에 대한 塵業聯關分析은 되어 있으나 어느 

地域을 대상으로한 塵業聯關分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外國에 있어서 

는 地城化된 塵業聯關分析模型이 많이 개받되어 응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앞￡로 이 방면의 陽究， 그리고 이에 연결될 地域化된 下部體系模型의 開發이 적극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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