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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20여 년 우리 사회 가 돌아가는 모습， 특히 우리 나라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서 울의 

변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켜본 외국사 

람들의 표현대로 ‘미천듯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커업하는 사람이나 월 

급장이나 돈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미친듯이 일했 

다. 불과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허허벨판이었던 논과 밭 곳곳에 아파트와 고층건물들이 -t11 

친듯이 올라섰다. 도로 안내도 체대로 안된 걸에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자동차들이 미천 

듯이 달린다.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이 수지맞는다니까 사람들이 미친듯이 부동산 투기에 달 

려들어 땅값， 칩값이 미친듯이 뛰었다. 요즈음 증권투자가 좋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친듯이 증권투자에 달려든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0여년에 결쳐 우리 사회를 휩쓸어 

온 소위 능률주의 혹은경제성장제일주의의 구호에 장단을 맞추어 일어난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떻든 이 결과 1987년 우리나라는 GNP 규모로 따져서 세계에서 스무번째로 큰 

경제 성 장국으로 부상하였다. 1A當 國民所得도 거 의 3， 000불대 에 육박하였다. 엇그제 같은 

20여년전 196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A當 國民所得은 500불에도 미치지 못 했 

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보고 외국의 언흔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세계의 우등생이라 

고 칭찬하기도 하고 혹은 한국의 정치적 발전수준은 한국이 수출하는 「엑셀」자동차보다도 

못 하다고 비표커도 한다. 

올림 픽 이 치 러 지 는 1988년 말에 는 우리 나라의 1A當 國民所得이 3， 000불대 를 돌파하리 라 

고 하는데， 이 3， 000불대가 선진 경제로 가는 킬목에 있어서 하나의 큰 고비라는 말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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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라질， 아르젠틴， 멕시코， 칠레 등 과거 선진국 행세를 하거나 혹은 선진국을 향해 줄 

달음치던 중남마의 여러 나라들이 이 3， 000불대의 벽을 뚫지 옷 하고 주저 앉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이 1 ， 000불대를 훨씬 밑돌던 10여년 전만 해도 폴란드， 헝가 

리 등 東歐의 여려 나라들이 2， 000불대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소득수준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직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로 알려져 있다. 한펀， 일단 이 3， 000불 

대의 고비를 넘어서면 선진경제에로의 큰 길에 올라서서 일본과 같이 될 수 있다는데， 성 

가포르， 대만， 홍콩 등이 이 일본형 경제성장을 가꾸어가는 나라로 꼽힌다. 

이 3， 000불대가 하나의 고비가 되는 까닭은 이 단계에서 풀어야 할 몇가지 어려움이 말 

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 하나는 값싼 노동력의 덕을 보는 비교우위의 약화를 극복하 

는 일이다. 흔히 지적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불만의 

고조， 특히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형￡로 인한 사회적 불만의 분출， 그리고 이로 인한 사 

회불안을 극복하는 일이다. 

경제성장 초기단계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Simon Kuznets도 이미 오래전에 지적한 바 있고 그리고 그 뒤 여러 학자들이 이 

를 싣증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하였다(1)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경제성장이 한참 고도 

화되던 1970년부터 1982년 사이 약 10여년 동안 「지니」 계수로 나타낸 계층간 所得不平等

度가 증가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정부가 공식적a로 발표하는 통계숫자의 경우 흔 

히 그렇듯이 이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먼부격차의 정도는 이 통계숫자화 

펀 所得不平等度보다 훨씬 더 심 각하다는 데 더 큰 문제 가 있는 것 같다. 環境廳、이 1987년 

천국에 걸쳐 실시한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意識調훌」에 의하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다 

루어야 할 사회문제로 소득격차의 문제를 첫번쩨로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25.8% 

를 차지하였는데， 이 숫자는 5년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사회복지문제 

를 첫째로 꼽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아서 22.1%를 차지했고， 고용문제를 첫째로 꼽는 

사람도 5.6%나 되었다 (3) 이렇게 보면 과반수가 먼부격차 및 이와 직결된 문제를 가장 심 

각한 사회문제로 꼽는 셈인데， 이 결과는 교육문제와 식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가장 

많이 팝혔던 5년 전의 조사결과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반부격차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문제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17.1%가 정부가 가장 중 

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문제로 환경오염문제를 꼽았는데， 이 숫자 역시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4) 환경의 질이라는 것이 大氣質， 水質， 소음， 진동 등을 포함하 

(1) Kuznets, Simon, “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American Economic 
Reνiew， Vol. XLV, No. 1, 1955, p.18. 

(2) 지니계수가 0.33으로부터 0.36으로 증가하였다. 經濟企훌j院， r짧濟白書J (1984) , p. 368. 
(3) 環境廳， r環境保全에 관한 國民意識調훌J ， 1987, p.177. 

、(4) 5년 천인 1982년에는 5.7%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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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예컨대 水質도 물의 맛， 냄새， 색깔， 탁도， 염도 등등 매우 다양한 측면을 내포한 多次

元的인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環境의 質이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나빠졌는지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環境펀榮의 정도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하는 숫자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대부분 평균치에 관한 것들인데， 환경오염 

에 관한 평균치들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가스가 누출되면 

불과 몇 분 내에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年中 독가스 평균농도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더구나정부는 그동안 환경오염이나빈부격차가 사회문제화 되 

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들 역시 크게 믿을 바가 뭇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이 얼마나 싣하게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지표는 아마도 

대중언흔매체가 환경오염문제를 다루는 빈도일 것이다. 외국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TV나 신문 등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서 얻는다. 위에서 이용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도 조사대상자의 90%가 이런 

대중언론매체를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보고 듣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과연 환경오염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19701건대에 들어와서 각종 언론매체들이 환경오염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반도가 급속히 늘어났었고 이 결과 국민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실강케 하였다 (5)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환경오염이 더욱 만연된 탓인지 흑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탓인지 확실치 않지만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환경요엽의 청도는 이 

런 대중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다. 1987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 

민의 식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 상자의 65.3%가 실제 의 환경오염정 도는 매스콩에서 발표한 것 

보다 더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물흔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는우리나라만이 겪는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대체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문제가， 경제성장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환경문제가 단계적으로 발 

생함이 보통이고，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만큼 각 문제 

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위 

그러한 경제성장의 부작용들 역시 숨돌릴 충분한 여유를 주지않고 연달아 터짐을 본다. 그 

리하여 경제성장에 결부된 자부심과 그 부작용에 결부된 자괴심이 동시에 교차되는 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단순히 풀어 

야 할 문제의 가지수가 양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뿐 아니라 각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의 

식됨을 의미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처지에 있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할수록 지금은 

(5) 이에 래한 차세한 내용은 盧隆熙， r環覆과 都市J， 서울 : 녹원출판사， 1984, p. 2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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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부자가 되어버린 사람과의 격차가 더 심각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깨못 

한 물이 흐르고 온갖 물고기가 뛰놀던 때의 기억이 생생할수록 지금은 썩어버린 강에 대한 

질망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는 문제， 반부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의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이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물흔 이 세가지 문제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다. 그랴 

니까 더욱 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형평 사이에는 相衝關係(trade-off)가 있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았 

다. 물 중의 어떤 것을 더 달성하려면 다른 것의 달성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 

장을 랄성하기 위해서는 가용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자원들이 효율적￡로 이 

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대가가 지불되는 경쟁체제가 확럽되어야 한 

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노력할 수는 없다. 그렇 

커 때문에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대가가 지불되는 경쟁체제 아래서는 남보다 유능한 사람，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며 게으른 사람， 무능한 사람은 

굶주려야 한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상금이 주어지며 실패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주어질 뿐 

이다. 그러묘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 

차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반대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경제정창의 희생 

을 각오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전혀 관계없이 사회 

가 생산한 것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고 하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 

이고 또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는 경재 

성장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원이용의 효율성 (eflìciency)과 소득분배의 형펑성 (equity) 사이의 이와 같은 관 

계를 Arthur M_ Okun은 경제학에 있어서 大相衝關係(big trade-off)라고 말한 적이 있다 (6)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충관계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사이에도 정렴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 

져 있다.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면 ‘경제성장이냐 환경보존이냐’라는 문구냐 또 

는 비슷한 취지의 문구가 으례 끼어들기 마련이다. 

보통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함을 의미하는데， 그러다 

보면 大氣펀梁物質이나 廢水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이 더 많이 발생하여 우리의 환경에 버 

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도 그만큼 더러워질 것이다. 반대로， 환경이 더럽히지지 않 

게 보존하고 나아가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더럽혀진 

(6) Okun, Arthur M. , Eqμality and Efficienc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P.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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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청소하는데 많은 인적 • 물적 자원을 투업해야 한다. 이 환경에 투입된 만큼 우리가 

일상 소비해 야 할 상품의 생산에 투입될 자원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 그리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옳든 그르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 

과 환경보존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다면， 과연 환경보존과 소득분배 사이에는 어떤 관계 

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법도 하다. 그럼에도 불우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별로 활발한 논의도 없었고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떠 

한지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아마도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 그리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사이의 관계가 워낙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가진， 어려운 선택의 문제 

어기 때문에 그 그늘에 환경보존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가 가려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환경보존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소득계충에 따라 달라지는가? 만일 달라진 

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 그러면 환경개선으로 인한 혜택의 정도는 소득계충에 따 

라 달라지는가? 만일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좀더 칙설적￡로 말한다면， 환경오 

염a로 인한 피해를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중 어느 계충이 더 받게 되며. 반대로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한 혜택은 어느 계충이 더 누리게 되는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환경오염의 분배상의 효과 또는 환경개선의 분배상의 효과라는 주재 아래 극히 최근에 와 

서야 조금씩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떤 단정적 

언 대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뭇 한 상태이다. 

그러나 만일 환경오염으로 인해 부자들 보다는 가난한 사람틀이 더 피해를 입으며， 환경 

개선부로 인한 혜택을 가난한 사람들 보다는 부자들이 더 많이 누린다고 하면， 이는 환경 

오염 및 환경개선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적￡로 더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이 펌을 의미한 

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먼부격차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결려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환경운제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문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의 차원에서도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청책 역시 단순히 환 

경오염을 방지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빈부격 

차문제를 염두에 두고 수렵되고 추진될 펼요성도 제기된다. 환경문제가 그 자체로서 하나 

의 사회문제라는 말 속에는 환경문체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혹은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 

라 우리 모두의 문제 라는 못이 포함되 어 있음은 물론이 다. 

이 점을 기본적S로 인청하고， 이하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두가지 질문과 관련하여 환경 

오염 및 환경개선이 빈부의 격차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쿠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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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가지 강조해 둘 것은 여기에서 의비하는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단순히 금전화되고 

숫자화된 그런 먼부의 격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은 우리 생활의 터전이며 우리 생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준다. 따라서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의 생활태도나 생활을 구성하는 내 

용들이 바뀔 것이다. 이하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살펴 보려는것은 통계숫자가 아닌 우리의 

실생활을 예로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태도나 생활을구성하는 내 

용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이다. 

II . 環境펀梁의 分配上의 效果(Distri bu tional Effe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1. 環境에 대한 所得階層別 意識

그동안 우리의 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되떤서 그 피해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도 급속도로 

늘어 나는 것 같다. 1987년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식 조사」에 의 하면 조사대 상자의 70% 

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가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는 불 

과 18% 정도가 같은 반응을 보었던 5년 전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와는 매우 푼 차이를 보 

이고있다. 

〈표-1)은 1987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의 자료집으로부터 위의 설문조사 결 

과를 소득계충별로 분해하여 계산해 본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소 

득수준이 높은 계충일수록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하 

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결과만 보고 환경이 오염되면 못 사는 사람들 보다는 

잘사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업을 것이라고 결론짓기는 곤란하다.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단정적￡로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는 소득계충에 따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환경이 오염되면 잘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랑들중 어느 계총이 더 피해 

를 받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같이 보이기도 한다. 일단 우리의 환경 

〈표-1)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앓펴랜호l 웰鐵컸(혔蠻렸|뿔쓰지 않!기 
20만원 미만 64.2 10.9 14.8 
20만원 "'80만원 69. 0 11. 1 12. 5 7. 4 
80만원 이상 74.5 9.6 10.4 5.6 

천 체 69.1* 10.9* 12.4* 7.6* 

(단위 : %) 

계 

100.0 
100.0 
100.0 

100.0* 

註. * 표한 슷자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J(환경청， 1987)에서 언용한 것임. 나머치 숫자 
는 이 조사보고서를 휘한 자료집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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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환경이 개선되연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뚫짧헬풋| 짧켈힐똘훌낼펴 | 골고루 받는다 } 모르겠다 j 합 계 

전 체 

19.2 
19.3 
15.9 

18.6* 

71.6 

77.4 
82.5 

η
J
 nJ 

”0 

... 9 

3 
-

nu 

nU 

nu 

-nU 

. 
---

m 
m 
m 
-m 

20만원 마만 

20만원 f“'80만원 

80만원 이상 

77.4* 4.0* 

註: <표 1)과 동일 

이 오염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똑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경이 깨끗해짐a로 인한 혜택 역시 가난한 사람 

들이나 부자들에게 골고루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 

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표 2>는 1987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위한 자료 

집으로부터 환경개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소득계충별로 정리해본 것이다. 이것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80%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환경개선￡로 인한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 

고루 돌아간다고 대답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충 

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반면， 저소득계충이나 중산충에 

서는 환경개선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계충이나 특정지역에 국한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 

율이 고소득계충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어떻든 환경요염으로 인한 피해 또는 환경개선으로 인한 혜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친다는 대다수의 생각은 그리 터무니 없이 틀린 생각은 아니고，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옳 

다고 봄이 좋을 것이다. 경제학 용어를 빌리면， 환경은 公共財(public goods)의 성격을 가 

지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채화 및 용역을 크게 私的財(private goods)와 公共財로 나누어 보키도 하 

는데， 私的財란 어떤 특정인이 더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툴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성격을 가지는 채화나 용역을 말하며， 公共財란 그렇지 않은 재화나 용역을 의미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公共財란 일단 공급되연 이로부터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될 혜택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리느냐에 별 영향을 받지 않올 뿐 아니라， 어떤 특정인-대체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공급하기 매우 어려운그러한 성 

격의 재화냐 용역을 의미한다. 국방， 치안， 일기예보 둥이 公共財의 예로 흔히 꼼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 어떤 특정인이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받을 혜택에 아 

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특정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베풀기 

도 매우 어렵다. 

환경도 역시 그렇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기가 깨끗해졌고 그리고 억떤 특정인이 그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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끗한 공기를 즐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깨끗한 공기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반 

대로 서울의 공기가 더러워졌다고 했을 째 어떤 특정인이 그 더려운 공기를 더 마셔주었다 

고 해서 다른 사람을이 더러운 공거를 그만큼 럴 마시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랑이 

절악산의 단풍경치를 더 보았다고 해서 그 단풍경치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찌그러지지는 않 

는다. 

비록 이와 같이 환경이 公共財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 

두 깨끗한 환경 또는 더러운 환경에 같은 정도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질제로 느끼 

는 혹은 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표-1)이 시사하듯이 가난한 사 

람들 보다는 경제적으로 푼푼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강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또 사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대체로 보아 소득수준이 높은 사 

람일수록 깨뭇한 환경에 보다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연 환경이 

란 일종의 사치 재 혹은 우등재 (superior goods)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치 재 혹은 우 

등재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소비가 정차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재화를 의미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이란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퉁이 따스어진 다음에 찾게 되는 것이지 줍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급한 것이 아니 

다. 환경 이 사치재 혹은 우등재 이며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보다는 부자들이 환경 에 보다 

큰 비중을 우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단펀적인 자료들은 비교적 풍부한 펀이다. 

〈표-1)에서 보듯이 환경요염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인지，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거환경에 만족하지 옷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 

나로 환경오염이 꼽히고 있다. 1987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이사가 

고 싶어하는 조사대상자의 약 24%가 펀익시설의 부족을 이사가려는 첫번째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약 18%가 가족의 교육문제를 두번째 이유로 꼽았a며， 환경오염이 약 16% 

로서 세번째로 반번히 꼽히는 이유이다. <표-3)은 이 결과를 소득계층별로 냐누어서 다시 

계산해 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오염 때문에 이사가고 싶다는 사람 

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펀익시설 부족이란 이유나 가족의 교육 

〈표-3>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응답내용 I ~L""'-ol ~ ~ I ;;-L .,., " al I '" 01 ,1 '~"'_""'- I 
월평짧뚫-~| 짧의째풀훼 j 짧 정릎 웹 | 짧익 λ펼부종 | 기 타 

20만원 미만 

20만원 "'80만원 

80만원 이상 

12.3 
19.0 
16.2 

9.6 
15.9 
20.3 

26.0 
23.7 
25.7 

52.1 
46.4 
37.8 

(단위 : %) 

합 계 

100.0 
100.0 
100. 。

란---한_J 때* I 15.6~l 장.2* I 42.체 100.0* 

註 * 표한 슷자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J(환경청， 1987)에서 인용한 것임. 나머지 숫자 
는 이사가고 싶다고 응당한 541명에 대한 조사자료로부태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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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고 계속 살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꿇삶헬밸|짧똘請|짧경。놓좋깅 |획 갤관 혜 1 71 타| 합 계 
20만원 미만 61.3 9.0 13.5 16.2 100.0 
20만원"'80만원 4l. 1 15.0 23.0 20.9 100.0 
80만원 이상 a4 ~4 mo n2 100.0 

전 체 4l. 5* I 13.벡 쟁.6* I 22.o I 쁘표 
註 : * 표한 슷자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J(환정청， 1987)에서 인용한 것엄. 나머지 숫자는 

이사가지 않고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96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임. 

이란 이유에 있어서는 소득계충 사이에 주목할만한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소득의 변화 

에 따른 뚜렷한 경향도 읽을수 없다. 한펀， 이사가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살고 

싶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표-3)에서처럼 소득계충별로 계산해 본 결과， <표-4)에서 보듯 

이 고향 또는 살던 곳이기 때문에 계속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저소득계층에서는 

과반수가 이러한 이유로 계속 살고 싶어한다. 반면에 환경이 좋기 해문에 계속 살고 싶다 

는 사람의 비율이 저소득충에서는낮은 반면 중·고소득계충에서는상대적a로상당히 높다. 

〈표-5)는 각자가 사는 마을에 공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을 소득계충별로 계 산해 본 결과이 다. 이 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공해 

방지시설을 한 업체는 허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절대로 안된다고 단호한 반응을 보 

인 사람은 23%쯤 된다. 실제에 있어서 많은 공해업체들이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충분히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공해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이런 사실들이 언론매 

체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70%의 높은 비율은 상당히 관대한 반응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각 소득계충별로 이러한 관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은 소득계충에 따라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공해업체는 무조건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눈에 띄게 높아진다. 반 

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공해도 감수하겠다는 지극히 관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비 

율은 고소득계충에 비해 저소득계충에서 2배 정도 높다. 

환경오염에 대한 소득계충간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 

〈표-5> 지역사회에 공해엽체가 진업하는 것에 대한 반응 (단위 : %) 

기 계 

20만원 미만 19.7 69.0 7.9 3.5 100.0 

20'간원 "'80만원 21. 9 7l. 1 5.3 1. 7 100.0 
80만원 이상 28.3 66.1 4.0 1. 6 100.0 

천 체 22.5* 70.1* 5.4* 1.9>1' 100.0 

註 : <표-1)의 註와 통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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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응답내용 I 환 경 야제경 한성보다천장.은을 위 유보해서되는어 I 은 경 야제 조 한성화다장롭.과게 환 이정루보전 져 I 
월평균 가계소후\~어 71 타 합 계 

20만원 미만 10.9 79.0 10.1 100‘ 0 
20만원"'80만원 5.8 89.5 4.7 100.0 
80만원 이상 2.4 93.2 4.4 100.0 

천 체 6.0* 88.7* 5.3* 100.0 

註: <표-1)과 동일 

집을 볼 수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이에 있어서 정책적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를 〈표-6)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가 

경제정창과 환경보전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고있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 

은 계총일수록 이 두 가지 사이의 조화를 강조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반 

면에 소득수준이 낮은 계충일수록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보전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반 

응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어서 저소득계층은 환경문제 보다는 생계 

의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표-7)은 미래에 인류의 생존위기를 몰고 올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견해를 설 

문조사한 결과를 다시 소득계충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36.9% 

가 인구증가를， 31. 1%가 환경오염을， 15.7%가 자원고갈을， 그리고 14.4%가 전쟁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팝았는데， 월명균가계소득 20만원 u1 만의 저소득계충에서는 인구문제를 

첫쩨로 팝는 사람이 환경오염을 첫째로 팝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만， 월평균가계소득 80만 

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에서는 반대로 환경문제를 첫째로 꼽는 사람이 인구문제를 첫째로 꼽 

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상의 여러가치 단현적인 자료들은 가난한 사람플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들이 깨끗한 환경에 더 큰 가치를 두며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환경이 오염되면 더 큰 피해를 업을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a르 보 

이기도 한다. 

〈표-7) 미래 인류의 생존위기를 불러일으킬 원인에 대한 설운초사 결과 (단위 : %) 

| 인구증가 | 환정오염 | 자원고간 | 천 타 합 제 
계소늑 _______.1 

20만원 미만 34.1 29.3 17.0 18.3 1. 3 100.0 

20만원 "'80만월 38.6 30.2 15.7 13.3 2.2 100.0 

80만원 이상 32.3 36.7 14.3 15.5 1. 2 100.0 

전 체 36.9* 31. 1* 15.7* 14.4* 1. 8* 100.0 

註: <표 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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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環境의 商品化

엄밀히 말하면 위에셔 살펴븐 숫자화된 자료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소득계층별 인식의 차 

이 흑은 피해의식의 차이에 관한 것들이지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계층별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것들은 아니다. 이런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잘사는 사람들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우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을 가능성을 보이는 자료로 

서 비록 외국의 자료이지만 다음과 같은 좋은 자료가 있다. <표-8)은 미국의 대도시인 

Kansas시， St. Louis시， 그리고 Washington D.C.에 있어서 소득계충별로 주거지역의 대기 

오염 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를 옮겨 본 것인데 (7) 이것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소득수준아 

낮은 계충일수록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살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물폰 그럴 

만한 층분한 이유가 있다. 

앞에서 환경은 公共財的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는데， 엄밀히 말하연 어떤 공간적 범위 안 

에서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게 됨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대기가 오염됐다고 해 

서 서울의 모든 지역에 걸쳐 공기가 꼭 같은 정도로 더러워지지 않음이 보통이다. 대체로 

보아 대거의 상황에 따라 어느 지역은 심하게 오염되고 다른 지역은 가볍게 오염되거나 또 

는 거의 요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환경오염 방지대책 덕분에 서울의 공기가 

깨끗해진다고 하더라도 71 상조건에 따라 어떤 지역의 공기는 현저하게 깨끗해지고 또 어떤 

지역의 공기는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영향이 미치는 범위-혜택이 미치는 

법위 가 한정된 公共財를 보통 地方公共財(local public goods) 흑은 地域公共財라고 부르 

기도 한다. 어떻든 이와 같이 환경의 질이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경 

제적우로 잘사는 사람들은 환경요염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환경오염의 

피해를 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오염이 럴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결과 〈표 8)에 

서 보듯이 찰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깨끗한 곳에 살게 되고 옷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더러운 

곳에 살게 된다. 옮겨가는 것 이외에도 환경오염을 피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살 

고 있는 지역의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요염되지 않은 곳의 물을 운반해 올 수도 있다. 오 

염된 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수기를 설치하여 더러운 물을 깨끗 

하게 만들어 마실 수도 있고 공기정화기를 달아놓고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결를 수도 있 

다. 채소가 농약￡로 오염되어 있을 때는 농부들과 따로 계약을 맺어서 농약을 치지 않은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먼지나 소음， 진동이 심하면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방음장 

치를 설치함으로써 이것들을 차단할 수도 있다. 

환경오염을 피하는 이러한 갖가지 방법들에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방볍들은 결국 깨뭇한 환경을 돈 주고 사는 셈이다. 달리 말하면 깨끗한 

(7) Freeman III, A. M.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QuaHty" in A. V. Kneese and B. T. Bower 
(eds.) , Enνironmental Qιality Analysi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2,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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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소득계층별 주거지역의 대기요염 농도(미국) 

l SO3 (mg/100cm3 per day) 
분 진 

(μmg/ml) 
계 충 
러) 

~ ..., 
(달 명 시 도 

Kansas시 0'" 2, 999 76.7 0.22 
3， 000r、， 4, 999 72.4 0.20 
5, 000'" 6, 999 66.5 0.18 
7, 000'" 9, 999 63.5 0.17 

10, 000"'14, 999 60.1 0.15 
15， 000r、'24， 999 57.6 0.14 
25, 000 이상 58.1 0.12 

St. Louis시 0'" 2, 999 91.3 0.97 
3, 000'" 4, 999 85.3 0.88 
5, 000'" 6, 999 79.2 0.78 
7, 000'" 9, 999 75.4 0.72 

10, 000"'14, 999 73.0 0.68 
15, 000"'24, 999 68.8 0.60 
25, 000 이상 64.9 0.52 

Washington, D. C. 0'" 2, 999 64.6 0.82 
3, 000'" 4, 999 61. 7 0.82 
5， 000-、， 6, 999 53.9 0.75 
7, 000'" 9, 999 49.7 0.69 

10, 000"'14, 999 45.5 0.64 
15, 000"'24.999 43.2 0.58 
25, 000 이장 42.0 0.53 

자료 : A. Myrick Freeman III,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QuaHty," in A. V. Kneese and B. T. 
Bower, (eds.) , Eηνironmental Quality Analysi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2, p.265. 

환경이 상품화펀다는 것이다. 상품이란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끼 혜문에 잘 사는 사람 

플은 상품화펀 깨끗한 환경을 사서 이를 즐걸 수 있는 반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 

오염을 꼼짝없이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 

돈 없는 사람들을 더욱 서글표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던 불과 얼 

마 전만 하더라도 이들도 깨끗한 환경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公共 

財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국방， 치안， 일기예보， 등대 등의 공급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반해， 환경은 원래 대자연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공짜로 환경이 베푸는혜택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있었다. 

돈없는 사람들도 부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깨끗한 공기를 마샅 수가 있었고， 째끗한물을 

마실 수가 있었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즐걸 수 있었다. 이같은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 

틀-이런 것틀을 특별히 環境財(environmental goods)라고 부르커도 

한 사람들도 부자들과 동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우리나략에서는 

한다. 앞에서는 가난 

수 있는 켠리가 현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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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보장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요염되면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치 등 이런 環境

財들이 점차 귀해지게 되었다. 무엇이든지 귀해지면 가격이 붙어서 상품화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환경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충분히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은연중에 가격이 붙게 마련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연 공기가 깨끗한 곳， 경치가 좋 

은 곳， 조용한 곳의 땅값이나 집값은 그렇지 않은 곳의 땅값이나 집값보다 으례 비싸기 마 

련인데 이것이 환경이 상품화되는 단적인 예이다. 이 밖에도 위에서 설명한 환경오염을 회 

피하는 온갖 방볍들 역시 환경이 상품화되는 예들이다. 

요컨대，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상품화된 깨끗한 환경을 사묘로써 환경 

오염 피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을은 전에는 가질 수 있었고 즐킬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잃은 채 환경오염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다. 이 결과는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실상 더욱 궁색하게 만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손쉬운 물놀이， 고기장이， 등산 등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생활의 낙을 제공하는데， 환경오염 탓으로 이런 것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나라 전체로서도 손 

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소득 통계상a로는 나라가 더욱 부유해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잘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마시고， 공기정화기를 달 

고， 소음차단공사를 하는 등 환경오염을 회피하는데 뿌린 돈이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뿌 

린 돈이 GNP 통계 조사망에 강히 기 때문이 다. 그러 므로 GNP 숫자상￡로만 보면 환경 이 상 

품화된 만큼 우리는 더 잘사는 것처럼 비쳐지게 된다. 

그러면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환경이 상품화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잃게되는 과정을 한강오염을 실례로하여 좀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3. 서민과 한강 

강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어서 강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건설부에서 직정 관리하 

는 직할하천이 있고， 도청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그리고 시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하는 준 

용하천이 있다. 한강은 소양강， 안양천， 중랑천 등 여닮개의 직할하천과 평창강， 홍천강， 

문산천 등 20개의 지방하천 그리고 700개의 준용하천을 거느려 그 모든 물줄기를 합한 길 

이는 한반도에서 제일 긴 7， 400여 km에 이른다. 그래서 한강은 우리나라 강 중에서 가장 

넓은 유역면적을 가진 강으로서 그 면적이 26， 219km2라고 한다 (8; 비록 이 면적은 국토의 

1/4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넓이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결반쯤이 이 한강가에 살고 있다. 

강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혜택 중의 으뜸은 물론 각종 용도에 이용될 물의 공급이다. 야 

(8) 견성 부， r하천펀 땅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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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공급하는 규모의 면에서도 한강은 우리나라의 다른 강들을 압도하는데， 연간 200억돈 

안팎의 물이 한강을 통해서 흘러내려 간다고 한다. 이중 약 30~40억돈이 각종 용도에 이 

용될 수 있다는데 (9) 어떻든 양적으로만 보면 비록 支流에서는 약간의 물부족 문제가 있기 

는 하지만 本流에서는 물부족 문제가 별로 없을 만큼 한강은 물을 풍부하게 가진 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의 용도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공급일텐데， 이와관련하여 질의 측 

면에셔 보면 한강은 서울의 젖줄 혹은 수도권의 젖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는 너무 오염 

되었다. 

옛날의 한강은 水質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안양천 부근에는 맥주공장이 들어설만큼 옛 

날에는 안양천의 수질이 좋기로 이름나 있었다. 1958년에도 뚝섬 근처에서 銀魚가 강혔다 

는 산문기사를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강은 매우 깨끗했었던 모양이다 (10) 銀魚는 물이 아 

주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어종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한강의 오염이 본격화되었고 드 

디어 1973년에 와서는 서울시도 한강의 수질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뭇한다는 것을 공식적a 

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11)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水質이란 맛， 냄새， 색깔， 유기물함유량， 중금속함유량 등 여러 측 

면을 포함하는 다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강의 수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한마디로 말하키 

는 어렵다. 그러나 수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소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lo

gical oxygen demand)인데 이 영어 용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를 보통 BOD라고 약칭한다. 

BOD의 측정 단위 는 보통 PPM 혹은 mgjl이 다. 이 측정 단위 로 BOD가 1 이 하인 물을 1급 

상수원수라고 해서 간단히 정수처리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물이라고 하는데 북한강 

상류의 물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고 한다. BOD가 3 이하인 물은 2급 상수원수로서 침전 여 

과 등 일반정수처리를 거쳐야 먹을 수 있고 BOD가 6 이하인 물은 3급 상수원수로서 화학 

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 먹을 수 있다. 북한강 중류인 청평과 남한강 중류인 여주 

근처의 물은 2급 상수원수이고 수도권의 주상수원인 괄당 근처의 한강물도 2급 상수원수라 
고 한다 (12) 

그려나 팔당 아래로 내려오면 한강의 수질은 급속히 나빠져서 環境廳의 자료에 의하면 

보광동과 영등포 근처의 한강물은 BOD로 따져서 3급 상수원수이고 안양천이 합류하는 가 

양동 근처의 물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 그 수질 좋기로 이름나 

었던 안양천과 탄천의 BOD값은 최저 20PPM에서 최고 160PPM이라니 이들 한강의 支川들 

은 말이 강이지 썩은 물이 흐르는 하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3) 총사업비 4천6백억원을 

(9) 건설 부， r하천 펀 랑J. 
(10) r조선일보J ， 1958년 8월 3일자 기사. 

(11) 서울특별시사 펀찬위원회， r한강사J ， 1985, p. 1086. 
(12) 環境廳， r제 6 차 경제 ·사회발전 5 개년계획 환경보전부문계획 J ， 1986, p.88. 
(13) 李斗龍，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실태와 그 대책 한국산엽연구원 「신용경제 J ， 1986(9월)，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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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 82년부터 87년까지 5년간 벌여 온 한강개 발사업 이 한강의 수질을 조금 낫게 했다고 하 

는데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신문이나 TV에 보도되곤 

했다. 

한강붙이 이렇게 오염되어 수도물로 이용되기 어려워지자 서울시는 1980년에 영등포 취 

수장을 폐쇄시컸고 그 이후 선유 취수장， 노량진 취수장， 보광동 취수장을 차례로 폐쇄시 

켜 버렸다. 그 대신 팔당 취수장을 크게 늘려 이를 수도권지역 1천2백여만 인구가 마실 수 

도물의 주공급원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정부는 팔당물이 깨끗하고 이 팔당물로 

만든 수도물은 그냥 냉수로 마셔도 상관없다고 안심시키는데도 한강의 오염을 익히 보아온 

일반시민들에게는 그 한강물로 만든 물， 그것도 색깔이 뿌영고 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나 

는 수도물이 아무래도 꺼림직하기만 하다. 

1987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봐도 수도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가구는 조사 

대상가구 전체의 7%도 채 안되고 절반 가까이가 반드시 끓여 마신다고 한다. 끓여 마시키 

도 하고 냉 수로 마시 기 도 한다는 가구도 30%를 약간 넘 는다C<표 9) 참조). 대 체로 보아 

큰 도시로 갈수록 끓여 마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큰 도시일수록 강물이 더 더럽기 때 

문에 그럴 것이다. 

물 끓이는 데도 돈이 들기 때문에 수도물을 일일이 끓여 마신다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에 

게는 금전적우로 부담스러울 것이며 따라서 저소득 계충일수록 수도물을 반드시 끓여 마시 

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봄칙하다. 과연 질제 자료를 보면 이 기대가 

그리 영터리가 아닝을 금방 알 수 있다. <표-9)는 1987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로부터 식수를 마시는 양태를 소득계층별로 요약해서 정리해 본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6.8%가 샘물이나 우물물 등 자연수를 마신다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이 자연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물흔 자연수라고 해서 다 공 

짜는 아닐 것이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소득계충의 사람들은 접접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일부러 우물을 파기도 하기 때문이다. 수도물을 마시는 양태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 

월 1영균 
가계소득 

20만원 미만 

20만"'40만원 

40만"'80만원 
80만원 이상 

(단위 : %) 

샘 물 
합 계 

우물물 

11. 4* 100.0 
7.1 100.0 
4.5 100.0 
4.4 100.0 

전 체 I 6.7* I 32.1* I 48.4* I 3.7* I 2.7* I 6.3* I 100.0 

註 . * 표한 숫자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J(환경청， 1987) 에서 천채한 것엄. 나머지 숫자 

는 이 보고셔의 표 3-H(p.89)에셔 계산한 것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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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일수록 수도물을 냉수로 마시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월평균 가계소득 80만원 

이 상의 고소득계 층을 제 외 하연 소득수준이 높은 계 충일수록 수도물을 반드시 끓여 마시 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진다. 수도물을 끓여 마시기도 하고 그대로 마시기도 한다는 가구는 월 

평균 가계소득이 40만원 이상의 계충에서 보다는 그 이하의 계층에서 현저하게 많아진다. 

수도물을 반드시 끓여 마신다는 가구의 비율이 월평균 가계소득 40만원에서부터 80만원 사 

이의 계충에서 보다 80만원 이상의 계충에서 낮아지는 이유는 돈은 좀 많이 들지만 끓여마 

시는 것보다 더 펀하고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정수기를 사용하는 방 

법 이 다. <표-9)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 충일수록 정 수기 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 

아지는데， 특히 월평균 가계소득 80만원 이상의 계충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율 

이 다른 계충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9)에 의하면 정수기 이외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샘물이나 우물물 아닌， 수도물 이 

외의 식수가 그것이다. <표-9)를 보면 고소득층에서 이 제 3 의 식수를 이용하는 가구의 비 

율이 상당히 높다.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의미하는 샘물이나 우물물이 아닌 ‘수도물 이외의 

식수’라는 것이 정확하게 과연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표-9)에서 보듯이 고소득 

계총에서 많이 이용되는 수도물 이외의 식수라고 하면 요즈음 신문지상에서 가끔 소개되는 

소위 ‘生水’라는 상품인 것S로 보인다. 신문의 보도로는 최근들어 生水라는 제 3 의 식수 

가 중·고소득 가정에 부쩍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이 생수란 강원도 설악산， 충청도 

초청， 경상도 양산 동 물이 좋다는 지역의 지하 150m에서 퍼올린 자연수라고 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원칙적￡로 이 생수는 외국인을 위한 것으로 내국인에게는 아직까 

지는 시판이 금지되어 있다 (14) 그렇기 때문에 생수판매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여러 신문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1988년 5월 현재 14개의 생수업체가 난립하여 연간 약 1 

백억원 어치의 생수를 팔고 있으며 (15) 앞 o 로 몇년 내에 연 1천억원대의 생수시장이 형성 

될 것이라고도 한다 (16) 보통 이 생수는 대두 1말들이 용기 (18.9l)로 각 일반 가정에 배달 

되는데 그 가격은 일류극장 업장 요금에 가까운 2， 800--3.500원이라고 한다. 매주 1병썩 

한달에 4번 배달받는 가정은 물값만 매달 약 1만원에서 1만4천원씩 치러야한다. 용기를 받 

쳐놓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 한달에 일류극장 두어번 갈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식수를 사 마시는 일이 서울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구한말 서울 청계천의 물이 

더러워서 구청물이 되고 근처의 우물물 조차 거의 마실 수 없이 오염되자 인가가 드문 곳 

(14) r식품위생볍」 제 22조 및 제 24조. 

(15) r중앙일보J， 1988년 5월 20일자 기사. 

(16) r조선 일 보J， 1987년 4월 27일 자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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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물 좋은 우물이냐 샘물을 걸어서 날라다 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 생겼다고 한다. 

이 직업을 함경도 북청사람들이 서울에서 자식들 교육 및 뒷바라지를 위해 도맡아 했다고 

해서 ‘북청물장수’라는 말도 생겼는데， 말하자연 오늘날의 생수공급자들은 현대판 분청물 

장수인 셉이다. 

생수장수가 일반 가정을 대상￡로 버젓이 성업 중엄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시판을 경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신문의 해설이 의미심장하다. 생수의 시 

판을 공식적a로 허용하는 것은 첫쩨， 사회계충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둘 

째， 수도물이 더렵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17) 그러나 어떻든 이 

생수장사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마음껏 공짜로 바실 수 있었던 깨끗한 자 

연수가 이제는 귀해졌고 그래서 이제는 마시는 물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하는 상품이 되어버린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랍은 더럽다고 

하는 물을 더러운 채로 마셔야 하고， 돈을 좀 가진 사람은 끓여서 마시며， 경제적￡로 푼 

푼하면 여건에 따라 정수기를 달아서 물을 결러 마실 수도 있고， 또는 생수를 사 마실수도 

았으며‘ 또는 우물을 파서 자연수를 마실 수도 있다. 더러는 수도물을 그대로 마셔도 상관 

없는데 사람들이 공연히 과잉반응을 보인다고도하고 또는 공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 

라서 공식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고도 한다. 이런 말들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은 귀한데 정 

부가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물을 많은 사람들이 깨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과 

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능력에 맞추어 돈을 쏘며 이런 가운데 돈 없 

는 샤람들은 더렵다고 하는 물을 마셔야 하는 현실이다. 

강이 우리에게 베푸는 또 하나의 큰 혜태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강 본류 및 지류의 주변은 옛부터 서울 사람들이 즐겨 찾던 

휴식처이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 한강 주변에 아름다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겠지만 

서울 시내에서 가까운 명소로는 여의도 개발에 밀려 지금은 폭파되어 없어진 밤섭 주변이 

손꼽혔던 모양이어서(18) 밤섬의 아름다운 경치를 옳은 풍류객들의 시들이 여러 펀 전해지고 

있다. 밤섬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와서 1956년에는 이곳에서 문화인들의 큰 행사가 열리기 

도 했었다. 1937년 경기도가 펀찬한 「경성지방의 명송사적」에는 서울의 한강을 다음과 같 

이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봄， 여 름， 가을철의 투망， 낚시 , 꿨遊에 적 합하고， 특히 인도교 아랫목은 은어 처 럽 경 

쾌한 보트가 난무하는 터전이 되며， 겨울철엔 호쾌하기 짝이 없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中

之島는 녹지대를 이루어 산책자의 휴식에 펀하고 한여름철에는 전기불이 수면을 비쳐 말 

(17) r조션일보J ， 1987년 12월 8일자 기사. 

(18) 여의도의 흉수을 만기 위해서 1968년 여의도의 윤중제 공사가 진행됨에 ~라 폭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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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이 아름다운 京城A土의 納原地 (19)

해방이후 오늘날에서와 같이 오염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펀리 

한 휴식처요 친근한 놀이공간이었다. 당시의 신문을 보아도 무더위로 한강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기사， 세검정 골짜기와 정릉 골짜기 등 서울시내 물 흐르는 곳마다 더위를 식 

히려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는 거사， 보트놀이와 낚시가 성황을 이루었다는 기사， 물놀 

이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익사했다는 기사， 비가 개인 뒤 한강변에 양산을 든 여인들의 행 

렬이 줄을 이었다는 기사 등등 여름철에는 한강물놀이에 대한 기사들이 으례 사회면을 장 

식하였다. 서울시 인구가 200만도 되지 못했던 1950년대 말， 여름철 한강에는 하루 평균 1 

만 여명의 인파가 몰렸고 주말에는 2만 여명이 한강변에 몰려들었다고 한다. 당시의 유명 

한 해수욕장으로는 대천 해수욕장이나 만리포 해수욕장이 손꼽혔는데， 만리포 해수욕장이 

가장.붐비었을 때의 인파가 한 2만 명쯤이었다고 하니， 여름철 한강의 물놀이 언파가 당시 

유명 해수욕장의 인파와 맞먹을 정도였던 모양이다. 

겨울이면 겨울대로 한강은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겨울이되어 한강이 얼어 붙을 즈 

음이연 한강 여기 저기에 스케이트장이 생겨 시민들이 스케이팅을 즐겼다. 그리고 이곳 저 

곳에서 강태공들이 겨울 낚시를 즐겼다. 

한강의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이나 늙은이，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손 

쉽게 가서 즐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흠이라면 시설이 부족했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 

다 보니 시끄럽고 불결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떻든 한강은 특히 가난한 시민들 -서민들 

-에게 고마운 존채였다. “돈 안들이고 펴서하기는 한강이 제얼”이라든지 혹은 “대천이나 

만리포로 휴가를 가지 못한 서민들이 한강으로 몰려 들었다”던가 흑은 “시민들이 시원한 

바람을 씌러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한강변” 등 당시 신문이 한강을 묘사한 표현들을 

봐도 당시 한강이 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놀이터요 휴식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던 한강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오염으로 병든 증상을 여기 저기에서 보이 

커 시작하였다. 드디어 1964년 물놀이 철을 앞두고 서울시는 한강 인도교， 마포， 한남동， 

나루터， 금호동 앞의 4개 지점에 대해서 입수금지령을 내렸다. 수질검사 결과 한강물 100cc 

당 대장균 수가 최대 허용치를 세 배 이상 초과하는 1만6천 마리로 판명되었다 (2이 그런데 

도 한강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서울시는 1971년에 드디어 광나루를 제외한 한 

강에서 수영금지령을 내렸고 5년 후에는 광냐루의 수영도 금지되었다. 1973년에는 한강대 

교 근처의 뱃놀이도 금지되면서 곧 이어 1974년에는 사람들이 한강의 강변로를 무단통행한 

다고 해서 한강에서의 스케이팅도 금지시켜 버렸다 (21) 

(19) 경 기 도， r경 성 지 방의 명 송사적 J, 1937. 
(20) 앞에서 인용한 「한강사J ， p.108l. 
(21) 같은 책 , p.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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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던 한강이 오염a로 병들어 이와 같이 일단 시민들과 벌어진 다음 

에는 다시 가까워지커가 매우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돼도 잘사는 사람들은 아 

쉬울 것이 별로 없다. 잘사는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니까 가서 놀고 즐걸 곳은 한강 말고도 

얼마든지 있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1980년대에 와서 한강을 살리자는 구호 아래 한강종합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강의 수질 

도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하고 한강 주변도 표면상 깨끗하게 정비되기는 했다. 그러나 자 

가용차를 갖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한강에 가서 수영은 고사하고 한강물을 손에 만져보기조 

차 쉽지 않게 되었다. 자가용차들이 홍수처렴 빌려다니는 강변고속도로와 그 안팎에 줄지 

어서 있는 중·고소득계층의 아파트 우리 그리고 부자동네들이 한강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 

이다. 용케 그틈을 비집고 만져볼 수 있는 한강물이란 옛날처럼 부드러운 모래를 적시며 

다가오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한강물을 가두기 위해 둘러쳐진 시멘트 구조물에 부딪쳐서 시 

퍼렇게 멍든 것 같은 그런 물이기 십상이다. 옛날의 물놀이배보다 훨씬 시설이 좋은 유람 

션이 한강에 푼다고는 하지만， 일류극장 입장료와 맞먹는 비싼 승션료는 접어두고， 옛날처 

렴 풍류까지는 뭇간다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적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하는 그 

런 뱃놀이와는 거리가 먼 상업화되고 단체화된 그런 유람선이다. 

강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일거리를 제공한다. 어떤 것은 생계를 댄 일거리이고 또 어떤 것 

은 부업 또는 취미삼아 하는 일거리일수도 있다. 한강의 본류 또는 지류들이 오염되면서부 

터 사라진 일거리들도 꽤 많은 것 같다. 우선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물놀이와 관련된 행장 

들이다. 요즈음에도 유원지나 등산로 업구에 각종 행상들이 줄을 이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지만 옛날 시민들이 즐겨가던 한강에는 냉차 장사， 아이스케키 장사， 스케이트날 갈아주는 

사람들， 수영복 장사 등 온갖 종류의 행상들로 시꿀시끌 했었다. 

한강과 관련된 일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기잡이다. 옛날 깨끗하던 한강에는 쏘가 

리， 뱀장어， 메기， 붕어， 잉어 등 온갖 淡水魚 종류가 풍부하여 여름에는 물론 봄과 가을 

에는 고기를 낚아 생선회와 매운탕을 만들어 술안주로 하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로 

한강이 붐비었다. 또한 한강가에는 생선과 매운탕을 파는 수상식당들이 꽤 많았었다. 그러 

나 한강이 요염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잘 장히던 물고기가 이제는 옛날의 절반은 커녕 때 

로는 십분의 얼도 잡기 어렵고 그나마 가끔 등이 휘거냐 눈이 먼 이상한 고기들이 잡히면 

섬돗한 기분이 든다는 한강변 어부들의 탄식을 지난 십여년 동안 매스콤을 통해서 심십치 

않게 들어왔다. 최근에 와서는 수도권 1천 2백만ι 인구의 식수원인 괄당 윗쪽 한강지류에 사 

는 어부플로부터도 이런 탄식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22) 이런 가운데 다른 한펀으로는 

정 부의 각종 조치 들이 한강변 어 부들의 밥줄을 착착 조여 오기 시 작하였다. 1967년 정 부는 

광나루， 암사동， 팔당 등에서 서식하는 한강의 명물 황쏘가리를 천연커념물로 지정하여 이 

(22) ["산엽환경신운J ， 1988년 6월 2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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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깝지 못하게 하였고， 1973년 5월에는 양화대교 아래서의 고기장이를 금지하였으며， 1980γ 

년에 서울시는 한강에서의 고기잡이와 한강에서 장은 물고기의 판매를 금지시키고 이를 단 

속하기 시작하었다. 1981년에는 수상식당이 한강을 오염시킨다고 하여 이를 철거시켜 버렸 

다 (23) 물론 한강오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들얼 것이다. 

한강변 농사일도 한강물이 오염되면서 사라져 갔다. 옛날에는 뚝섬이나 왕십리는 채소생 

산무로 유명해서 서울 채소시장의 주공급원이 되다시피 했었다고 한다. 더러워진 한강물 

그리고 이로 인해 토양마저 오염되자 1980년 3월부터 한강 양쪽의 기숨， 중랑천 주변， 안 

양천 주변의 농작물 재배가 금지되었다 (24) 

한강 및 그 지류의 오염과 함께 아쉬움을 남기며 사라진 서민들의 일거리 중에서 재미있 

는 것은 빨래터의 빨래이다. 손빨래는 육체적으로 고펀 노동인데， 옛날의 우리 할머니， 할 

아버지들은 빨래터에서 단순히 빨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에 솥 걸고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리고 때로는 일종의 야유회를 겸하면서 그 육체적 고됨을 더는 지혜를 

가졌었던 것 같다. 서울의 불흐르는 벗가는 모두 좋은 빨래터가 되었겠지만 특히 세검정과 

청릉 골짜기가 옛날에는 장안에서 유명한 빨래터였다고 한다. 春園 李光洙의 수필에 그려진 

빨래터 정경을 보면， 봄부터 가을에 걸쳐 이른 아침부터 아낙네들과 이들을 도와주는 장 

정플이 빨래감과 함께 솥， 장작， 먹을 것 따위를 젊어지고 줄줄이 자하문을 넘어와 빨래하 

기 좋은 목에다가 진을 치고 점심을지어 먹어가며 빨래하는모습이 세검정 일대의 한 풍경 

이었다고 한다 (25) 이 빨래를 하는 사람플은 모두 문안의 찰 사는 칩들의 행랑사람들이라고 

적혀 있는례， 청릉과 세검정 골짜기 부근에는 돈받고 빨래해주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 

다고 한다. 해방되기 전에는 청계천 주변 역시 좋은 빨래터이자 민속놀이터였다고 한다. 

요즈음도 나이드신 분들 중에는 옛날 빨래터 청경을 즐캡게 회상하시는 분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빨래터 정경이 서울에서 사라진 것이 그리 오래 전은 아니다. 

한강 본류와 지류가 오염되기 칙천 1950년대에만 하더라도 비가 온 뒤 불어난 서울의 벗가 

는 어디나 부지런히 달려온 빨래꾼으로 대성황이었다고 하고， 장마 후 흑석동 주변의 빨래 

터가 크게 붐혔다는 신푼커사를 당시의 신문에서도 읽을 수 있다. 

물흔 이런 빨래터 청경이 서울에서 사라진 것은 순전허 환경오염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요즈음 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한가롭게 손으로 빨래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 

이다. 그래서 세탁기라는 것이 었고 또 세탁소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세탁 

기는 아직은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것이고 세탁소 역시 가난한 서민들이 

즐겨 이용할 곳은 옷된다. 아마도 많은 서민들은 집안에서 수도물 받아 놓고 여전히 손으 

(23) 앞에서 인용한 「한캉사J ， p.973. 
(24) 같은 책 , p.974. 
(25) 李光洙의 “훌壓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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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빨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빨래는 흐르는 시벗가에서 하는 빨래보다 육 

체적으로도 훨씬 고되다는 말을 나이드신 분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 

어떻든 이렇게 대충 짚어봐도 행상， 어부， 농부， 빨래꾼 퉁 한강오염a로 인해서 일거리 

-생엽이든， 부엽이든， 또는 소얼거리이든-를 잃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리 

고 이들은 대부분 부자의 축에 낀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물흔 한강이 오염됨으로 

인해 돈 벨 기회를 놓친 부자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한강의 오염은 부자들 

에게는 돈 별 한 가지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터전의 상질 

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다. 

4. 價f直의 商品化

환경이 오염되면서 깨뭇한 환경이 상품화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궁색해지고 

소외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큰 호름의 한 단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올 크게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것들과 사고 파는 돼상이 

되지 않는 것들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것들에는 으례 가 

격이 매겨져 있으묘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가치도 있고 가격도 있는 것과， 가 

치는 있으나 가격은 없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치도 있고 가격 

도 있는 것을 상품이라고 한다면 가치는 있으나가격은 없는 것은상품이 아닌 것인 셈이다. 

이 두번째의 것， 즉 가치는 있A나 가격은 없는 것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사고 팔기가 기술적A로 매우 어려운 것， 따라서 가격을 매기기도 매우 어려운 것 

이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사고 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거나 혹은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된 것들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많이 중복되겠지만， 사고 괄커가 기술적으로 어 

려운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설명한 公共財이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일껴 

예보， 등대 통의 서비스는 우리에게 매우 펄요한 것들이지만 세금오로 거두어 들인 돈으로 

정부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우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발척으로 이들을 

콩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만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적당 

히 가격을 붙여서 팔아 먹을 수가 없는 까닭에 이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사고 팔거의 쉽고 어렵고를 떠나 사고 파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금지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 그 자체를 비롯해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등 각종 자유와 권리들， 사랑， 우애， 신의， 양심， 충성， 동포애， 언간 

애 등과 같은 각종 덕목들， 사회에 대한 공헌을 기리는 각종 표창장， 훈장， 올렴픽메달 등 

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 

자를 막론하고 각종 자유와 권리가 법적으로 행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 보장펀 자유와 

권리들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우장으로 그리고 균등하게 모든 사람틀에게 추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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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일단 이렇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사고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런 것들과는 

달리 사랑， 우애， 양심， 신의， 훈장， 표창장， 올림픽메달 동에 대한 금전적 거래는 법적으 

로 금지되어 있지 않음이 보통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돈을 받고 사랑， 우애， 양심， 신의， 통포애 등의 덕목을 저버리는 행위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왔다. 올립픽메달이나 훈장， 표창장 등도 돈을 받고 사고 팔지 않음이 상식이고 또 그 

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값어치 있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것은 모두 돈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됨이 상식이다. 예를 들어 사랑이란 아무런 대가를 바람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올렴픽메달 역시 돈 받고 수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무상으로 균풍하게 모든 사람들 -혹은 자격 있는 모 

든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금전적 거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원칙 

에는 정연으로 위배된다. 예를 들어 자유와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아껴서 행사하지 않고 남용하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자유와 원리를 행사할 능력과 

자질에 차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정치적 판단과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나 정 

치의 ‘청’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똑같이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유와 권 

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확질히 문제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의 신 

의가 많이 없어진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의를 악용한 탓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팔기를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금지하는 대 

상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경제성을 초월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한가지 이유 

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A本主義的 사상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즉， 모든 사람으로 하 

여금 각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야 

다. 이를 위해서 근대시민사회의 인권투쟁은 각 개인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특히 정부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사고 팔기를 거부하는 것들， 흑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상품이 아난 

것들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점이다. 그 

러묘로 이런 것들로만 충만한 사회 -예컨대 기독교 설교에서 흔히 튀어나오는 ‘사랑A로 

충만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해 봄직하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이 상품이 아닌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끈끈하게 연결시 

켜 단합된 사회 를 형 성 하게 만들어 주는 요소들이 기 도 하다. 달리 말한다면， 상품이 아닌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사고 팔기를 거부하거나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된 것들은 

Iienry George가 말하는 “평 등한 상태 에 서 의 결 합"(association in equality)을 가능하게 하 

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평등한 상태에서의 결합을 인류사회 진보의 원천이라 

고 주장하였다 (26) 그의 말이 옳다면， 사람들이 사고 팔기를 거부하거나 사고 파는 것이 금 

(26) George, Henry, Progress and Poverty, N.Y.: The Modern Library,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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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것들은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고 팔기를 거부하거나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틀이 존재하는 이유 

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설 -어떻게 보면 더 그럴듯한 해설-은 생태학척인 해설이다. 생태 

계가 안정 (st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분자가 다양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로끼풀 

과 토끼 그리고 여우로만 구성된 단순한 생태계는 토끼풀만 없어지면 토끼도 없어지고 여 

유도 없어져서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돈만을 추구해서 모든 것이 돈무로만 환산되고 돈￡로만 거래되는 사회 

-즉， 상품만이 있고 상품 아닌 것은 없는 사회-는 모래알이 모인 것과 같아서 약간만 바 

람이 불어도 쉽게 날아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사고 팔기를 싫어하거나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존 

재하는 이상의 두가지 이유란 또한 동시에 인류사회의 안정과 나아가서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마땅히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도 된다. 그리고 만일 이 이유가 옳다면 그런 것 

들을 포함한 상품 아닌 것들의 영역과 상품의 영역이 공존하면서 이 물 사이에는 어떤 적 

정한 균형이라는 것이 있을 법도 하다. 과연 이 적정한 균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 

한다는 것은 돈 구름 잡는 소리업에 틀림 없을 테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품의 영역은 

자꾸 확대되는 반면 상품아닌 것의 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균형이 급속도로 깨어 

져 가는 경향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있어서 추진력을 이 

루고 있는 것은 미시적으로 보면 각 개인의 물질적 욕구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말하는 경제성장이란 GNP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27) ， GNP란 쉽게 말해서 한 

해 동안 국민경제가 생산한 각종 상품들의 총 가치를 의미한다 (28) 그러으로 이런 의미의 

경제성장이란 보다 많은 상품의 생산을의미하고 따라서 상품의 영역이 확대됨을 의며한다. 

사실 그런 의미의 경제성장이란 장구한 인류역사에 비추어 보면 극히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전에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이란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경제성 

장 자체가 하나의 행운이요 은총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제 

각기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경제성장이 보펀화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당 

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낮은 경제성장은 두 말할 펄요가 없고， 고도의 경제성장 

이 지속되다가 경제정장 속도가 약간만 늦어져도 국먼플은 눈살을 찌푸리고 위청자들은 전 

전긍긍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하튼 경제성장과정에서 상품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데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27) 이 경우의 GNP 층가란 명목 GNP의 중가가 아니고 실질 GNP의 증가를 의미한다. 
(28) 같은 상품이라도 암시장 혹은 치하청제에서 거래흰 것틀은 GNP 계산에서 제외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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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되어 유통되는 경우이다. 사실 

산엽혁명이태 눈부신 기술진보는 각종 새로운 상품들을 끊임없이 대량으로 시장에 퍼부으 

면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갔고 그리고 돈에 미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기술진보 그 

리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경제성장의 진면목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상 

품들 중 많은 것들이 환경오염을 유말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농약， 화학제품， 표라스틱제품， 기타 각종 중화학제품들이다. 물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 

정에서도 많은 요염물질들이 배출된다. 

상품의 영 역 이 확장되 는 또 하나의 유형 은 상품이 아닌것들， 특히 사람들이 사고 팔기 를 

싫어 하거 나 사고 파는 것들이 금지 된 것들의 상품화 현상， 달리 말하면， 상품의 영 역 이 상 

품 아닌 것의 영역을 잠식해 가는 것으로서， 어찌보면 이 현상이 앞의 것 보다 훨씬 더 우 

려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연 의외로 많은 것들이 알게 

상품화되어 간다. 예를 들면， 켓날에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은 자식들을 위한 사랑의 

모르게 

손길이 

나 가족들을 위한 애정의 뒷바라지로 여겨졌었다. 그리고 주부들도 조건반사에 의한 것이 

든 아니든 간에 이런 것들로부터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옛날 주부들이 하던 

많은 집안 일들이 오늘날에는 청소기， 세탁기， 공장에서 기계가 만든 음식， 혹은 전문가사 

노동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대 

체된 것이고 이는 가사노동이 상품화된 것에 진배 없다. 뿐만 아니라 집안 일들을 그런 상 

품에 맡긴 주부들 자신이 많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GNP는 2중으로 증 

가한다. 주부들이 밖에 나가서 버는 돈은 GNP 통계에 잡히며 주부들 대신 접안일을 해 준 

상품들도 GNP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상품화된 언론의 매체를 통해서 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질은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돈 주고 언론의 자유를 사는 것에 진배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은 상품화된 유능한 전문가를 통해서 법의 보호를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 역시 법의 보호， 법 

의 혜택을 든 주고 사는 것에 진배 없다. 이것 보다 더 노골적인 것도 있다. 과거 선거때 

마다 수없이 많이 보고 들어왔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투표권을 돈 주고 살 수도 있다. 이 

러한 여러가지 예들은 자유와 권리가 상품화됨을 보인다. 그래서 일찌기 Henry George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서의 정치적 평등은 무의미하다고 갈파하였다 (29) 가난한 사람 

들은 언제든지 돈을 받고 그들의 권리를 부자들에게 팔아 념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썩 

어 빠진 독재보다 썩어 빠진 민주주의가 더 사악하다고도 말했다. 썩어 빠진 민주주의에서 

는 국민들까지 썩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29) George、 앞의 책 • 

소생의 여지가 없치 해문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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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돈의 위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심지어 사랑도 돈A로 살 수 있게끔 되었고， 돈 때문에 

양심， 신의， 우애 등을 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환경 역시 이와 같이 상품화되어가는 대상 중의 하나이다. 그런 

데 환경의 경우에는 환경의 상풍화가 제도적A로 뒷받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뒷받침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고 있어서 홍미롭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전부터 실 

시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 排出敵課金制度가 그 한가지 예이다. 이 배출 

부과금제도란 배출된 오염물질 단위당 일정요율의 요금을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로부터 징 

수하는 제 도로서 環境鏡， 흑은 펀榮鏡(pollution tax) , 흑은 t장梁眼課金(pollution charge) 

등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제도이다. 과거 여러나라들， 특히 미국에서 실시해온 환경오염방 

지 대책들이 그 엄청난 예산에 비해 환경개선효과가 별로 크지 못했음에 비추어 보다 적은 

비용우로 보다 많은 환경개선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주로 경제학자들이 이 제도를 

강력하게 추천해 왔다. 이 제도가 월등하게 효율적 엄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바 있고 그리고 외국의 경우 여러 실시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환경 보호론자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정 책 입 안자들이 이 제 도에 

반대해 왔고 그리고 이 제도의 확대실시를 저지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 제도냐 

또는 그 비슷한 제도를 -경제학자들이 추천하는 소위 경제적 동기 (economic incentive)에 

입각한 제도들-은 공해업체들에게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킬권리를 돈을주고 파는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배출부과금제도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환경을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바로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배출부과금제도나 그 비슷한 것을에 

반대한다. 이런식의 태도를 경제학자들은 매우 어려석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배출부 

과금제도나 또는 그 비숫한 것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경제학적인 차원을 떠나 많 

은 것들이 상품화되어 가는 큰 추세에 대한 하나의 외로운 투쟁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도 

있다. 

1. 環境改善의 所得分配上의 效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이 오염될 때， 부자들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더 많이 업게 된다고 하면， 반대로 환경이 깨끗해 지면 부자들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 뭇하다. 예를 들어서 한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한강이 좀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옛 

날에 한강으로부터 누렬 수 있었던 혜택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환경개선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득이 펀다고 볼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펀의상 우선 비용부담의 측면을 접어두고， 순전히 환경개선으로 인한 혜택의 측면부터 

잘펴보면， 환경개선으로 인한 소득계총별 혜택은 물론 이 환경개선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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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형태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로 환경개선이 모든 지역에 걸쳐 비슷한 정도로 이루어지연서 다분 

히 순수한 콩공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 

입되는 연료가 고유황연료로부터 저유황연료로 일제히 바뀌었다든가 혹은 모든 대기오염원 

에 오염방지시설을 부착하여 효과적표로 가동시킨 결과 모든 지역에 걸쳐 대기가 비슷하게 

개션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나 부자들이 사는 

곳이나 모두 똑 같이 환경이 개선되었으묘로 이러한 환경개선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 

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깨끗한 환경의 가치는 소득계총별로 다르다. 가난한 사람들 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플이 깨끗한 환경에 더 큰 가치를 두며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하여 더 심 

각하게 우려함을 시사하는 자료들을 앞에서 보았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보 

다 깨끗한 환경을 럴 좋아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제쳐두고 환경 하나 

만을 놓고 본다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보다 환경개선을 더 절실히 원할 수도 

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 예컨대 생활필수품에 비한 환경개선의 상대적 가치이다. 대 

체로 보아 부자들에게는 그 상태척 가치가 매우 크고 가난한 사람들 한테는 이 상대척 가치 

가 척다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개선보다 생필품을 더 절실히 원하고 부자들은 생 

훨품 보다는 환경개선을 더 철실히 원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생펄품 대신 환경을 개선해 준 

다면 당연히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환경만을 칩중적으로 개선해 주는 환경개선 대책 

은 어떨까? 물론 이런 대책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경개선의 혜택을 칩중시킬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깨끗한 환경은 부동산 값 

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환경이 깨끗한 곳의 땅값이나 집값은 

그렇지 못한 곳의 땅값이나 집값보다 당연히 비쌀 것이다. 환경이 개선될 때에도 마찬가지 

이다. 환경이 개선된 만름 땅값과 징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세， 전세도 덩달 

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깨끗해진 환경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월세 

나 전세가 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 앞에서 〈표-8)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 

람들이 더러운 환경에 살게 되고 부자들이 깨끗한 환경에 살게되는 이유를 부자들이 환경 

오염올 피해 깨끗한 환경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좋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환경이 더러운 곳으로 밀려났기 때 

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Ridker와 Henning이 미국 St. Louis시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일수록 부동산가격이 싸고 공기가 깨끗한 곳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비 

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30) Ridker, R. and J. Henning, “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Property Values with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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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나 흑은 환경이 오염펀 지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이 비교적 럴 오염된 지역 혹은 환경이 깨끗한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거나 혹은 깨끗하게 개선하는 대책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대책 역시 부자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까닭은 환경이 멀 오염되 

거나 깨끗한 지역 흑은 그 근처에는 가난한 사람들 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대책은 단순히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득을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대체로 보아 그런 대책의 수행에 있어서 동원되는 청책도구는 해당지역의 환경기준 

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있던 공해업체들이나 혹은 이 지역으로 

진출할 공해업체들이 환경기준이 약한 다른 지역￡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대체로 그런 지 

역들이란 이미 환경이 오염펀 지역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커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더욱 요염되고 더욱 혼잡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못사는 사람플에게 불리한 환경정책 

및 환경개선은 아무리 비용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부당하게 보이고 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환경개선은 흔히 있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로 실시되고 그래서 地域·地區制도 지역별로 활성화되면 아마도 환경이 비교척 

좋은 지역은 계속 좋아지는 반면， 요염된 지역은 더욱 오염되는 현상이 보펀화될 우려가 

있다. 그 까닭은， 잘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은 곳에 모여 살면서 그들의 환경을 보존하 

거나 또는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地域·地區制를 

운용할 뿐만 아나라 그들이 낸 세금이 그런 방향A로 쓰이도록 정치적 •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살지 않고 못 사는 사람들도 살지 않는 지역 -말 

하자면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투자는 어떤가? 주 

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환경개선 투자를 많이 한 지역은 대체로 보아 관광지 

가 될 카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그러한 투자 역시 가난한 사람들 보다는 부자들을 위한 투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소득이 높을수록 관광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찰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을 보다는 경제척으로 푼푼한 사람들이 관광지를 더 자주 찾게될 것 

이다. 

물론 이와 같이 펀익의 측면만 보고 환경개선투자는 가난한 사람들 보다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딱 부려지게 말할 수도 없다. 환경개선은 많은 비용을 

소요함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소득계충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더 

Reference t~ Air Pollution", in Reνiew 01 Economics and statistics, Vo1. XLlX, 1967(May), 
pp.2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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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펀익보다는 비용이 더 가시적이기 때문에 이 

런 방면오로는 실증적 연구가 더 려 있다. 

펀익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용부담의 경우에도 이 비용이 어떤 형식으로 부과되느 

냐에 따라 소득계충별 비용부담의 정도가 달라짐은 물흔이다. 예를 들어 누진정이 비교적 

현저하고 전가가 잘 안된다고 인정되는 일반 소득세냐 재산세로부터 투자비를 염출하여 이 

루어진 환경개선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 보다 고소득계충이 더 큰 비용부담을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던가 또는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 

미에서의 환경개선에 관한 한 그러한 일반세금으로부터 환경개선 투자비를 조달하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좋은 펀은 아니다. 참고로， <표-10)은 1987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 

사」를 위한 자료로부터 환경개션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 

사 결과를 소득계층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이것을 보면 절반가까이가 세금으로 환경개선 

하는것에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 다른 소득계충보다 고소득 

계충이 깨끗한 환경에 더 가치를 두며 환경오염을 더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위 

한 세긍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플의 비율은 다른 계충에서 보다 고소득계충에서 높은 것 

이 이채롭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듯이 많은 사람들， 특히 세금올 많이 부담해야 할 

고소득계층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조세저항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비를 조세로 충 

당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개선을 위한 조세가 강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환경오염이라는 결과를 저지른 원인자가 뚜렷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방지비용이냐 환경개선비용은 전적으로 환경을 오염시 

킨 원인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상당히 큰 설득력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원칙을 흔히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의 영어인 polluters pay 

principle의 머리늘자만을 따서 ppp 또는 3P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배출부과금제도 흑은 

환경세제도는 이 ppp에 입각한 대표적인 비용부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배출량에 대하여 기준을 법정화하고 이의 위반을 법적 • 행정적￡로 제재하는 직 

접규제방볍도 넓은 의미에서 ppp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表-10> 환경개선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단위 : 96) 

싫늙늄후후랜용」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모르겠다 계 

20만원 미만 31. 4 47.6 21. 0 100.0 
20만원 """80만원 34.0 47.5 18.5 100. 。

80만원 이상 31. 1 52.6 16.3 100.0 

전 체 33.3* 48.2 >1' 18.5* 100. 。

註 : <표-1>과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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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ppp의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에 집착하다 보니 마치 이 원칙이 철저핵 

잘 지켜져야만 환경오염이 효과적으로 근절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에 래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오염물 

질 배출을 자제하는 것에 대하여 상금 -소위 補助金(subsidy)-을 제공하여도 비슷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ppp와 결부된 그릇된 견해는， 이 원칙에 따라 환경요염 원인자에게 부과된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리라는 단순한 생각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원칙에 

업각해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된 비용부담은 기업체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들과 마찬 

가지로 생산물의 가격인상을 통해서 결국 환경요염 원인자와는 관계없는 소비자들에게 전 

가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전가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다른 세금과는 달리 오 

염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환경오염방지 흑은 개선비용이 생산물 가격 인상의 형태로 전가되 

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당연하기도 하다. 경제학적￡로 달리 표현하면， 환 

경오염이란 공짜가 아닌 공기， 물 등 환경재를 마치 공짝인 것처럼 마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인 까닭에 환경을 더럽히면서 생산된 생산물은 환경을 더럽힌 만큼， 즉 환경 

을 이용한 만름 비싸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차원에서 보면 전가가 그렇재 바람직하지만도 않다. 미국의 경우 H.D. 

Robinson이 산업 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을 이 용하여 계 산해 본 결과 그러 한 전가로 

인한 부담이 고소득계충에게 보다는 저소득계충에게 상대적￡로 더 크다는 결폰을 끌어낸 

바 있다 (31) 다시 말해서， 고소득계충에 비해 저소득계층이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을 위한 

비용을 상대적S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Robinson에 의하면 그 한 가지 이유 

는， 대체로 보아 저소득계충이 주로 많이 소비하는 대상 품목들이 환경요염방지 비용을 많 

이 필요로 하는 산업의 생산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연구들 

도 Robinson의 연구와 대략 비슷한 결론을 제시하고 었다. 

물론 ppp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의 전부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라는 법은 없다. 경우에 

따라 공해업체는 그 일부만을 전가하거나 혹은 전혀 전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 

다. 만일 이같이 공해업체가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비용을 전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가할 수 없는 만큼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공해업체는 조업을 줄 

이고 이에 따라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기업체가 해고를 단행할 때는 아무래도 임시고용 

자나 단순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의 첫 대상자가 되커 쉽다. 그렇다고 하면 환 

경오염 방지 및 개선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은 결국 고 

소득계층에게 보다는 저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무겹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31) Robinson, H.D. , “Who Pays for lndustrial Pollution Abatement?" Review 01 Economics aná 

Statistics, Vol. LXVII, 1985 (Nov.) , PP.7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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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환경개선A로 인한 혜택을 가난한 사람들 보다는 부자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되 

고 반대로 부자들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 

이 부당하게 된다고 하면 이 펀익과 비용의 두 측면을 종합한 환경개선의 순혜택 -순펀익 

- 역시 저소득계층 보다는 고소득계층이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환경개선으로 인한 (순)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반면 특정계충 또는 특정지역 사 

람들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보인 〈표-2)의 결과도 이러한 결론 

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W. 맺 는 말 

야상에서 논의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면 부자들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더 크게 업으며， 반대로 환경이 개선될 경우 이로 인한 혜택은 

가난한 사람들 보다는 부자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되드로， 환경오염 그리고 이에 대처한 각 

종 환경시책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실상 더 가난하게 만들면서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결흔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매 

우 짧기 때문에 이 결론은 잠정적인 것임은 물흔이다. 그러나 만일 이 결론이 옳다면 그러 

한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되도록이면 그런 경향에 유념해서 너무 환 

경오엽을 억제하는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실상의 소득분배구조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 

로 앞오로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Baumol과 Oates 같은 학자들은 환 

경개선을 위한 투자비를 되도록이면 누진성이 강한 일반소득세나 재산세로부터 조달할 것 

을 권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겸해서 환경오염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업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하기도 한다 (32) 

그러나 그들도 안정했지만， 환경오염 억제대책이나 환경개선대책-환경대책-들은 빈부 

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는 어렵다. 잘해야 환경오염 혹은 환경개선으 

로 인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다소 막아주는 청도일 것이다. 물흔 환경대책을 통해서 빈 

부격차를 억지로 좁혀보려고 한다면 좁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방 

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보다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환경문제란 환경재를 남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서 결국 환경재를 포함한 각종 자원들의 효율적 이용에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취지의 

면에서나 효과의 면에서 환경대책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집중되어야 한다. 

(32) Baumol, W.]. and W.E. Oates, The -Theory 01 Enνironmental Policy (2nd ed.) ,‘ Cambridge: 
Cambridge Uniγersity Press, 1978, pp.2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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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가 남용되는 까닭을 경제학자들은 환경재에 가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 

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제도적인 측면 또 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소유권이 확립되 

어 있지 않커 때문이라고 말한다. 환경재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 

커 위해서는 환경재에 가격표를 달든， 환경재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든 환경남용에 법적 

행정적 제재를 가하든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간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루 

고 환경재를 이용하도록 효과적언 장치 또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며 바로 이것이 

환경정책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문제라는 점에서는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운제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 

러나 이 두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현재의 시점 또는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용도에 환경재를 포함한 각종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임에 반해， 경제성장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두 시점 사이에 주어진 

각종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의 소비를 참아서 보다 많은 

자원을 미래를 위해서 쓰면 경제성장은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자원 

을 이용하는 것을 보통 투자라고 하는데， 경제성장의 빠르고 늦음은 이 투자가 얼마나 많 

이 이루어지느냐에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 환경개선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직접적 상충관계 

가 있지 않다고 말할수 있다. 환경을 깨뭇하게 보전하면서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환경은 환경대로 더럽히면서 경제성장도 신통치 뭇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냐 경제성장문제 모두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련띈 문제 

이고 보면， 빈부격차 문제는 옷 사는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경제성장율을 조정함 

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소득분배의 형평이라는 별개의 목적 아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과청을 통해서 직접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된다. 흔히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면 미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 

주는 것은 차원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동시에 반부의 격차도 좁힌다. 

요컨대， 효과적인 소득재분배 청책을 통해서 가난을 없애고 그리하여 빈부격하를 해소하 

는 것만이 환경오염 및 환경개선￡로 언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궁색해지고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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