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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는 1955년 최초 제정 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대기환경 분야의 핵심 법률로 자리했다. 본 논문은 

1960년 대에 걸친 청정대기법의 변천을 살펴보며 일련의 관료-과학자 

집단이 추구했던 대기환경관리체계가 어떻게 법제화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기존의 1960년대 대기오염정책에 관한 연구는 지역적 맥락을 

관찰하거나 청정대기법의 연방 단위의 정책 변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1970년 청정대기법의 등장은 1960년대 말 환경주의의 발전에 따른 

급작스러운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대기 오염 문제에 

있어서 연방의 역할 증대만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환경-관리 국가로서 미국의 모습을 강조하는 최근의 환경사 

연구 기조에 따라 1960년대 대기의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당시 대기오염정책 

당사자들의 활동을 추적한다. 대기환경규제를 담당했던 주 혹은 지역 

정부의 대기오염 담당 부서의 관료들과 연방 산하의 대기오염 담당 부서 

내 과학자들은 모두 대기오염통제협회(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APCA)의 소속으로 활동하며 소통했다. 이 학회는 미국 

대기오염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협회로서 정기적인 학술 활동을 

주관했다. 당시 대기오염 분야의 과학자들은 관료로 부임하기도 했으며 

관료에서 다시 연구자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관료-과학자 

집단은 미 전역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협력체로서 

움직였다. 

 1959년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한 이후, 존 

골드스미스(John R. Goldsmith)는 미국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한 대기환경정책 수립을 적극 주장했으며 

관료-과학자 집단은 이에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1963년 청정대기법 

개정 이후 미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 PHS) 내 

대기환경관리부서는 부서장 버논 맥켄지(Vernon G. Mackenzie)를 

중심으로 대기를 자연자원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대기자원관리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넓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방법을 추구했으며 

이는 뉴욕,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이 방식은 

오염원 통제에 있어서 경제적 고려 및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장점이 있었다. 관료-과학자 집단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기존 규제 논의의 틀을 바꾸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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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관료-과학자 집단의 대기자원 개념에 기반한 규제 방식을 

법제화한 인물은 상원 내 대기 및 수질 오염 소위원회를 이끌었던 

에드먼드 뮈스키(Edmund S. Muskie)였다. 그는 PHS의 대기자원관리 

접근방법을 적극 수용하고 관료-과학자들과 긴밀히 연계했다. 그로 

인해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1967년 대기환경법 

및 1970년 청정대기법 입안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70년 청정대기법에서는 대기자원관리 관점에서의 

대기환경관리체계가 구현될 수 있었다. 

 1970년 국가대기환경을 중심으로 한 청정대기법의 등장은 1960년대 

말 환경주의 물결에 따른 갑작스러운 등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 

밑바탕에는 196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관료-과학자 집단의 연구와 

뮈스키 소위원회의 정치활동이 존재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관계에 중점을 둔 새로운 환경주의의 출현을 1960년대 말 

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사례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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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은 1970년 개정을 통해 대기환경 

분야의 핵심 법률로 자리매김했다. 1955년 최초 제정 당시 

청정대기법은 대기오염에 관한 연방 단위의 연구비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 1963년, 1967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연방 단위의 연구기금 

확대나 주별 이행기준 도입 요구 등과 같은 규정이 추가되었다.  

1970년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of 1970)은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단일한 국가 대기 환경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주 단위의 

이행 계획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미연방 대기 환경 

관리의 근간이 되었다.1 

 대기오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1970년 청정 대기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서술한다. 첫째, 연방정부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제를 

시작하고 환경정책 결정의 주도권 가지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오염원 

중심의 산발적인 환경정책의 개념이 공중보건과 공공 안전의 가치 아래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대기환경정책으로 

전환되었다.2  

 
1 The Air Pollution Control Act, 42 U.S.C. § 7401 et seq. (1955); Clean Air Act Amendment of 1970, 

42 U.S.C. §7401 et seq. (1970). 
2 Thad Godish, Wayne T. Davis, and Joshua S. Fu, Air Quality (CRC Press, 1997); Arthur C. Stern, 

“History of Air Pollu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32:1 (1982), 44-61; John Bachmann, “Will the Circle Be Unbroken: A History of the U. 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Journal of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57:6 

(2007), 65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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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대의 대기환경관리 (출처: John Bachmann, 654) 

 

현재의 대기환경정책은 대기환경 목표인 NAAQS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NAAQS에 맞춰 오염물질 배출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이행계획을 오염원에 

적용하고 대책을 이행하고 나면 다시금 NAAQS에 따라 결과를 

평가하고 과정을 추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것이 대기환경관리의 

기본적인 체계이다. 1970년 미 청정대기법은 두 가지의 

기준(standards)을 상정했으며 공중보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에 

관한 정의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3  이 기준은 더 나은 

대기 환경을 위한 규범적인 수치들이라는 점에서 기술적 

지침(criteria)들과 구분된다. 1차 기준(primary NAAQS)은 공중 

보건(public health)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오염 물질의 

농도로써 정한 기준으로, 알려진 기준치에 적절한 안전역(margin of 

safety)을 더한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4 여기서 공중이란 일반인보다 

 
3 “National Primary and Secondary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40 Federal Register 50 (1990). 
4  John C. Bailer Ⅲ, A. John Bailer. "Environment and health: 9. The science of risk 

assessment." 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64:4 (2001), 504.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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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호흡기질환 환자나 노약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1차 기준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으로 설정한다. 2차 

기준(secondary NAAQS)은 공공복지(public welfare)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오염 물질의 농도를 정한 기준으로 서 여러 환경적 

영향과 농업과 공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의 경제적 효과와 인간의 

편안함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5 1971년 EPA는 1970년 미 청정 

대기법에 따라 총 부유 분진(Total Suspended Particles; TSP), 

이산화황(Sulfur Dioxide),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오존(Ozone), 탄화수소(Carbohydrate),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총 여섯 가지 물질에 대한 1차 기준, TSP와 이산화황에 대한 2차 

기준을 상정했다.6 

기존 미국대기환경정책 연구의 초점은 1970년을 기준으로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7  하나는 1970년 이후 EPA의 활동과 대기환경법의 개정 

과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70년 이전의 

대기환경정책을 지역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시로는 

1970년 청정대기법 이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배출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며 EPA와 의회가 만든 청정대기법의 허점을 지적한 정치학자 

브루스 에커만(Bruce A. Ackerman)과 윌리엄 헤슬러(William T. 

Hassler)의 『깨끗한 석탄/더러운 공기』(Clear Coal/Dirty Air: or 

How the Clean Air Act Became a Multibillion-Dollar-Bail Out for 

High Sulfur Coal Producers and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1981)와 청정대기법을 연방주의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인식했던 

 
무관찰수준(No Observed Effect Level)에 안전수치를 더한 값으로 설정된다. 
5 CAA of 1970, 1678. 
6 "National Primary and Secondary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36 Federal Register 84 (30 

April 1971), 8186-8201. 
7 1970년은 청정대기법 뿐만 아니라 EPA가 설립되고 지구의 날이 개최되는 등 환경정책

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로 꼽힌다. 환경사의 관점에서 1970년의 환경정책들은 1960년대 

태동한 환경주의의 이정표로서 받아들여진다. 환경사회학자 새뮤얼 헤이즈(Samuel P. 

Hays)는 그의 책 『1945년 이후 환경정치의 역사』(A History of Environmental Politics Since 

1945, 2000)에서 조직화된 형태의 환경적 반대(Environmental Opposition)가 1950년대에 등

장했으며 1960년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오염의 건강 및 환경영향에 주

목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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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댄 우드(B. Dan Wood)와 법학자 존 드와이어(John P. 

Dwyer)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8  후자를 다룬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라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세 도시가 

대기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본 정치학자 스캇 해밀턴 

듀이(Scott Hamilton Dewey)의 『숨쉬지 마세요』(Don't Breathe the 

Air: Air Pollution and U.S. Environmental Politics, 1945-1970, 

2000), 독일과 미국의 환경정책을 비교하며 미국의 규제 전통이 지역 

단위에서는 산업계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으며 1960년대 말 환경 

단체와 새로운 생태담론의 형성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프랭크 

외쾨터(Frank Uekötter)의 『매연의 시대』(The Age of Smoke: 

Environmental Policy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1880-

1970, 2009)를 꼽을 수 있다. 대기오염문제에 있어서 1970년 이전에 

대한 연구들은 주나 지역 정부를 연구 단위로 설정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1970년 이후에 관한 연구는 연방 단위의 정책 변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1970년 청정대기법의 등장을 단절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9  

연방 단위 대기환경정책의 변천을 연속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몇몇 

존재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연방 법의 제정 절차와 개정 내용에만 

주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치학자 찰스 존스(Charles O. Jones)는 

『깨끗한 공기: 오염통제의 정책과 정치』(Clean Air: The Policies and 

Politics of Pollution Control, 1975)에서 1973년 펜실베니아 주의 

클레어튼(Clairton)시의 코크스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 실패의 원인으로 

 
8 B. Dan Wood, "Modeling federal implementation as a system: The clean air cas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1(1992): 40-67; John P. Dwyer, “The Practice of Federalism Under the 

Clean Air Act”, Maryland Law Review 54:4(1995), 1183-1225. 
9 William Boyd, "The Clean Air Act'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in Ann Carlson and 

Dallas Burtraw, eds., Lessons from the Clean Air Act: Building Durability and Adaptability into U. S. 

Climate and Energy Polic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Jonathan M. 

Davidson and Joseph M. Norbeck, An interactive history of the Clean Air Act: Scientific and policy 

perspectives. (London: Elsevier, 2011); Arnold W. Reitze Jr, "The Legislative History of US Air 

Pollution control." Houston Law Review 36 (1999): 679-741; Arthur C. Stern; Stephen Mosley, 

“Environmental History of Air Pollution and Protection,” in M. Agnoletti and S. Neri Serneri, eds., 

The Basic Environmental History (Springer, 2014), 143-169; Frank Uekö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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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청정대기법을 지목한다. 그는 대기오염이슈를 독점하기 위해 

행정부, 하원, 그리고 상원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1970년 청정대기법의 

규제 수준이 현실적인 이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60년대에 걸친 청정대기법의 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지역적 대응을 병렬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1960년대 

연방의 대기환경 관련 부서는 잦은 변화 속에서 대기환경정책을 끌어갈 

주도권을 갖지 못했으며 뮈스키가 대기환경정책의 입안을 주도했다고 

설명한다. 10  법학자 크리스토퍼 아러스(Christopher D. Ahlers)는 

2015년 논문에서 1955년 입안 이후 1970년까지 청정대기법의 변천 

과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청정대기법의 진화 속에서 대기환경기준을 

통한 규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  본 논문은 이 두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미 연방의 

대기환경규제가 196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연구는 법안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청정대기법 

개정 기저에 존재하는 대기환경의 자원관리 개념의 등장과 그로 인해 

어떻게 대기환경관리체계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설명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1970년 청정대기법의 출현을 환경주의 맥락 속에서 등장한 

환경 정책 중 하나로만 보지 않는다. 12  그 대신 지금과 같은 

대기환경관리 형태가 법제화되는 과정을 1960년대에 걸친 연속적인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봄 강제하기』(Forcing the Sp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2nd eds., 

2003)의 저자인 환경정책학자 로버트 고트립(Robert Gottlieb)은 

 
10 Charles O. Jones, Clean Air: The Policies and Politics of Pollution Control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5); Randall B. Ripley, "Congress and Clean Air: The Issue of 

Enforcement, 1963," in Frederic N. Cleaveland, ed., Congress and Urban Problem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9). 
11 Christopher D. Ahlers, “Origins of the Clean Air Act: A New Interpretation”, Environmental Law 

45(2015), 75-127. 
12 John Agar, “What happened in the sixties?”,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41:4(2008) 56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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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주의 환경사를 설명하며 “진화하는 도시와 산업적 질서의 맥락에서 

다양한 역사적 움직임과 환경사를 위치시키는 작업”을 강조했다. 13 

환경사학자 리처드 화이트(Richard White)는 분석의 단위로서 ‘국가’를 

적절한 경계 없이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비판했다. 14  본 연구는 두 

학자의 환경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의 대기환경관리체계는 

1960년대 말 전국민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 속에 급작스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기를 자원화 하기 위한 1960년대에 걸친 관련 정책 

입안자들의 연속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특히 대기오염부서의 관료들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과학자들 

및 일부 정치 그룹이 대기를 자원으로 편입하고자 한 과정 속에서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대기환경기준이 중심이 된 대기환경관리 시스템이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2세대 환경사학자들은 환경-관리 국가(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tate)로서 미국의 모습을 강조한다. 아담 롬(Adam 

Rome)은 환경-관리국가가 안보국가, 복지국가 개념만큼이나 

정치학자들에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하며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진보적 

태도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환경관리국가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고 

주장한다. 15  폴 서터(Paul S. Sutter)는 2세대 환경사학자들의 

두드러지는 성취 중 하나로 환경-관리 국가 개념을 꼽으며 이러한 

접근이 기존의 보전/보존 이분법적인 시각이나 환경적 감수성의 

발전이라는 휘그주의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농업, 과학, 공중보건 등 

다양한 층위의 국가주의자(statists)들의 활동을 주목하게 하고 

환경지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6  이러한 새로운 환경사의 연구 양식에 따라 본 연구는 1960년 

 
13  Robert Gottlieb, Forcing the Sp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05), 43-46. 
14 Richard White, “The Nationalization of Nature”,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6:3(1999), 

976-986. 
15 Adam Rome, “What Really Matters in History: Environmental Perspectives in Modern America”, 

Environmental History 7:2(2002), 303-318. 
16 Paul S. Sutter, “The World with Us: The State of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Th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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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걸쳐 대기를 자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과정, 자원화(transformation 

to resource)에 주목한다. 여기서 자원화란 정부가 어떤 자연을 하나의 

자연자원(natural resource)로 인식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점진적으로 자연의 

여러 부분을 자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관리했다. 브루스 슐먼(Bruce J. 

Schulman)은 20세기 초, 현대적 자원관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는 논문에서 기포드 핀쇼(Gifford Pinchot)와 제임스 

가필드(James R. Garfield)와 같은 일련의 보전 관료들(Conservation 

Bureaucracies)이 기존의 산발적인 행정 체계를 하나의 강력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했던 토지 이용을 

중앙 정부의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한다. 17  도날드 피사니(Donald J. 

Pisani)와 폴 밀라조(Paul C. Milazzo)의 연구는 각각 시대 상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 물의 자원화 양상을 보여준다. 20세기 초 미 

서부에서는 물 부족에 따라 어떻게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환경주의의 등장과 산업화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의 해결이 

수자원 관리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각 논문에서 행정 관료나 정부 

소속 엔지니어 및 과학자들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자연자원의 개념을 

새로이 하고 그에 맞는 규제 시스템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1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기오염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1960년대에 대기의 자원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기존의 자연자원관리의 형성과정과 마찬가지로 일선의 

행정 관료들과 중앙 정부 산하 기관의 과학자들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의 대기환경정책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of American History 100:1(2013), 94-119. 
17 Bruce J. Schulman, “Governing Nature, Nurturing Government: Resource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State, 1900-1912”, Journal of Policy History 17:4(2005), 375-403. 
18 Donald J. Pisani, “Federal Reclamation and the American West in the Twentieth Century”, 

Agricultural History 77:3(2003), 391-419; Paul C. Milazzo, Unlikely Environmentalists: Congress 

and Clean Water, 1945-1972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8 

당대의 대기오염정책 당사자들에 주목한다. 대기환경규제를 담당했던 주 

혹은 지역 정부의 대기오염 담당 부서의 관료들과 연방 산하의 대기오염 

담당 부서 내 과학자들은 모두 대기오염통제협회(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APCA)에서 활동하며 소통했다. 

대기오염통제학회는 미국의 대기오염문제만을 다루는 전문적인 협회로서 

연례적으로 학술회의를 열고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했다. 각 주의 

대기오염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이 협회를 통해 꾸준히 대기환경정책에 

관한 논의를 나누었다.19 이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다 행정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로서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찰스 스노우(Charles P. Snow)와 돈 프라이스(Don K. Price)가 

과학과 정치의 관계를 다룬 이래로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Science-

Policy Interface) 속 과학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은 정책 조언가로서 과학자의 역할에 집중한다. 20  로저 피엘케 

주니어(Roger A. Pielke Jr.)와 셰일라 자사노프(Sheila Jasanoff)는 

특히 규제 정책 속에서 과학자의 확대된 역할과 과학자 그룹과 정책 

결정권자 사이의 긴밀한 협력에 주목한다. 21  두 연구는 규제와 관련된 

과학 지식이 불확실하며 정책의 정치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19 William G. Christy, “History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0:2(1960), 126-174 1906년, 미국매연방지협회(the Smoke 

Prevention Association of America)라는 이름으로 디트로이트의 대기오염 총감독관(Chief 

Inspector)이었던 존 페어그리브(John M. Fairgrieve)가 다른 도시들의 매연 감독관과 모임을 

열며 시작했다. 새 조직의 첫 만남에서, 협회는 시 단위의 법령을 만들기보다는 주 단위 

법적 행동을 통한 매연 규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참여한 각 자치단체들은 

그리고 협회의 비용을 충당하기로 한다. 조사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협회에 

가입하도록 허락하려는 움직임은 차단되었다. 조직원들이 철도회사, 화부(Stoker, 火夫) 

회사, 그리고 다른 통제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적들을 몰아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20 Charles P. Snow, Science and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Don K. Price, The Scientific Est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ital Spruijt et 

al, “Roles of Scientists as Policy Advisers on Complex Issues: a Literature Review”,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40(2014), 16-25; Ann C. Keller, Science in Environmental Policy: the Politics of 

Objective Advi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9. 
21 Roger A. Pielke Jr, The Honest Broker: Making Sense of Science in Policy and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Sheila Jasanoff, The Fifth Branch: Science 

Advisers as Policymaker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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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그에 따라 규제 정책의 결정 과정은 과학-정책의 선형적인 

모델을 벗어나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과정은 곧 규제과학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 

 1960년대 대기오염 연구에서는 과학자들과 정책 결정권자 사이의 

경계가 더욱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당시 주/연방 정부 소속 과학자들과 

대기오염부서의 관료들은 대기오염통제학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관료로 부임하기도 했으며 

관료에서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이들은 

과학자로서 정책적 조언을 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으며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다. 이처럼 이 일련의 관료와 과학자 집단은 

미 전역의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협력체로서 존재했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던 일련의 관료 및 

정부 과학자들의 연합을 일컬어 관료-과학자 집단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관료-과학자 집단이 어떻게 대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한 대기환경관리체제를 구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뮈스키가 

위원장이었던 상원 공공사업 위원회(Senate Public Works 

Committee)의 대기 및 수질 오염 소위원회(Air and Water Pollution 

Subcommittee; 이하 뮈스키 소위원회)는 1963년 만들어진 이래로 

관료-과학자 집단과 소통하며 대기오염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대기를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기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1960년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관료-과학자 집단은 대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한 다학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또한 환경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를 요구하고 대기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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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오염물질에 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환경 분석의 

효율을 올리고 모니터링의 접근성과 정확도를 높이려 노력했다. 끝으로 

대기자원과 관련된 기술적 전문성을 함양하고 유지했다. 22  이러한 

대기의 자원화는 관료-과학자들의 과학 및 규제 연구, 그리고 이들과 

소통했던 상원의원 뮈스키가 이끄는 대기 및 수질 오염 소위원회의 

법제화를 거치며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1963년, 1967년 대기환경법 개정안과 1970년 

청정대기법이 만들어지는 청문회의 진행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관료들, 

연방 프로그램 소속 과학자들, 국회의원들 등 관련 행위자들이 추구했던 

대기환경관리의 형태가 의회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970년 청정대기법, 즉 오늘날과 같은 대기환경관리의 수립은 단지 

1960년대 말 급변하는 환경주의의 결과물이 아니라 대기를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고 관리하기 위해 존 골드스미스(John R. Goldsmith), 

버논 맥켄지(Vernon G. Mackenzie), 그리고 존 미들턴(John T. 

Middleton) 등의 관료-과학자 집단과 뮈스키 소위원회의 노력이 

196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들어낸 성과였다. 대기오염을 연구한 

관료-과학자들은 작업환경, 수질환경 분야에서 영향을 받아 

환경보건학적인 관점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접근하고 개선하려고 했다. 

뮈스키는 이들의 관점을 대기환경법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서술은 작게는 1960년대에 걸친 청정대기법 개정이 나름의 

과학적 근거와 일관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며 크게는 1960년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사 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과학기술과 정치의 능동적 

역할을 보여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23 

 
22 K.E. Rodgers et al, Air Resource Management Program Strategy 2015-2020, (Denver, CO: U. S. 

Department of the Interior, Bureau of Land Management, 2015); James V. Fitzpatrick & Austin N. 

Heller, “A Dynamic Air Resource Management Program, City of Chicago”,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5:7(1965), 297-301. 
23 Emmanuel G. Mesthene, “The Impacts on Science on Public Poli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7:2(1967) 97-104; Todd R. La Porte, “Politics and “Inventing the Future”: Perspectives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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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걸친 대기의 자원화, 즉 대기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대기자원 개념을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은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환경기준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오염을 단순한 재해로 

인식하지 않고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항시적인 대기환경관리를 

수립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대기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상시 관리해야 할 대상, 즉 자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자원관리에 있어서 대기환경관리의 실질적 

시행을 평가하고 다시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뮈스키가 처음 1970년 3월 법안을 제출할 때 

‘국가대기환경기준법(National Air Quality Standards Act)’이라 

명명할 만큼 국가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은 1970년 청정대기법의 중추적인 

부분이었다. 24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최초로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한 1960년 경부터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1970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이 만들어진 시기를 다룬다. 본 

연구는 대기환경기준의 과학자 커뮤니티와 주/연방 법 내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대기환경관리 개념이 미국 연방 정책에 포함되는 과정을 

대기오염 관련 법안의 변천과 관료-과학자 집단의 활동을 따라 살펴볼 

것이다.  

2절에서는 1960년대 이전 대기오염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최초로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하는 모습을 

다룬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골드스미스는 미국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한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내 대기환경기준을 이용한 대기환경관리의 필요성은 행정 관료들 

사이에서 큰 공감대를 형성한다. 3절에서는 PHS 내 대기환경관리부서장 

 
and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7:2(1967) 117-127; Donald Hornig, “Science and 

Government”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28:2(1966) 53-66; Avery Leiserson, 

“Science and the Public Life” The Journal of Politics 29:2(1967) 241-260. 
24 U. S. Congress, Senate,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s Act of 1970, S.3546, introduced in Senate 

March 4,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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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켄지의 의도에 따라 1963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그 권한과 자원 규모가 급증한 연방 산하 대기환경관리부서가 

대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한 대기환경관리를 만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쌓는 모습을 다룬다. PHS의 대기환경부서에게 영향을 

받은 일부 주들은 각자 나름의 형태를 띈 대기환경기준이 도입한다. 

말미에서는 뮈스키가 관료-과학자 집단과의 논의를 근거로 1967년 

대기환경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국가대기환경지침 수립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주 단위 대기환경기준의 설정과 주 이행계획 수립을 

대기환경법에 포함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4절은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 대기환경은 

중대한 환경 문제로 다뤄지며 학계와 대중들이 대기오염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이 때 논의들은 대기환경을 자원으로 보는 기존 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 졌다. 뮈스키는 1970년대 대기환경이슈가 여론의 

주목을 끌자 환경주의자로서 그의 모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청정대기법의 재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는 새로운 

개정안에 단일한 연방 전체에 동일한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하고 그에 

따른 주 단위 배출계획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을 만든다. 

뮈스키의 주도 하에 탄생한 1970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은 각 주에게 

국가대기환경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5년 후의 평가 과정까지 담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기환경정책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관료-과학자 집단과 뮈스키가 이끄는 소위원회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기오염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봉착하는 경제적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에 걸쳐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하고 

대기를 자원화 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 문제에 대응해 과학과 정치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의 

대기환경관리는 1960년 대 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환경주의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관료-과학자 집단과 뮈스키 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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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속에 점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2. 대기환경기준의 대두 

 

 

2.1 1960년 이전의 대기오염정책: 굴뚝연기규제와 

링겔만 법 

 

 19세기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런던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광범위하게 

퍼진 이래로 1950년대까지 대기오염은 공해(nuisance)로 취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문제는 소음공해나 광공해 문제처럼 여겨졌다. 25 

1853년 굴뚝연기규제(Smoke Abatement Act)가 영국 의회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시카고, 신시내티 등 대도시권의 지역자치 

행정부를 중심으로 차츰 굴뚝연기 규제가 도입되었다. 당시의 대기오염 

양상은 런던형 스모그가 유일하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대도시의 공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공단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에서의 대기오염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대도시 중심으로 대기오염관리정책이 자리잡게 

되었다. 26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희미한 와중에도 매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대기오염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 프로그램은 1950년대부터 등장한다.27 

 
25 Peter Brimblecombe, The Big Smoke: A History of Air Pollution in London Since Medieval Times 

(London: Routledge, 2011), 90-177. 
26 Frank Uekötter, 22-31. 
27 Scott Hamilton Dewey, Don’t Breathe the Air: Air Pollution and U. S. Environmental Politics, 

1945-1970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0),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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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매캐한 공기는 어디에서나 존재했다. 공장은 

어느 마을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오염원이 되는 사업들은 

도시의 규제를 피해 대도시 외곽이나 주 경계에 위치했다. 어떤 

스모그는 대규모 공장지대 없이도 발생했다. 도노라 스모그는 공단이 

조성되지 않아도 지형에 따라 대기오염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펜실베니아 주의 인구 14000명의 작은 마을 

도노라에서 1948년 10월 27일부터 5일간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와 입자상 물질이 역전된 대기 속에 스모그를 형성하고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6000여 명이 호흡기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여 명이 죽게 된 것이다. 도노라 스모그는 미 전역에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미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1949년, 펜실베니아 주는 주 단위의 

대기 오염 통제 부서를 만드는 등 각 주는 대기 오염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8  

195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서 온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 

에이리 하겐-슈미트(Arie Jan Haagen-Smit)는 LA에서 발생하는 

스모그가 자동차 배기가스의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의 광화학적 반응에 

의한 새로운 형태라는 점을 보였다. 29  이후 LA 지역 대중과 환경 

단체들은 비가시적인 대기의 오염 문제까지 심각하게 생각했으며 주 

정부와 시 행정부 역시 광화학 스모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LA시는 

오염물질 수준에 따른 경보 시스템을 만들기도 한다.30  

 1950년대 대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 정부의 대기환경관리정책은 한계가 

분명했다. 주 마다 대응 강도가 저마다 달랐으며 관련 법안 이 만들어질 

때도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자금 지원이 적거나 강제성이 거의 없었다. 

 
28  Lynne Page Snyder, “The Death-Dealing Smog over Donora, Pennsylvania: Industrial Air 

Pollution, Public Health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1948-1949,” Environmental History 

Review 18:1 (1994), 117-139. 
29 Arie J. Haagen-Smit, “Chemistry and Physiology of Los Angeles Smog”,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44:6(1952), 1342-1346. 
30 James E. Krier & Edmund Ursin, Pollution and Policy: A Case Essay on California and Federal 

Experience with Motor Vehicle Air Pollution 1940-1975 (Berk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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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주 경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유사조합주의(psuedocorporatism) 역시 대기오염정책을 

방해하는 요소였다.31 각 주 단위의 대기오염 관련 위원회는 주의 기간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친기업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대기 오염 저감 기술 발전과 대기 오염 규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말 미국 기술 엔지니어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위원회 구성원들이 규제 

관련하여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거대 기업의 

책임자들이었다. 중소도시 단위에서 대기오염이 지역정치의 의제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관해 정치학자 매튜 크렌슨(Matthew A. Crenson)은 

효과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미국 중부 인디애나의 개리(Gary) 

시의 경우 철강업이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962년까지 

지역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대기오염을 다루지 않았으며 미국의 여타 

51개의 도시가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32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과학기술은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 전통적 오염 규제 방법인 링겔만 법은 매연이 아닌 

비가시적인 오염에는 적용할 수 없었으나 뾰족한 대체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환경보건학은 작업환경 및 산업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임상 연구는 작업장에서 오염물질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역학 연구는 건장한 남성을 

기준으로 한 실내 작업환경오염의 위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실내공기 중 

유독 물질 농도에 대한 임계값(threshold)은 있었으나 대기로의 

오염물질 배출 상황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 직업적 표준은 

건강한 남성의 일시적 노출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대기오염통제의 목적엔 

부적합한 것이었다. 게다가 대기오염 문제는 과학자들이 뛰어들 직업적 

 
31 Uekötter, op. cit., 115-131. 유사조합주의란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여러 집단이 관여하는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산업계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Matthew A. Crenson, The Un-Politics of Air Pollution (Baltimore, M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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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적었다. 대기오염저감기술 개발은 명망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금전적 유인도 거의 없었다. 33  심지어 대기오염연구자들은 본인의 

직업을 소개하는 데에만 해도 어려움을 겪었다.34 

 이러한 어려운 조건 아래에서도 일부 과학자들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성과를 도출했다. pH 미터를 

발명했던 아놀드 베크먼(Arnold Orville Beckman, 1900-2004)은 

1948년 캘리포니아 대기환경통제국 창립 당시 과학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탄화수소 검출 등 대기 중 오염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고안해냈다. 35 

이는 앞서 언급한 하겐-슈미트의 광화학스모그 연구로 이어졌다. 

1953년부터는 국가대기샘플링네트워크(National Air Sampling 

Network)가 만들어졌으며 1955년에는 30개가 넘는 도시에서 매 월 

대기 중 부유분진(Suspended Particulate)을 관측했다. 36  1950년대 

후반에는 공장의 매연을 관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모그를 비롯한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의 존재를 인지하고 다양한 오염물질의 신체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37  

 대기오염과 관련된 최초의 미 연방 법은 1955년 만들어진 

대기오염통제법(the Air Pollution Control Act)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접적 규제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대기오염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제한적 역할만 수행했다. 그에 따라 1960년 이전의 대기오염규제는 

 
33 Ibid., 132. 
34 John M. Von Bergen, “Public Relations for the APCA Member”,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7:4(1958), 320-324. 
35 Arnold Thackray & Minor Myers, Arnold O. Beckman: One Hundred Years of Excellence (Vol. 3) 

(Philadelphia, PA: Chemical Heritage Foundation, 1999); Arnold O. Beckman, “Letter from Arnold O. 

Beckman to John F. Bishop”, February 25, 1953, Beckman Historical Collection, Box10, Folder 13. 

Science History Institute, Philadelphia; Arnold O. Beckman, “Arnold O. Beckman’s Remarks at the 

Los Angeles Chamber of Commerce Annual Banquet”, January 25, 1956, Beckman Historical 

Collection Box 1, Folder 31, Science History Institute, Philadelphia. 
36 Arthur C. Stern, “Results of Three Years of Operation of the National Air Sampling Network”, 

Journal of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7:4(1958), 284-288. 
37 Charles E. Zimmer, Elbert C. Tabor & Arthur C. Stern, “Particulate Pollutants in the Air of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9:3(1959), 136-143; William R. 

Bradley, “Air Pollution Control Is Good Busines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9:2(1959)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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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주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강력한 산업계의 

영향력에 따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대기오염 연구는 광화학 

스모그를 발견하고 기초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2.2 존 골드스미스의 대기환경기준 개념화 

 

1959년 캘리포니아 주에 미국 최초로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하고자 

했던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 대기오염의 신체영향연구팀장 

골드스미스는 과학적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미완성된 형태의 

대기환경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대기오염통제 

분야를 선도하던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시도는 다른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일부 주에서 대기환경기준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골드스미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논의 역시 주도했으며 다른 지역 정부의 

대기오염 과학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와 소련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광화학 스모그가 잦았던 LA 시는 1955년부터 대기오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4가지 대기오염물질-오존, 질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경고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1954년 

또다시 발생한 광화학 스모그로 인해 수 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LA 시의 대배심이 경고 시스템을 만들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38 

1959년 2월, 에드먼드 브라운(Edmund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 내 임시공중보건위원회 보고서가 추천한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을 주 의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주지사의 요청에 

 
38 Joshua William Dunsby, "Clarifying Smog: Expert knowledge, health and the politics of air 

pollution"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01),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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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건강안전법률(the Health and Safety 

Code)에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그 다음 달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기환경기준이 대기오염의 강도 혹은 구성과 신체건강 

사이의 반영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법률은 

대기환경기준의 수립에 따라서 배출기준을 수립한다는 기초적 수준의 

선형적 대기환경관리 모델 역시 포함했다.39 

 

 

표 1 1959년 캘리포니아 주 대기환경기준 황산화물에 대해서만 기존에 구상한 

3단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출처: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당시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은 캘리포니아주 공중위생국장 

존 마가(John A. Maga)와 골드스미스였다. 골드스미스는 1945년 

 
39 Assembly Interim Committee Reports (California), “Air Pollution: Its Effects and Its Control,” 

9: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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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이후 워싱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호흡기 

질병의 역학을 연구했다. 그는 1957년 캘리포니아 건강 부서에서 

대기오염의 건강효과에 대한 연구 책임자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참여했다. 마가와 골드스미스는 역학 조사에 주로 기반하여 

기준을 만들고자 했으며 그 목적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었다.40 

 골드스미스는 기존 LA카운티에서 시행하던 대기오염경보를 발전시켜 

위험 수준을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수준(Adverse Level), 

신체 기능의 변형이나 만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Serious Level), 예민한 계층에게 급성 질병이나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긴급 수준(Emergency Level) 세 단계로 나누었다. 그러나 

당시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은 대기환경기준의 기본 개념을 명시하는 

수준에 그쳤다(표 1 참조). 입법 당시에는 이산화질소, 탄화수소 등 

산화성 물질(oxidant) 뿐만 아니라 오존, 광화학 에어로졸, 납, 에틸렌 

등을 포함한 12가지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산화황에 대한 세 

단계의 기준만 확정할 수 있었다. 그 외의 물질 대해서는 기준을 아예 

제시하지 못하거나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41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기준은 이후 타 주 행정부의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이끌어냈으며 대기환경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골드스미스는 대기환경기준의 개념이 미 전역으로 퍼지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골드스미스는 대기환경을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대기를 자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미국 최초의 인물이었다. 

골드스미스는 대기환경기준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대기환경기준의 

사용을 전국적으로 퍼트리고자 했다. 대기오염 문제의 장기적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와 함께 

 
40 John R. Goldsmith, Lester Breslow, “Epidemiological Aspects of Air Pollution”,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9:3(1959), 129-132. 
41 John A. Maga and John R. Goldsmith, “Standards for air quality in California,”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0:6 (1960), 45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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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임상학적, 역학적 접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42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은 영국과 소비에트 연방,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시류의 일부였다. 그는 1962년 논문에서 기존의 방사선기준이나 식수의 

오염물질기준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본인 

역시 1959년 대기환경기준 개발 당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전 인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산업노출기준에 적용되던 건장한 사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보다도 가장 민감한 집단에게 “가장 최초의 효과가 발생하는” 

수준을 허용한계(Threshold Limit Value)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대기 중 오염물질농도에 따른 신체 위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성학 뿐만 아니라 당시엔 생소하던 역학(epidemiology)과 생리학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후 

대기환경지침이 되는 대기오염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의 종류를 제시했다.43 

대기오염 문제와 대기환경기준을 통한 해결책 모색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1958년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환경위생 전문가 위원회의 다섯 번째 보고서의 주제로 대기오염을 

선정했다. 미국 공중위생국의 해리 하이만(Harry Heimann)을 비롯해 

남아공, 벨기에 등에서 온 10명의 전문가들이 1957년 11월 6일간 모여 

만든 이 보고서에는 환경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대신 배출기준의 

도입 역시 부정적으로 그려졌다. 배출기준의 설정이 시대에 뒤쳐질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원칙인 “가장 시행가능한 수단의 사용(the use of 

best practicable means)”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44  그러나 WHO를 

비롯해 여러 기관과 조직에서 매년 대기오염을 주제로 많은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했다. 대기오염에 

 
42 Lester Breslow & John R. Goldsmith, “Health Effects of Air Pollu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48:7(1958), 913-917. 
43  John R. Goldsmith, “Some Implications of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Archives of 

Environ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4:2(1962), 151-167. 
44 World Health Organization, Air Pollution: Fifth Report of the Expert Committee on Environmental 

Sanita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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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의는 이데올로기를 가리지 않았다. 당시 소비에트연방은 

캘리포니아보다 먼저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한 유일한 국가였으며 

고등의료교육기관(Institute for Higher Medical Education) 소속으로 

소련의 저널 《위생과 청결(Gigiena i Sanitaria, Hygiene and 

Sanitation)》의 주 편집인이었던 블라디미르 리아자노프(Vladimir A. 

Ryazanov)는 미국 연구자들과 꾸준한 교류를 가졌으며 LA에서 열린 

학회에 참여했다. 미국 각 주의 대기오염 책임자들은 리아자노프와의 

질의응답과 교류를 통해 현 기술에서 가능한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리아자노프와 소련의 과학자들은 눈의 따가움과 

피부 반응 등 신체 감각기관의 반응과 변화가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농도라 가정하고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했다.45 WHO에서는 1963년 8월 대기환경지침(air 

quality criteria)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기본적인 용어 정의에 대해 

합의했다. 리아자노프와 캘리포니아의 골드스미스와 PHS의 맥켄지가 

대화를 이끌어갔으며 15개국의 학자들이 논의에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기준(standards)”을 정부기관이나 지방당국이 

채택한 수치를 포함하는 진술로서 대기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한 

기반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에서 정의한 기준이란 정부기관의 

재량에 따라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가이드(Guides)”는 인간, 동물, 식생 및 환경 전반에 대한 대기오염의 

정도에 따른 특정 효과와 관련된 농도 및 노출 시간 및 조건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이 가이드는 과학적 조사의 직접적 결과인 것이다. 끝으로 

대기환경 가이드에 대한 "지침(Criteria)"은 대기오염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본질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시험으로 정의되었다. 46 

 
45 Vladimir A. Ryazanov, “Sensory Physiology as Basis for Air Quality Standards”, Archives of 

Environ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5:5(1962), 480-494. 리아자노프는 소련에서 

만들어진 대기환경기준은 모든 시간에 대한 최대 노출 허용가능 농도와 일일평균농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 연기, 눈의 염증이 느껴지는 농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46  John R. Goldsmith, “International Agreement on Criteria for Air Quality,” Arch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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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대기환경 문제를 접근하려는 노력이 개념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대기환경기준은 캘리포니아에서 도입하던 1959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었다.47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논의는 대기오염의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1960년대 들어서 점차 활발해졌다. 1960년대 초 학계 내에서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에 있어서 지역적 맥락에 대한 강조였으며 다른 

하나는 대기환경기준과 실질적인 규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대기환경문제를 연구한 버나드 테븐스(Bernard D. 

Tebbens)와 데일 허치슨(Dale H. Hutchison)은 대기환경기준이 각 

지역마다 다른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48  당시 

대기오염통제학회(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의 회장 W. L. 

페이스(W. L. Faith) 역시 대기환경기준이 경제적 피해와 

불법방해(public nuisance)에 근거하여 주와 지역 사회의 관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49 공중보건국의 대기오염부서 

책임자를 맡고 있던 맥켄지는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이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 기술자들, 산업계 지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대기를 정화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기술 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현재의 ‘최선의 기술 적용’ 시스템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50 

 
Environ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9:1 (1964), 3-5. 지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효과의 네 단계를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1) 관찰 가능한 효과가 나타나는 최저 

수준, (2) 감각기관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2단계 수준, 

(3) 필수 신체 기관의 손상이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만성 질병을 유발하는 3단계 수준, 

(4) 급성 질환이나 취약 집단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4단계 수준. 
47 Gordon M. Fair, "New Factors in Man's Management of His Environment: Especially Fluoridation, 

Air Pollution, and Radiation." Journal of Royal Society of Health 79:5(1959), 524-545. 
48 Bernard D. Tebbens & Dale H. Hutchison, “Application of Air Quality Standards to a Community 

Problem”, Journal of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1:2(1961), 53-56. 
49 W. L. Faith, “Ambient Air Standards”, Journal of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2:7(1962), 

315-354. 
50  Vernon G. Mackenzie, “Air Pollution Standards”, Archives of Environ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2:3(1961),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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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스미스는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대기를 꾸준히 관리하고자 

생각했던 첫 인물이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들고, 

WHO에서 여러 번의 회의에 참여하며 대기환경기준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립하는 데 힘썼다. 골드스미스가 제시한 대기환경기준은 경제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대기를 꾸준히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로서 

대기환경기준을 뿌리내리려 했다. 

 

 

2.3 대기환경기준의 효용과 확산 

 

1962년 레이첼 카슨이 발표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대중들이 화학물질의 독성과 대기 중 독성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은 국가적 차원에서 늘어났으며 PHS 

보건총감(Surgeon General)51  루더 테리(Luther L. Terry)의 주최로 

1962년 12월에 열린 대기오염에 관한 국가 콘퍼런스(National 

Conference on Air Pollution; NCAP)에서는 대기오염의 신체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평가되었다.52 

 대기환경기준은 행정관료들이 선호하는 선택지였다. 선출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대기환경기준 도입은 대중들에게 명확하게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양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대중들의 우려에 따른 

정치사회적 압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53  기술 인력들의 경우 

이를 한 번 만든 이후로 개별적인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51 PHS는 1798년 창립된 미 해군 의료국(U. S. Marine Hospital Service)이 그 전신이며 그에 

따라 해군에서 쓰이던 명칭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52 "National Conference on Air Pollution." Public Health Reports (1896-1970) 78:5 (1963), 423-29. 
53 Hillel I. Shuval, “The Uses and Misuses of Environmental Health Standard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the Nation’s Health 54:8(1964), 131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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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했다. 54  그리고 지역 단위의 대기오염통제에 있어서 상위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기환경기준의 권위는 지역 산업계의 압박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 단위 

기준의 존재가 대기오염방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호막처럼 

작용한 것이다.55 양적인 환경기준의 도입은 이미 수질오염 문제, 방사선 

논란을 다루는데 사용되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56 각 주의 

행정관료들과 정부 소속 과학자들은 정치적, 행정적 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었다.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학계의 관심 증가는 1963년 56회 

대기오염통제학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2년과 달리 이 해에는 5개의 

대기환경기준 관련 발표가 있었다. 당초 대기환경기준보다 직접적인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맥켄지는 1963년 컨퍼런스에서 

대기환경기준이 대기오염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정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며 허용가능한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의 설정, 그에 따른 배출 

제한과 공학적 통제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대기오염관리 체계가 

논리적이라고 인정했다. 글 말미에서 의회 위원회의 대기오염 분야 

전문가들과 여러 이익집단에 문의한 결과 공중위생국이 통제기관들을 

위해 대기환경기준(criteria)를 설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PHS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57  

PHS의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입장은 대기오염과 차장 아서 

스턴(Arther C. Stern)의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스턴은 

배출기준과 대기환경기준을 모두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기준은 단순한 

형태로, 배출기준은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형식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에 있어서 산업 지역과 거주 

 
54 Vernon G. Mackenzie, “Air Pollution Standards”. 
55 Tebbens & Hutcheson, “Application of Air Quality Standards to a Community Problem”,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1:2(1961), 53-56. 
56 Hillel I. Shuval; John R. Goldsmith, “The Body Burden and Air Quality Standards”, Archives of 

Environ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8:1(1964), 39-43. 
57 Vernon G. Mackenzie, “Future Outlooks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ir Quality 

Standard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4:1(196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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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따로 설정하여 다른 환경기준을 제시하는 구역화 개념은 개인의 

신체 위험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58  스턴은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각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른 임상연구, 역학연구, 독성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폐암에 대한 역학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 흡연, 박테리아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 환경 

방사선의 영향 등 환경적 다중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대기 오염만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59  

피츠버그 시 알레게니 카운티의 대기환경통제국장인 허버트 

던스모어(Herbert J. Dunsmore)가 지역 대기오염통제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살펴보면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목표 

설정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60  뉴저지주의 

대기환경 프로그램 책임자 윌리엄 먼로(William A. Monroe)나 뉴욕의 

대기오염통제국 수석비서관 알렉산더 림(Alexander Rihm Jr)는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림은 

특히 대기환경목표 설정이 대기오염 문제로부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출 기준의 설정과 함께 공동체의 토지이용계획, 통제 수단의 

선택까지 전반적인 대기오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61 

1960년 조직된 공중위생국 산하의 대기오염부서는 적극적인 연방 

수준의 대기오염통제를 제안하지는 않았으며 우선 주간 혹은 전국 

단위의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그에 따라 1963년 

청정대기법에서는 대기오염과 대기오염통제기술에 관한 연방의 연구와 

 
58 Arthur C. Stern, “Summary of Existing Air Pollution Standard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4:1 (1964), 5-15. 
59 Arthur C. Stern, “Basis for Criteria and Standards”. 
60 Herbert J. Dusmore, “The Use of Air Quality Standards in Local or Area Control Program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4:8(1964), 320-322. 
61 William A. Monroe, “The Use of Air Quality Standards in Sate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4:8(1962), 315-319; Alexander Rihm Jr, “The Use 

of Air Quality Standards in Sate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4:8(1964),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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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원 기능을 명시했으며 각 주들이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기환경지침(Air Quality Criteria)의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62 

각 주의 대기오염통제부서의 담당자들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다수 동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이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그리고 대기환경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대기오염통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 

 

 도노라 참사와 LA의 광화학 스모그 이후로 대기환경문제는 사회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60년대 초 다른 사회 문제들에 비해 

국가 전역에 걸친 의제는 아니었으며 연방정부의 시각에서 

대기오염문제는 우선 그 심각성과 책임소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대도시권의 주들은 대기오염이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캘리포니아주가 처음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한 이래로 

골드스미스의 주도 하에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기오염 관료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역학이나 독성학 기반의 

연구자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데, 환경기준의 도입이 다른 

환경 분야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그간 어려웠던 

규제의 권한을 획득하고 대중들에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1963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은 연방 기관이 

대기환경지침의 개발할 것을 지시했으며 그에 따라 PHS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캘리포니아를 뒤이어 오레건 주, 

뉴욕 주 등지에서 대기환경기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62 United States. Clean Air Act of 1963. Pub.L. 88-206, Approved December 17, 1963. 42 U.S.C. § 

1857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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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3.1. PHS의 대기자원관리 접근방법 

 

1963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에 맥켄지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이래로 PHS는 막대한 예산과 권한,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직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에 따라 대기오염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중에는 대기오염 문제 관리 방법에 관한 고민도 

들어있었다. 그 과정에서 대기자원관리에 관한 논문도 발표된다. 대기를 

자연자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법안 제정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 대기오염의 원인 영향 통제를 밝힐 수 있는 더 강력한 연구 

프로그램 

(b) 주와 지방 대기오염 에이전시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c) 주 간, 국가 전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연구 

(d) 주간 대기오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행동”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기오염 관련 하원 안 한 가지를 포함한 3가지의 

법안이 올라왔고, 뮈스키는 이 법안들을 검사하는 청문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1962년 청정대기법 입법 당시 뮈스키는 특별 

소위원회를 맡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의 두 

직원, 앤서니 셀레브레즈(Anthony J. Celebrezze)와 맥켄지의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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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청정대기법 수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둘은 대기오염 

문제가 수질오염 문제보다 시급함을 청문회에서 효과적으로 어필했으며 

이는 상원의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1인당 65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전미에 걸쳐 110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맥켄지가 보여준 

전문적인 모습이 큰 기여를 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뮈스키의 “대기 

속으로 오염 물질들이 분산되면 그것이 없어지느냐?”라는 물음에 

맥켄지가 “대기오염물질은 분산되어 나가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아 

가라앉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맥켄지는 

늘어나는 주간 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63 

청문회에서는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역시 하나의 논란이 되는 주제로 

등장했다.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리비코프(Abraham Ribicoff) 

상원의원은 국가 대기질 기준이 각 도시가 하나의 일관된 규준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원의원 클리포드 케이스(Clifford Case) 

역시 캘리포니아의 예시와 뉴저지 주를 언급하며 리비코프의 의견에 

동의했다. 게다가 그는 대기오염기준의 도입이 국민들의 대기오염에 

관한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했다. 과학기술적 

데이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준 혹은 권장 기준의 도입이 기술력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입장이었다. 모튼 힐버트(Morton 

Hilbert) 전미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회장 

역시 수질공급기준이 4년마다 재발행(republish)되는 점을 언급하며 

대기환경기준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미공중보건협회를 

대표해 대기환경을 자연자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대기환경기준의 재정을 연방의 대기오염 연구 지원 증가, 

대기환경통제프로그램 수립과 함께 중요한 대기오염의 해결책으로 

 
63 U. 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Public Works, Bills Pertaining to the Prevention and the 

Abatement of Air Pollution;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88th Cong., 1st sess., 1963. 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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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이는 대기를 자원으로서 보는 시각과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이 

단지 지역의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권장되는 사안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64 

 1963년 청정대기법에는 결론적으로 맥켄지의 의도와 힐버트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1963년 청정대기법은 표면적으로는 대기오염 

문제의 책임이 주와 지방 정부에 있음을 밝히고 연방의 역할을 학술 및 

기술 연구와 보조금의 지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법안에 따라 

PHS의 대기오염부서가 대기오염통제에 있어서 전례 없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대기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주 간의 공동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기치 아래서 이루어졌다.65 PHS의 대기오염부서의 

규제팀은 (1) 미래의 대기오염문제 예방, (2) 현존하는 

주간(interstate), 국가간 대기오염방지, (3) 연방 기관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예방과 관리, (4) 자동차의 대기오염 통제에 있어서 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66  연방의 연구와 지원의 규모의 폭증과 더불어 PHS는 

미국 내 대기오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PHS 내 대기오염국의 인원은 1955년 29명에서 1966년 609명으로 

늘어났으며 예산 역시 18만 6천 달러에서 2600만 달러를 넘겼다. 

PHS는 수질오염 분야가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Welfare, HEW) 내 새로운 독립 기관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국가대기오염기술정보센터(The 

National Air Pollution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APTIC)를 통해 

각 지역 및 주 정부의 대기오염 프로그램에 전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67 대기오염통제관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 

 
64 Ibid., 164-174. 
65 Boisfeuillet Jones (1964) Recent Trends in Federal Legislation on Air Pollution,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4:5, 152-153. 
66 William H. Megonnell & S. Smith Griswold, “Federal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Abatement: 

Responsibilities and Operation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10(1966), 526-

529. 
67 Luther J. Carter, “Federal Standards Likely unless States and Localities Take Early Action”, 

Science, New Series 150:3695(Oct. 22, 1965), 467-468+533+535; Robert Porter, “The National Air 

Pollution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Its Operation and Service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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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PHS의 대기오염통제방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68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PHS의 입장은 단순한 공해제거 및 

오염방지에서 나아가 대기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대기오염문제를 

대기자원으로의 인식 변화는 이를 개선하고 보호해야할 하나의 목표로 

봄과 동시에 대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다 넓은 차원의 통제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을 의미했다. 69  대기오염 문제를 공해로서 보는 

기존의 법적 접근은 피해자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손상이나 피해를 

명확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존 대기오염관리는 이미 주어진 

기술 개발 한계 내에서 어떻게 대기오염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반해 맥켄지와 PHS가 새롭게 주창한 대기자원관리 

접근방법은 희박한 자원의 과학적 관리라는 환경보전의 고전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접근방법은 행정적, 기술적 가능성보다 바람직한 

대기질 목표를 우선시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추구했다. 당시 각종 배출원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PHS의 

전략은 대기환경 문제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각각의 배출원에 제기하기 

보다는 공중보건을 위해 달성해야 할 대기환경의 목표를 제시한 후 

알맞은 대기환경의 수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동반되어야 할 관련 

정책을 수립해 오염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각각의 오염원으로부터 나온 오염물질이 얼마나 대기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없이도 오염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PHS의 대기오염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는 대기오염부서 기술지원팀의 

 
Control Association 16:9(1966), 478-480. 
68 Maurice Bender, “The Clean Air Act and Its Implications for Training Requisite Personnel”,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5:12(1965), 573-575. 
69 Vernon G. MacKenzie, “The Clean Air Act and Its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Public Health 

Nations Health, 55:6(1965), 9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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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헬러(Austin N. Heller)와 진 슈네만(Jean J. Schueneman)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66년 논문에서 이들은 대기자원관리의 

구성을 12가지로 설명하며 대기자원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적합한 

대기환경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토지 사용, 대중교통, 쓰레기 매립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사용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대기의 95%가 지상 12마일 내에 있다는 점과 특정 지역을 점유하는 

대기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통해 대기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기자원관리 개념은 제한된 대기 자원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향상과 삶의 질의 보호를 위한 대기의 

이상적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스모그나 

공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그간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지엽적으로 그를 고치려고만 

했지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의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 

적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라 대기자원관리를 크게 장기간 대기사용 

계획과 현실적인 단기간의 목표로 나눈다. 5년 정도의 단기간의 

대기자원관리는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대기오염통제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장기간 

대기사용계획은 토지 사용, 대중교통, 쓰레기 매립지의 설정과 같이 

다른 지역 계획과의 연계를 그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70  대기자원 

개념의 등장은 산업계와의 대립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데 

일조했다. 대기오염통제프로그램에 있어서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경제적 타당성’의 개념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71  PHS 소속의 프랭크 

테츨라프(Frank Tetzlaff) 등이 쓴 「주 단위 대기오염 정책을 위한 

가이드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State Air Pollution Legislation, 

1961)에서도 대기 자원을 관리하는 데에 공중보건 및 복지를 최우선 

 
70 Austin N. Heller, Jean J. Schueneman, “The Air Resource Management Concept”,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6(1966), 307-309. 
71 Sidney Edelman, “The Law of Federal Air Pollution Control”,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10(1966), 5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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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여길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주 단위로 영역을 나누어 

대기오염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72 

1963년 청정대기법의 개정은 맥켄지와 힐버트와 같은 대기오염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그에 따라 PHS 내 

대기오염부서는 대기오염 관련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되었다. PHS의 대기오염부서는 대기환경을 하나의 환경자원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PHS의 대기오염부서는 대기오염 문제가 시급한 

공중보건 문제라는 점을 어필했다. PHS 내 대기오염부서는 대기오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대기오염 문제가 

공중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시민 권리의 영역임을 강조함으로써 

규제 논의의 틀을 바꾸려 했다. 

 

 

3.2. PHS 주도의 대기오염 연구와 주 단위 

대기환경프로그램 도입 

 

1963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에 따라 PHS의 대기오염부서는 

대기오염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최종적으로 연 1000만 

달러에 이르게 되는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PHS는 

수질오염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된 이래로 대기오염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지침 개발, 모니터링 연구, 교육, 정책 개발 등 전방위적으로 

대기환경관리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각 주의 

대기오염프로그램에 관여했다. 각 주들은 PHS의 방침에 따라 

대기오염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대기환경기준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1963년 청정대기법은 각 주와 도시에 대기환경 관련 자금을 지원함과 

 
72 Frank Tetzlaff, Samuel M. Rogers, & Sidney Edelman, “Guiding Principles for State Air Pollution 

Legis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the Nation's Health 51.2 (1961): 18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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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PHS가 대기오염 관련 연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73 각 주들이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지침을 개발하는 일 역시 그 

일환이었다. 이를 위해 PHS의 대기오염부서 내에는 2명의 전문 직원과 

여러 사무직으로 구성된 소위 대기환경지침부서(the Air Quality 

Criteria Unit)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각 오염원에 

대해 300개가 넘는 문헌을 참고해 황산화물과 광화학 산화물에 대한 

지침을 작성했다. 지침 서류에는 각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오염물질의 원천과 대기 중 농도, 측정 방법, 대기 중 화학 반응, 그리고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여러 위해가 어떻게 나는지를 다뤘다.74 

 PHS는 내부 연구와 함께 각 대학의 연구자들과 계약을 통해 

대기환경지침 개발을 추진했다. 추후 NAPCA의 국장이 되는 UC 

리버사이드의 식물병리학 교수 미들턴은 이산화황, 에틸렌, 오존 등이 

식물에 끼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식물을 위한 대기환경지침을 만들었으며 

원래 산업보건 분야를 연구하던 어빙 타버쇼(Irving R. Tabershaw) 

컬럼비아대 의학교수 역시 이산화질소의 생물학적 효과를 정리하며 

이산화질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기환경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75  

대기 모니터링은 자원으로서 대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대기의 성분을 추적할 수 없다면 

대기오염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한들 대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구와 더불어 대기오염모니터링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일어났다. 

기존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기도 했고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면 기기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대기의 흐름이 불안정할 경우 실제 

 
73 Vernon G. Mackenzie, “The New Federal Clean Air Act”,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4:9(1964), 385-387. 
74 E. T. Blomquist, “Federal Activity in Developing Air Quality Criteria”,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10(1966), 530-531. 
75 John T. Middleton et al, “Air Quality Criteria and Standards for Agriculture”,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5:10(1965), 476-480; W. Clark Cooper & Irvin R. Tabershaw, 

“Biologic Effects of Nitrogen Dioxide in Relation to Air Qualtiy Standards”, Archives of 

Environ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12:4(1966), 5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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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농도와 기기가 측정하는 오염물질의 농도 사이에 지연이 

발생했었다. 1965년 85개 전국 대기오염부서에 모니터링을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모니터링 시 반응시간에 따른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 보정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는 초 단위에서 일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 동안 오염물질의 농도의 최대값을 통해 

기존 한 시간의 평균값을 보다 정확히 보정해주는 기술이었다.76 

PHS의 대기오염통제 정책은 각 주들의 포괄적인 대기환경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주 단위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은 

1966년까지 10개주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총부유분진(Total 

Particulate Matter; TPM)과 황산화물에 관한 기준이 존재했다. 77  시 

단위 프로그램으로는 시카고시가 5년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8개의 

목표를 그 예시로 꼽을 수 있다. 1963년 시카고시장 리처드 

데일리(Ricard J. Daley)는 1964년 1월 연방 상원의 대기오염 

소위원회가 개최한 공개 청문회에서 현대적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시카고 

대기환경기준의 도입, 잠재적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대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강화, 대기환경통제 관련 법안의 입법, 

대중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78  

 뉴욕 주 대기오염통제국장 알렉산더 림 주니어는 일찍이 공중보건 

문제로서 대기오염을 인식하고 대기환경문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했다.79 뉴욕 주는 1964년 12월 11일, 캘리포니아 

주와 오레건 주에 이어 대기환경기준이라 볼 수 있는 

대기환경목표시스템(Ambient Air Quality Objective System)을 

 
76 Charles D. Yaffe,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 Grants – The First Year of Experience”,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5:9(1965), 403-408; Charles E. Zimmer & Ralph I. Larsen, 

“Calculating Air Quality and Its Control”,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5:12(1965), 565-572. 
77 Jeffrey Fromson, “A History of Federal Air Pollution Control,” Ohio State Law Journal 30:3 

(1969), 516.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한 10개 주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미주리, 몬타나, 뉴욕, 오레곤,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78 James V. Fitzpatrick & Austin N. Heller; Austin N. Haller et al, “The Air Resource Management 

Concept”,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6(1966), 307-309 
79 I. Jay Brightman, Alexander Rihm Jr. & Sheldon W. Samuels, “Air Pollution and Health: New 

Facts from New York State”,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2:6(1962), 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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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했다(표 2 참조). 뉴욕 주는 각 지역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16개의 지역과 소구역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환경 목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대부분 농경지로 구성된 “A” 지역의 1 소구역의 경우 

24시간 평균 총부유분진의 농도가 40μg/m2을 넘지 않아야 하는 반면 

석유 석탄 산업이 집약된 “B”지역의 4 소구역의 경우 135μg/m2이 

기준이 되었다. 80  이는 각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적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뉴욕주는 나아가 뉴저지 주와 함께 동부 

연안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간 대기오염을 위한 협동 

위원회(Interstate Co-operative Commission on Interstate Air 

Pollution)를 만들고 대기오염경보기준(Standards for Air Pollution 

Alerts)를 개발했다. 뉴욕 주와 뉴저지 주는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 세 단계의 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그에 따라 

산업 활동의 일시적 제한을 실시했다. 3단계 경보의 경우 대도심 지역의 

대중교통과 상공업 활동을 대부분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었다.81 

PHS의 주도 하에 대기환경관리 접근방법에 따른 대기오염 

대응책들이 여러 주에서 나타났다. 시카고 시, 뉴욕 주와 같은 대도심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 지역의 대기오염 

관리자들은 대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대책을 만들었으며 이는 

PHS의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각종 경보나 대기환경기준 값들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낮게 설정되었다. 각 주들은 대기환경을 

꾸준히 측정하며 설정한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제했다.   

 

 
80 Alexander Rihm Jr, “New York State’s Classifications- Ambient Air Quality Objectives System”,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5:11(1965), 519-522. 
81 Thomas A. Glenn, Jr, “Regional Air Pollution Warning System”,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1(196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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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63년 뉴욕 주 대기환경목표시스템 뉴욕을 16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목표치를 설정했다. (출처: 뉴욕주 

대기오염통제위원회) 

 

 

3.3. 뮈스키의 대기오염통제프로그램과 1967년 

대기환경법 

 

 대기오염을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고조되었다. 그에 따라 

1967년 대기환경법 제정은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에게도 좋은 기회로 보였다. 그러나 대기오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위원회를 이끌던 뮈스키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주장하던 

배출기준의 강화와 다르게 주 단위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통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뮈스키는 린든 존슨의 주장에 따라 

개별적 배출기준의 설정을 연방법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으며 결국 뮈스키의 대기환경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은 뮈스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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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대로 만들어졌으나 이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1967년 개정안에 배출규제와 미시행에 따른 페널티가 직접 

포함되지 않은 것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실제로 주 단위의 

시행계획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7년 청정대기법에 

관한 비판은 온전히 뮈스키가 감당해야할 것이었다. 

 1966년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발생한 뉴욕 스모그는 시민들이 

대기오염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기에 충분했다. 82  12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NCAP에서 대기오염통제를 위한 더 강력한 연방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었으며 허버트 험프리(Herbert 

Humphrey) 부통령은 개회사에서 1963년 청정대기법의 실패를 각 

지역마다 동일한 대기환경기준, 배출기준의 부재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50년대에는 기술적 도전으로 간주되던 대기오염이 

1966년에 접어들자 점차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대기오염통제의 

장애물로 정치경제적 요인이 지적되었다. 83  1967년 1월 30일,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우리의 국가 유산을 지키자(Protecting Our 

National Heritage)’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가장 먼저 대기오염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연방 단위의 배출 기준 설정과 보건교육복지부의 

주간(interstate) 대기오염 통제에 대한 권위 수립을 핵심으로 하는 

대기환경법을 제안한다.84  린든 존슨의 법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산업과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열띤 대중적 관심과 달리 법안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는데 법안의 입법 과정을 검토한 한 논문은 청문회에서 

나타난 보건교육복지부의 황산화물 대기 환경 기준(criteria) 보고서를 

 
82 Arnold W. Reitze, Jr. “The Legislative History of US Air Pollution Control,” Hous. L. Rev. 36:3 

(1999), 679. 
83 Victor H. Sussman, “State and Community Reactions to the Federal Air Pollution Program”, 

Journal of Air Pollution Association 16:9(1966), 485-487; William H. Megonnell, “Developing 

Abatement Policies under the Clean Air Act”,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5(1966), 254-256; Robert Perman, “Emerging Concepts of Air Pollution Problems as Seen by the 

Political Scientists”, Journal of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10(1966), 532-535. 
84 Lydon B. Johnson,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Protecting our Natural Heritage," January 30, 

1967,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Lyndon B. Johnson, 1967(Washington, D.C., 196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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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논란에서 선행 연구의 부적절함과 지식과 기술의 부족, 규제 

방안에 대한 혼란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85  당시 황산화물 

대기환경기준 보고서는 명시된 황산화물의 부작용과 그 특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받았으며 동시에 기술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규제를 제안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 86
 그에 따라 열린 

청정대기법 개정안 청문회 과정에서 부각된 것은 린든 존슨 행정부의 

보건교육복지부와 법안을 담당하는 뮈스키 소위원회 사이의 대기 오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현저한 견해 차이였다. 

 뮈스키는 의회 내 대기오염문제의 최대 권위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메인 주 의원 시절부터 주 내에서 각종 오염방지법안을 주도했으며 

주지사 시절에도 환경 분야에 두각을 드러냈다. 단지 수질보호나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는 데에서 나아가 메인 주 내 환경 

관련 부서들만 모아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를 만들기도 

했다. 2번의 주지사 재임 이후 1959년 메인 주 상원의원이 된 후에도 

그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87   1962년 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대표를 역임하며 1963년 청정수질법, 1965년 청정대기법을 통과시킨 

뮈스키는 환경법 분야의 대표주자로 알려졌다. 88  뮈스키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소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1963년 소위원회 출범 

이후 뮈스키와 함께 환경 법안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기오염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의회 내 유일한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89  그리고 보건교육복지부 산하에서 대기오염 

 
85 Robert Martin and Lloyd Symington, “A guide to the Air Quality Act of 1967.”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33:2 (1968), 239-274. 
86 Public Health Service, Air Quality Criteria for Sulphur Oxides (1967). 
87 Robert F. Blomquist, “Natural Statesman: The Enduring Environmental Law Legacy of Edmund S. 

Muskie of Maine”, William & Mar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Review 24:2 (2000), 233-267. 
88 Luther J. Carter,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A New Concern on Capitol Hill”, Science, 

New Series 157:3780(Aug. 18, 1967), 784-786. 
89  Jones, op. cit., 54. 실제로 1967년 대기환경법을 위한 청문회 과정에서 소위원회 

멤버들과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드러냈다. 한 상원의원은 대기오염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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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던 NAPCA는 5년 사이 5번이나 조직이 개편을 거쳤으며 

맥켄지의 후임이었던 미들턴은 책임자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리더쉽을 발휘하기 힘들었으며 정치력 또한 부족했다. 90  당시 

청문회에서는 미들턴이 주로 대답했지만 그를 전임자였던 맥켄지와 

PHS의 수장이었던 윌리엄 스튜어트(William H. Stuart)가 민감한 

질문에는 대신 답해주거나 보충 설명을 곁들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91 

뮈스키의 대기환경체제는 이미 1963년경 만들어졌다. 대기 및 수질 

오염 소위원회가 출범한 1963년 소위원회는 공공정책문제로서 대기오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종합한 보고서, 『오염 연구-대기』(A 

Study of Pollution-Air, 1963)를 발표했었다. 7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정보와 대기오염에 대한 

연방, 지역 단위 행정부의 대응 그리고 대기오염통제를 위한 기준이 

독립적인 챕터로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합리적 

대기오염통제프로그램의 바람직한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92: 

대기오염통제를 위한 합리적인 접근법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요구되는 대기환경 정도의 결정; [2] 적합한 

대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 노력의 정도와 그 

종류를 결정하는 대기환경기준; [3] 배출원들의 

집합으로부터 배출이 대기환경기준의 어느 조항도 초과하지 

않도록 개별 배출원이 충분히 축소될 수 있는 배출 제한의 

개발과 집행 

 

 
90 Ibid., 54. 
91 U.S. Senat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Public Works, Subcommittee on Air & Water 

Pollution, hearings, S. 780 - 1967, 90st Cong., 1st sess., 1149-1298. 
92 U.S. Congress, Staff of Senate Committee on Public Works, A Study of Pollution-Air, 88th Cong., 

1963, Robert F. Blomquist, “Senate Edmund S. Muskie and the Dawn of Modern American 

Environmental Law: First Term, 1959-1964”, William & Mar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Review 

26:3(2002), 5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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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기환경기준을 만들 때 최선의 기술적 과학적 판단을 하기 

위한 대기환경지침의 수립 역시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보고서는 건강, 

감각 과민상태, 동물에 끼치는 피해 등을 포함한 생물학적 효과 외에도 

섬유와 금속의 부식과 토양과 기상에 미치는 영향이 대기환경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93  대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한 

대기환경관리에 대한 뮈스키의 생각은 1966년 세 번째 NCAP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는 NCAP의 연설에서 개별의 오염원에 대한 고정된 

국가배출기준보다 각 지역적 기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국가대기환경지침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94 

국가대기환경지침 뮈스키와 소위원회는 1963년 청정대기법의 경우 법안 

발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소위원회가 만들어졌으므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1967년 대기환경법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95 

뮈스키는 소도시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방의 

문제를 대도시의 문제의 맥락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공동체 

간의 통합성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환경정책 역시 

마을, 소도시, 대도시를 한데 아우르고자 했다.96  

뮈스키와 그의 소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료-과학자 집단과의 긴밀한 

연계는 1967년 4월, 5월에 걸쳐 이루어졌던 대기환경법에 관한 첫 

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3년과 다르게 뮈스키는 미들턴, 맥켄지 

등의 대기오염부서의 관료들과 대기자원관리에 관해 전문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눈다. PHS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연방의 대기오염 

프로그램에 국가배출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PHS의 권한에 따라 

만들기를 주장했다. 쟁점은 국가배출기준의 도입이 대기자원을 관리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미들턴은 주나 지역 

 
93 Ibid, 592-593. 
94  U. S. Public Health Service, Proceedings: The 3rd National Conference on Air Pollution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3), 597, Edmund S. Muski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Air Pollution Control”, Arizona Law Review 10:17(1968), 20에서 재인용. 
95 Arthur C. Stern, “History of Air Pollu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50-53. 
96 Donald E. Nicoll, “Model Cities, Senator Muskie and Creative Federalism”, Maine Law Review 

67:2(2015), 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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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출기준의 도입이 경제적 성장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각 고정오염원 별로 최소한의 배출 기준을 

설정한다면 대기오염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뮈스키는 주 정부가 정말로 대기 오염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지에 대해 반문한다. 미들턴은 이에 대해 43개 주에서 

대기오염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33개 주에서 실질적인 대기오염방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대답한다. 뮈스키는 이는 1963년 청정대기법 

개정 이후 2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배출기준의 도입 

이전에 지침에 관한 보고서가 우선시되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견 차이 속에서도 눈 여겨 봐야 하는 것은 대기를 

자원으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자연스레 소위원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의 80%가 지표면에서 10km 안에 

존재한다는 한정된 대기에 대한 강조와 특정 대기 흐름에 따른 대기 

분수계(air shed)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미들턴의 주장에 

소위원회가 수긍하는 모습, 국가대기오염통제센터(National Center for 

Air Pollution Control)의 존 러드윅(John H. Ludwig)의 단순히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대기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optimum utilization)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기환경기준을 만듦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소비되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대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배출기준에 관한 논의 역시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결국 대기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를 두고 만들어진 

견해 차이라 말할 수 있다. 

린든 존슨의 연설 직후 뮈스키는 대기오염이 수질오염과 다르지 

않다며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 

대기환경기준(Ambient Air Quality Standard)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원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배출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뮈스키가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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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오염을 공중보건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수질오염을 

대처하기 위해 수역에 맞는 수질 기준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형적 대기 

분수계에 따른 대기환경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97 린든 존슨 

안에 대한 뮈스키의 반대는 7월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드러난다. 그는 

1963년 청정대기법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기오염통제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방과 주 사이의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소 수준의 국가 배출기준은 오히려 주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주 간 경제적 균형을 고려해서 

만든 단일한 배출기준은 공해방지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각종 산업계 인사들이 청문회에서 국가적 

단위의 배출기준 수립이 산업의 다양성과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거들었으며 결국 고정 오염원에 대한 배출 규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98 

대신에 뮈스키는 대기환경통제 지역의 할당(designation of air 

quality control regions), 기준의 개발(criteria development), 그리고 

대기환경 기준 발전을 위한 통제 기술 정보의 출판 세 가지 단계로 나눈 

대기환경관리 체제를 제안한다. 뮈스키는 1967년 3월 보건교육복지부가 

발표한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 환경 기준 보고서와 다르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현존하는 기술에 기반을 둔 오염 제어 기술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보건교육복지부의 역할은 주들이 

대기환경통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기준(criteria)를 만들거나 적절한 대기환경통제 기술을 

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이다. 린든 존슨의 제안이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오염원별로 직접적인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데 있던 반면 뮈스키는 공중 보건을 위한 자연자원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다. 뮈스키는 개별적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연방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새로운 오염물질이 등장할 

 
97 90 Cong. Rec. H81 (daily ed. Jan. 30, 1967) (statement of Sen. Edmund S. Muskie). 
98 Robert Martin and Lloyd Symington, “A Guide to AQA of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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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이를 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99 1967년 청문회는 각 주들이 

도입해야 할 대기환경기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존의 대기환경통제를 위한 기준은 경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도 

있었으나 이 청문회를 통해 대기환경기준은 하나의 규범적이고 예방적인 

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100 

석탄 산업이 그 주 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웨스트 버지니아의 상원 

공공 사업 위원회 위원장 랜돌프(Jennings Randolph)가 중진 정치인이 

된 뮈스키에게 힘을 실어 주었으며 7월 18일 상원은 반대 없이 찬성 

88표로 대기 환경법을 승인했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주간 및 해외 

상거래 위원회(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Committee)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미주리 주의 존 딩겔(John D. 

Dingell)과 두 캘리포니아 의원의 격렬한 반대에 따라 연료 연소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의 삭제와 캘리포니아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된 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01  1967년 대기환경법은 1965년의 

수질환경법과 마찬가지로 각 주 혹은 지역 위원회가 스스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게 했으며 각 주가 15개월 후 대기환경기준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배출제한 등을 포함한 주이행계획(State 

Implementation Plan, SIP)을 개시하는 데에 실패했을 때만 연방이 

개입하도록 만들어졌다. 102  골드스미스가 처음으로 형태를 제안했고 

맥켄지의 PHS가 의도한 대기자원관리체계가 뮈스키의 법안을 통해 

실제로 각 주 단위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는 주들이 

주이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때 어떤 페널티도 명시하지 않았다.  

1967년 대기환경법은 발표 이후 과학계를 너머 경제학, 법학 등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덴버의 대기오염통제국 소속의 존 오펄른(John 

O’Fallen)은 1967년 대기환경 법의 주요 잘못 중 하나로 

 
99 U. S. Congress, Senate, The Air Quality Act of 1967, S 780, 90th Cong., introduced in Senate 

January 31, 1967. 
100 U. 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Air Quality Act of 1967;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90th Cong., 1st sess., 1967. 
101 Arthur C. Stern, “History of Air Pollu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52-54. 
102 Air Quality Act of 1967, Pub. L. No. 90-148, 81 Stat. 485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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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을 꼽았다.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미들턴 

국가대기환경센터장(National Center for Air Pollution, NAPCA의 

전신)의 증언을 인용하며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의 범위를 

상정해주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며 대기오염의 근원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배출기준의 도입이 대기환경기준의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법안에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부족하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주지자에게 결정 권한을 

준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들은 결국 주 정부의 통제 

기관이 대기환경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환경통제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엔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기도 했다.103  

경제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했다. 뉴욕주립대의 조지 

하게빅(George Hagevik) 럿거스 대학교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 

조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협상 체제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전략은 정부 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출수준을 줄이고 각 오염원에 

대한 배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104 한 연구에서는 

대기환경에 대해 단일한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 모두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의 비용/편익 

분석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주목해 국가적 기준 설정이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보았다.105 정치학계에서는 대기오염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각 지방정부 행정가 및 입법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뉴욕주립대의 정치학 교수 조지프 짐머만(Joseph F. Zimmerman)은 

대기오염통제에 있어서 주간의 협조를 강조하며 연방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산업계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다뤘던 

조지프 쿤스(Joseph D. Coons)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103 John E. O'Fallon, “Deficiencies in the Air Quality Act of 1967,”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33:2 (1968), 275-296. 
104 George Hagevik, “Legislating for Air Quality Management: Reducing Theory to Practice”, Law & 

Contemporary Problems 33(1968), 369-398. 
105 Azriel Teller, “Air-Pollution Abatement: Economic Rationality and Reality”, Daedalus 96:4(1967), 

1082-1098; Harold Wolozin, “The Economics of Air Pollution: Central Problem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33(1968), 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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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를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연방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106 

1967년부터 1970년 12월까지 오직 21개 주에서만 주이행계획이 

제출되었으며 단 하나도 연방정부에 의해 승인되지 못했다. 즉, 1967년 

대기환경법의 대기환경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67년 대기환경법의 시행에 관련된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어려움은 주 단위 대기오염정책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펜실베니아 주의 

대기오염통제국장 빅터 수스먼(Victor Sussman)은 대기환경법 

프로그램이 과학적 원칙을 적용시킬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과학적 원칙들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시스템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107  로즈 아일랜드 보건국의 

대기오염통제국장 오스틴 데일리(Austin C. Daley)는 각 주에 단일한 

대기환경집행에 있어서 각 지방정부가 함께 대기오염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너무 독립적이고 연방 단위의 사업도 오염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큰 수준의 권한을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다.108 

 1967년 대기환경법을 둘러싼 린든 존슨과 뮈스키의 대결은 

뮈스키의 승리로 끝났다. 대기환경법은 개별적인 국가배출기준을 

수립하기보다 각 주별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계획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뮈스키는 1967년 대기환경법을 자신의 바램대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으나 그에 따라 1967년 대기환경법에 대한 비판도 

고스란히 받아야했다. 대기환경법은 대기환경지침치의 설정과 주 단위 

대기환경규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각 주정부들 역시 대기환경을 

 
106 Joseph F. Zimmerman, “Political Boundaries and Air Pollution Control”, Journal of the Urban 

Law 46(1969), 173-197; Joseph D. Coons, “Air Pollution & Government Structure”, Arizona Law 

Review 10(1968), 48-67. 
107 Victor H. Sussman, “The Utilization of Air Quality Criteria and Standard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2 (1969), 73-76. 
108 Austin C. Daley, “Problems in Statewide Uniform Air Quality Enforcement”,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2(1969), 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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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주나 지역 단위에서 대기환경을 

관리하기에는 연구와 실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더 큰 권한이 

필요했으며 각 주가 개별적인 대기환경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대기환경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1970년, 법안 만료에 따른 새로운 대기오염법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며 

뮈스키는 법안 제정에 있어서 1967년보다 더 강력한 경쟁을 마주하게 

된다. 

 

 PHS는 1963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오염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주정부의 활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PHS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가치를 둔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기를 관리해야 할 희소한 자원으로 인식하고자 했으며 이런 인식 

속에 대기자원관리 접근방법을 채택했다. PHS의 대기자원관리 

접근방법은 각 주들의 대기오염정책에 대폭 반영되었다. 뮈스키는 

꾸준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린든 존슨과의 1967년 대기환경법을 

둘러싼 입법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그에 따라 각 주들은 대기환경기준의 

설정과 대기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이행명령으로 이루어진 

대기환경관리의 기본적 형태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었으며 상당수 주들은 이를 현실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뮈스키는 1967년 대기환경법의 실패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4. 대기자원에 대한 관심과 대기환경관리의 

법제화 

 

 

4.1. 연구 주제로 떠오른 대기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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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대기환경법에서 대기환경기준의 수립이 주요 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과학계에서는 대기오염저감대책과 함께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며 대체로 대기환경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간 

정부시책으로서 주/지방의 대기오염 관료들과 PHS 소속 과학자들이 

대기환경을 연구하던 것과 별개로 과학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대기환경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논의는 대기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들 

역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68년 6월 이틀간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심포지엄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에서 에밀리오 다다리오(Emilio Q. Daddario) 코네티컷 

주 상원의원은 본 정책이 연방이 만든 기술적 기준으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의 연속임을 강조했다. 같은 해 열린 APCA의 61번째 

연례회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APCA는 미 국내 최고의 대기오염 관련 

단체였으며 1907년 창립 이후 1947년까지 235명에 그치던 회원수는 

1957년에는 1566명, 10년 후에는 4000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연례회의는 1주일간 200개의 발표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학술 

행사였다.109  대기환경기준을 인간화(humanizing)하자는 부통령 허버트 

험프리(Herbert H. Humphrey)의 연설로 시작된 1967년 회의의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대기환경기준(Ambient Air Standards)의 

수립이었으며 뮈스키와 미들턴이 참여하는 1967년 대기환경법 관련 

총회(plenary session)도 열렸다. 다른 세션에서도 대기환경지침과 그에 

따른 기준 설정에 관한 5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단지 3개의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발표가 있었던 1967년 60회 연례회의 보다 높은 

주목도를 보인 것이었다. 1968년 대기환경통제학회의 연례회의는 

대기오염정책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학계에서는 대기환경기준의 

 
109  National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61st Annual Meeting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8:5 (1968), 2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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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단위 대기오염 관련 부서의 정책 시행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경제적 

효과를 토론하는 세션이 다수 개최되었으며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법적인 접근과 함께 독성학적, 역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세션도 

열렸다. 

 학회에서는 여러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지침이 발표되었으며 

동시에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대기환경기준 개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은 대기환경기준 그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 대기환경기준 

도입 시 발생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비판들은 역시 결국 대기를 자연자원의 일환으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하고 있다. 가장 주된 비판은 의학계에서 

나왔다. 의사들은 단일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으로 뉴욕주의 대기오염문제와 

질병을 연구한 마운트 시나이 대학교의 지역의료 부교수 에릭 카셀(Eric 

J. Cassell)은 대기환경기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일찍이 1964년, 캘리포니아의 기준설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그의 주장은 화학적으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10  그는 1968년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환경기준 세션에서의 발표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신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일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11  동 대학의 어빙 

셀리코프(Irving J. Selikoff) 역시 1968년 대기오염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에 관한 토론에서 다중인자병인학(multiple sector etiology)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112 리처드 그룬디(Richard D. Grundy) 

 
110 Eric J. Cassell, “Maintenance of Air Quality Through Performance Standards”,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6:8(1964), 330-334. 
111 Erik. J. Cassell, “Are We Ready for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8:12 (1968), 799. 
112 Irving J. Selikoff, “Discussion” Journal of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9 (1968), 6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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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공공사업위원회 산하 대기 및 수질 오염 소위원회의 직원 역시 

문턱효과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용량반응평가에 

기반한 기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3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독성학 자문 센터의 랄프 

완즈(Ralph C. Wands)는 산화물, 질산화물, 탄화수소에 대한 

독성평가에 대한 발표 이후 토론에서 ‘공동체 내 가장 민감한 

그룹에게…’라는 대기환경기준의 목표 설정에 의문을 표했다. 현 

과잉인구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소수를 위해서 전체 사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개인 스스로도 개인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고농도 산화질소에 일시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신체위해를 언급하며 단기 노출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114  

 수스먼은 1967년 대기환경법에 기반한 주 단위의 대기환경기준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대기환경기준이 모든 

대기오염규제활동의 기반이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 환경 

모니터링 기술의 부정확성과 기상 환경에 따라 오염물질의 분포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스먼은 경보로서 역할을 

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미세입자에 대한 환경기준을 대기 유역의 

평균과 단일 지점 측정치 두 가지로 나누어 설정했다. 대기유역(Air 

Basin) 30일 평균치로는 100㎍/㎥로 정했으며 단일 지점의 경우 30일 

평균 150㎍/㎥, 24시간 평균 500㎍/㎥로 정했다. 24시간 평균은 고농도 

SO2와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저 농도로 설정했으나 대기오염의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기 유역의 30일 평균치는 

단지 미국 도심의 중간값으로 설정했다.115  

이러한 비판 의견들은 대기를 자원으로 바라보는 PHS의 접근 방법이 

 
113 R. D. Grundy, “Session Summary,”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9 (1969), 

729-732. 
114 R. C. Wands, “Discussion,”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9 (1969), 677-678. 
115 V. H. Sussman, “The Utilization of Air Quality Criteria and Standards,”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2 (1969), 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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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준다.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만들어 한다는 입장이나 기상 상황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 기반에는 대기환경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그 관리의 기준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자원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과학계에서 단단히 자리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학계에서는 대기환경을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1962년 WHO의 대기환경의 역학 보고서가 단 

34페이지로 구성되었는데 비해 1968년 학회의 대기환경지침들은 각 

오염물질별 독성학적 특성, 역학적 특성을 각각 종합하는 데에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60개가 넘는 연구들을 인용하고 있었다. 대부분 

참고문헌들이 1960년대에 발표된 것으로 이는 대기환경기준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임계값을 설정하는데 맞춰진 것들이었다. 116  생물학적 

연구 결과의 부족이 야기하는 기준설정의 문제점들은 전보다 훨씬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NACPA 소속의 델버트 바스(Delbert S. Barth)는 

황산화물의 역학 연구들을 종합하며 가장 민감한 개체군 설정의 문제와 

입자 크기에 따른 특별한 효과에 대한 연구 정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자료 미비에 대한 비판이나 

대기환경기준의 도입 자체나 대기환경을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보다 훨씬 부차적인 문제점들이라 말할 수 있다.117 

대기환경 모니터링의 문제에 있어서는 1960년대말 들어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큰 개선을 이뤄냈다.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적 

대기환경측정은 찰스 짐머(Charles E. Zimmer)와 랄프 라르센(Ralph I. 

Larsen)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짐머와 라르센은 PHS의 

대기환경부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로버트 테프트 위생 기술 

센터(Robert A. Taft Sanitary Engineering Center)에서부터 대기 중 

 
116 R. D. Grundy. 
117 Delbert S. Barth & Leonard Greenburg, “Session Summary,”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9 (1969),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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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1960년대에 걸쳐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18  이 둘의 연구를 통해 사실상 실시간 

단위의 대기환경 모니터링이 이 시점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관리하기 힘들었던 대기환경이 이제는 매순간 포착 가능한 자원이 된 

것이다. 짐머와 PHS의 데이터분석팀은 대기환경 데이터의 저장 및 검색 

시스템(Storage and Retrieval of Air Quality Data; SAROAD)를 

개발해 연방과 지역 대기오염통제기관의 측정 데이터를 꾸준히 모았으며 

대기오염과 그 영향에 대한 세계의 정보를 한 곳에 축적하여 APTIC의 

성공을 이뤄냈다. 119  라르센은 연속적인 대기오염측정 시에 안정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처리방식을 개발했다.120 이를 통해 

1960년대 말 NAPCA는 안정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1965년에도 이미 5%의 오차로 대기환경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1969년에 이르러서는 오염물질들의 농도가 

지수함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냈고 이에 기반해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통계학적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21 라르센은 

1970년에는 구체적인 대기환경기준에 따른 배출 기준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계학적 기반도 만들었다.122 

대기환경기준은 1960년대 초반 이후 대기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규제방안이자 규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이었다. 

대기환경법에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이 예고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를 

실용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의학계를 중심으로 단일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도입이 대기오염의 복합성을 고려하지 

 
118 Charles E. Zimmer & Ralph I. Larsen, “Calculating Air Quality and Its Control”,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5:12(1965), 565-572. 
119 Charles E. Zimmer & Gerlad J. Nehls, “The Impact of Computers Upon Air Pollution Research”,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8:6(1968), 383-386. 
120  Ralph I. Larsen et al, “Improving the Dynamic Response of Continuous Air Pollutant 

Measurements with a Computer”,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5:1(1965) 19-22; 

Ralph I. Larsen, “A New Mathematical Model of Air Pollutant Concentration Averaging Time and 

Frequency”,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9:1(1969), 24-30. 
121 Ralph I. Larsen, “A New Mathematical Model”. 
122 Ralph I. Larsen, “Relating Air Pollutants Effects to Concentration and Control”,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20:4(1970), 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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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했으며 모니터링 기술의 한계 역시 지적되었다. 

이런 지적들 역시 대기환경을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대기자원’이라는 큰 인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이었다. 

다중인자병인학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나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려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 모두 대기환경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당시 

오염물질의 인체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보건학적, 독성학적 역학적 

연구는 1960년 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쌓았으며 

1960년대 말 연방의 대기오염연구부서는 컴퓨터를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에 있어서 오차를 통계학적 기법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대기환경 모니터링의 발전은 

대기오염문제를 실질적으로 가시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대기환경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1966년 뉴욕 스모그 이후 늘어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결합하여 1970년 청정대기법의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4.2. 국가적 의제가 된 대기오염과 환경주의자들의 

뮈스키 비판 

 

196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알려졌으나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이런 인식은 대도시와 시 

외곽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다. 1964년 세인트루이스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대기환경에 만족을 표하는 사람의 비율이 시 

외곽은 91.1%, 도심 거주자들은 85.8%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123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1965년에는 대기 및 수질 오염을 가장 중요한 

 
123 Jane Schusky, “Public Awareness and Concern with Air Pollution in the St. Louis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16:2 (1966), 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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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제로 꼽은 시민들은 17%에 그쳤으며 이는 열 가지 항목 중 

9위였다. 그러나 5년 후에 동일한 설문 결과,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선택한 사람들은 1965년의 3배가 넘는 53%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 

국민들이 환경문제를 범죄 감소(56%)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24   1970년, 대기 오염은 국가적 이슈 

최상단에 떠올랐다. 

1968년은 지속가능한 환경이란 개념이 수면 위로 부상한 한 해였다. 

캘리포니아대의 생물학자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은 

《사이언스》(Science)에서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를 통해 지하자원, 초원, 공기,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용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125 , 스탠포드 대학교의 생물학자 폴 

에를리히(Paul R. Ehrlich)는 이미 세계 인구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대재앙이 도래했다는 예측을 담은 『인구 폭탄』(The Population 

Bomb, 1968)을 발표했다.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정보로 구성된 광범위한 설명서라 할 수 있는 

《지구백과》(the Whole Earth Catalog)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시기 환경 운동은 너무 성공적이어서 어떤 

활동가들은 환경 운동이 반전을 비롯한 다른 이슈에 대한 에너지를 가져 

갈 수 있다고 우려하기까지 했다.126 1960년대 말의 환경 운동은 지구를 

유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지구 위의 다양한 환경 요소들인 토양, 물, 

대기 등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PHS가 몇 년 전 추구한 

대기자원관리 접근방법과 유사한 시각이다.  

환경운동 내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 역시 1960년대 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대기오염 문제를 수면 위로 

 
124 Gallup International, The Gallup Opinion Index, report no. 60, June 1970, 8. 
125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968), 1243-1248. 
126 Stradling, Op. ci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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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것은 언론이었다. 《뉴요커》(The New Yorker)는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진 대기 오염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게재했는데, 기사 마지막에 NAPCA 역학자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대기 오염이 있다는 핑계를 믿지 

않습니다.” 

대중들 역시 달라졌다. 1969년 9월, 피츠버그에서 열린 

대기오염위원회의 주 단위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공청회에는 50명이 

넘는 증인과 450여 명이라는 많은 수의 참관인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더 강력한 대기환경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피츠버그와 

함께 필라델피아, 뉴욕 등 다양한 곳에서 지역 운동가들이 대기오염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해 영향력을 과시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주 

정부의 공청회에는 산업계 인사들만 참여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지역 활동가들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직적인 활동까지 펼쳤다. 피츠버그에서 공청회 이후 만들어진 

“스모그와 오염에 반대하는 그룹(Group Against Smog and Pollution; 

GASP)”이 대표적이었다. 피츠버그 시의회의 미셸 마도프(Michelle 

Madoff)가 조직한 이 그룹은 피츠버그의 산업계에 맞서 환경오염의 

유해성을 꾸준히 알리고 다양한 환경 운동을 전개했다. 대기 환경에 

대한 인식은 인종과 성별보다는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대기오염원에 많이 의존하는 직업군의 경우 절반 정도만이 

대기오염을 인식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127 

환경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정부 활동을 평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환경주의자 집단으로는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Unsafe at Any Speed, 1965)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127 Ralph N. Creer, Robert M. Gray, and Michael Treshow, “Differential Responses to Air Pollution 

as a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Journal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20:12(1970), 

8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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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가로 이름을 알린 랄프 네이더(Ralph Nader)가 1968년 

조직한 네이더 돌격대(Nader’s Raiders)를 꼽을 수 있다. 이 집단은 

자동차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성공적으로 의회까지 가져간 이래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제기했으며 청정대기법 역시 그 비판의 대상 중 

하나였다. 1969년 변호사 존 에스포지토(John C. Esposito)가 10명 

이상의 약학, 공학 대학원생들과 함께 꾸린 특별 기획 팀은 1967년 

대기환경법의 취약성과 NAPCA의 구시대성을 비판하는 책 『사라진 

공기』(Vanishing Air, 1970)를 발표한다. 이 책은 그와 함께 뮈스키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리더십” 보다는 단지 “정치적으로 

편리한 태도(politically expedient platitudes)”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128  특히 에스포지토는 1967년 대기환경법에 대해 뮈스키가 

산업계와의 협력을 위해 린든 존슨 대통령의 더 나은 원안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129  1967년 대기환경법이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 산업계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충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딘 코스턴(Dean Coston) 

보건교육복지부 차관보의 주장은 인용하며 린든 존슨 행정부가 제출했던 

개정안과 뮈스키의 법안을 비교하며 1967년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배출기준과 지역 단위의 공해방지와 기술교체가 무시되었다고 

분석했다.130 

책은 대기환경지침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1967년 3월, 

이전의 청정대기법에 따라 이산화황에 대한 지침보고서가 마련되었고 

여기에는 고유황석탄 사용에 치명타를 입힐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1967년 대기환경법에서 이전의 보고서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 보고서의 존재를 지웠다는 것이다. 1969년 

다시 만들어진 이산화황에 대한 대기환경 지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국가자문위원회에는 석탄업계 인사들이 

 
128 John C. Esposito and Larry J. Silverman, Vanishing Air: The Ralph Nader Study Group Report on 

Air Pollution (New York: Grossman Publishers, 1970).  
129 E. W. Kenworthy, Muskie Criticized by Nader Group, New York Times, May 13, 1970. 
130 John C. Esposito and Larry J. Silverman, Vanishing Air, 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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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었으며 저농도 노출과 같은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찰스 존슨 주니어(Charles C. Johnson, Jr.)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건국(Consumer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Health Service) 행정관의 요구와 다르게 각 보고서의 결론에 

대기환경기준에 대한 제안이 빠진 것이 대기오염의 긴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보았다.131
 

 네이더 돌격대의 발표에 대해 뮈스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132 

네이더의 집단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뮈스키로서는 빠르게 대처해야 했다. 에스포시토의 그룹이 보고서를 

발표한 5월 13일 당일, 뮈스키는 보고서가 사적인 공격을 담고 있으며 

대기오염규제법안의 역사와 초고를 작성한 본인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동시에 보고서에 등장한 많은 본인과 본인의 법안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명시한 

산업계와 뮈스키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모두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으며 

이산화황에 대한 대기환경지침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안했다면 지역들이 더 엄격한 수준의 대기환경기준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133  다음 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뮈스키는 1967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국가배출기준과 

대기오염기준의 설정 사이에서 음모론적인 이유 때문에 후자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자가 최소한의 표준으로서 설정될 우려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표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134 더불어 뮈스키는 

3월 청정대기법 개정과 관련된 청문회에 참여해 발언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참석하지 않고 따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에스포지토를 

비판하며 이 개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동료 상원의원들은 

일제히 대기 환경법안 제정에 있어서 뮈스키의 노력을 깎아내리지 

 
131 Ibid, 281-289. 
132 E. W. Kenworthy, Muskie Replies to Nader Criticism, New York Times, May 14, 1970. 
133 91st Cong. Rec. “Answering Nader Task Force Report on Air Pollution” (May 14, 1970), 15608. 
134 91st Cong. Rec. “Environmental Quality Leadership” (May 14, 1970), 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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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135 

1960년대 말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대기오염문제 역시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대기환경문제에 대한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었으며 당시 

주목받고 있던 네이더 돌격대는 뮈스키와 1967년 대기환경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폭로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1967년 대기환경법을 

발표했던 뮈스키는 즉각적인 해명을 발표했으나 환경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주의 활동들은 

대기오염을 환경을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서 여기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학자들의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관심과 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환경주의 운동은 하나뿐인 

지구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대기환경의 

자원으로서 관리라는 PHS가 추구하던 대기환경관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대중과 학계의 관심 속에서 대기환경문제는 국가 어젠다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었다.  

 

 

4.3.  1970년 청정대기법: 입법 경쟁과 대기환경관리 

 

본 절에서는 1967년에는 각 주 단위의 설정에 맡겨졌던 

대기환경기준이 어떻게 국가 전역의 단일한 기준으로 바뀌었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대기자원관리를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뮈스키의 소위원회는 하원, 닉슨 정부가 

개입한 치열한 입안 경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관심을 포착했으며 

심각한 문제라 여기기 시작했다. 연방 의회에서는 1969년 

 
13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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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를 

통과시켰으며 상원의원 게일로드 넬슨(Gaylord Nelson)은 지구의 

날(Earth Day) 제정을 제안했다. 136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1970년 1월, NEPA에 서명하며 백악관 직속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창설을 비롯해 

환경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제들을 제시했다. 대기오염이 국가적 

이유였던 만큼 정치인들은 대기환경정책 분야에도 앞다투어 주도권을 

얻으려 참여했다. 닉슨 대통령도 새로운 선거를 위해 각종 환경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뮈스키의 대기환경정책 분야에 대한 최초의 도전은 하원으로부터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주요 대기오염법안은 뮈스키의 대기 및 수질 

오염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1970년 청정대기법 개정안의 

경우 하원에서 1969년에 이미 청문회를 시작했으며 상원보다 3개월 

앞서 법안을 발의했다. 137  이 중심에는 상원으로 올라서는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공화당 출신의 폴 로저스(Paul Rogers)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있었다. 하원 의원들은 뮈스키 소위원회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폴 로저스는 주 단위 이행계획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뮈스키 소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보건환경복지부 산하 대기오염관리부서의 직원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통해 1967년 대기환경법의 실패를 지적했다.138
 

닉슨 대통령은 1970년 1월, NEPA에 서명하며 새 시대의 의제로서 

젊은 미국인들의 위한 환경과 자연 보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139  이는 단지 신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음 10년, 그 다음 

 
136 Adam Rome, "The Genius of Earth Day." Environmental History 15:2 (2010): 194-205. 
137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Subcommittee 

on Public Health and Welfare, hearings, Air Pollution Control and Solid Wastes Recycling, 91st Cong., 

1st and 2nd sess., 65. 
138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Subcommittee 

on Public Health and Welfare, hearings, Air Pollution Control and Solid Wastes Recycling, 91st Cong., 

1st and 2nd sess., 5-92 
139 United States.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Pub. L. 91–190, Approved January 1, 

1970. 42 U.S.C. § 4321 et seq. 



 

 

 59 

10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2월 10일, 닉슨은 환경에 대한 

특별 서한과 함께 36개의 방법, 23개의 법적 행동, 14개의 행정 명령을 

담은 종합적인 환경정책 입법안을 의회로 보냈다. 닉슨 행정부는 

자동차와 고정 오염원 모두를 제한하길 원했으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기준과 연료연소 규제 기준의 강화를 원했다. 고정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수립하고 대기환경통제구역을 

신속히 할당하며 국가배출기준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1969년 

12월 열린 1967년 대기환경법에 대한 하원 청문회의 비판을 상당 부분 

해소한 법안이었다. 대기환경기준을 연방에서 설정해 줌으로써 주 단위 

대기환경기준 설정의 길고 지루한 과정을 제거할 수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수행은 여전히 주 정부에 주도권을 넘긴 법안이었다. 140 

뮈스키는 닉슨 행정부의 연설과 입법안에 대해 특별할 게 없으며 구호는 

거창하지만, 그간 닉슨이 전혀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뮈스키는 원래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만큼 소위원회 

의장의 지위를 다른 민주당 의원인 토마스 이글턴(Thomas 

Eagleton)에게 넘기고 더 큰 국가적 의제를 다루고자 했다.141 뮈스키의 

3월 4일 대기환경법안 초안은 1967년 법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연방 기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기존 대기환경법에 비해 

더 넓은 범위를 다루지도 않았으며 즉각적인 대기환경기준 설정도 

원하지 않았다. 142  뮈스키의 대기 환경 분야에 대한 달라진 관심은 

3~4월에 열린 소위원회의 청문회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67년 17일에 걸쳐 열린 청문회는 1970년에는 이글턴의 주도 하에 

열흘만 열렸으며 1967년 청문회에는 매일 참석했던 뮈스키는 1970년 

청문회에는 단 6일만 참여했다. 143  그러나 환경 문제를 새로운 핵심 

의제로 설정한 닉슨 행정부의 변화, 하원으로부터의 도전, 그리고 앞서 

 
140 U. S. Congress, Senate, The Clean Air Amendment of 1970, S 3466, 91st Cong., introduced in 

Senate February 18, 1970. 
141 Jones, op. cit., 190. 
142 U. S. Congress, Senate, the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s Act of 1970, S 3546, 91st Cong., 

introduced in Senate March 4, 1970. 
143 Jones, op. cit., 191-195. 



 

 

 60 

언급한 네이더 그룹의 뮈스키에 대한 비판은 뮈스키가 갖고 있던 대기 

환경 분야에서의 권위를 위협했다. 다른 상원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뮈스키는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만 했다.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은 1970년 3월 18일부터 1주일간 열렸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주제였다. 닉슨 

행정부가 제출한 초안이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도입과 그에 따른 연료 

사용과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닉슨 

행정부의 개정안이 국가 전역의 단일한 환경기준을 만들고자 한 반면 

뮈스키의 초안은 1967년 대기환경법에 명시된 지역 별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을 더욱 강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먼저 청문회에서 증언한 깨끗한 공기를 위한 콜로라도 시민 

모임(Colorado Citizens for Clean Air)의 회장 루스 와이너(Ruth 

Weiner)는 연방법이 지시한 주 단위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이 그 의도와 

다르게 결국 지정한 환경기준까지는 오염되어도 괜찮다는 허가를 준 

것과 같이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국가배출기준의 설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뮈스키는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은 산업계와 더불어 

자동차, 뒷마당의 매연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오염을 다루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자신의 이전 법안을 

변호했다. 144  두 번째 증인은 존 버네만(John G. Veneman) 

보건교육복지부 차관과 닉슨 행정부의 법안을 지지하는 일련의 행정 

관료들이었다. 버네만은 뮈스키의 초안이 주가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단일한 

국가대기환경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뮈스키는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만들어질 경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첫째, 

국가대기환경기준이 최소한도로 설정되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닉슨의 법안에는 지역 단위의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어떤 추가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144 U.S. Senat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Public Works, Subcommittee on Air & Water 

Pollution, hearings, Air Pollution - 1970, 91st Cong., 1st sess., 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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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네만은 굳이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최소한도로 설정할 이유가 없으며 

법안이 각 주의 대기환경기준 수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변호했다.145  

산업계 인사들은 1967년 청문회에서의 입장과 다르게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도입에 찬성했다. 여러 주와 시에서 연일 청문회에 

불려 나가야했던 산업계로서는 하나의 국가대기환경기준 설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프레드 터커(Fred E. Tucker) 국가철강연합의 

오염통제 담당자는 1967년 법안에 따른 주 별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이 

본질을 흐린 채 숫자 경쟁으로 귀결되었다고 증언했다. 원래 부유물질에 

관해 연방 과학자들이 연간 80mg/m3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제안했다면 

각 주들이 75, 70, 65로 그 수치를 낮추었고 급기야 한 환경단체는 

클리브랜드가 65로 수치를 낮췄다는 점을 축하하며 7 더 낮은 기준을 

만들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듀폰(Dupont) 사의 부의장 사무엘 

르너(Samuel Lenher) 역시 같은 청문회에서 단일한 국가대기환경기준, 

국가배출기준, 국가의 시행전략의 수립을 요구했다. 146 

국가대기환경기준의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뮈스키의 지적과 같이 국가대기환경기준이 너무 

느슨한 한도로 설정되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147 

이런 청문회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또다른 사안은 대기환경이 

자연스레 하나의 자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기환경은 

공공자원(Public Resource, Common Resource), 국가자원(National 

Resource) 등으로 불리며 자연스레 하나의 자원으로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48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1967년 

8월부터 멀포드-캐럴 대기자원법(Mulford-Carrell Air Resource 

Act)에 의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lifornia Air Resource Board)가 

 
145 Ibid., 126-210. 
146 Ibid., 239-250; Ibid., 499-573. 
147 Ibid., 584-618+823-859. 
148 U.S. Senat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Public Works, Subcommittee on Air & Water 

Pollution, hearings, S. 3229, S. 3466, S. 3546 - 1970, 90st Cong., 2nd sess., 119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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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고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149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관심을 끌고 네이더 그룹을 

비롯한 환경주의자들의 비판에 봉착했으며 하원과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그가 지배적 위치를 확립한 청정대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자 뮈스키는 생각을 바꾸어 1970년 청정대기법 개정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뮈스키와 소위원회는 청문회를 거치며 서서히 법안을 

수정했다. 다른 정치적 이슈처럼 대기환경 문제에 있어 유력한 환경주의 

집단이 없었다. 그에 따라 협상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뮈스키는 

그저 누구보다도 나은 법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 방법만이 환경법 

분야에서 쌓은 명성을 지키는 길이었다. 

뮈스키는 하원이 법안이 통과되기 몇 일 전 기자회견을 통해 그는 더 

강력한 청정대기법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원은 정부의 제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뮈스키는 비용-편익 

분석을 비롯한 경제적 고려를 포기하기까지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당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지적하며 더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오염 배출원에 대한 

통제를 추구했다. 이와 더불어 뮈스키는 닉슨이 제안했던 

국가대기환경기준을 본인의 수정안에 추가했다. 당시 뮈스키와 법안을 

함께 만들었던 소위원회 직원 레온 빌링스(Leon Billings)는 그들은 

닉슨의 개정안에 전부 반대하려 했으나 국가대기환경기준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칼렙 보그스(Caleb Boggs) 의원의 

제안에 따라 국가대기환경기준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뮈스키는 끝까지 

주에게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권한을 넘기고자 했으나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연방의 개입 하에 충분히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생각을 바꾼 것이다. 150  구체적인 뮈스키가 제안한 

 
149 Ibid, 1303-1327. 
150 Donald E. Nicoll, “Billings, Leon Oral History Interview” Edmund S. Muskie Oral History 

Collection 3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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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기환경기준의 정의와 그 성질은 미들턴이 청문회 초기에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은 형태였다. 미들턴은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신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는 수준’을 지침으로 삼아 각각 

공중보건을 고려한 기준 하나와 환경 및 경제적 효과, 즉 공익적 관점의 

기준 하나를 포함한 두 가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끝으로 

미들턴은 이런 기준은 안전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1  미들턴의 주장은 대부분 뮈스키의 법안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뮈스키와 소위원회는 닉슨이 제시한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기술적 고려 없는 수준의 수치에다 

안전역을 더하기로 결정하며 1970년 가장 엄격한 수준의 대기환경관리 

법안을 만들어냈다. 

 뮈스키 소위원회가 상위 부서인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은 

뮈스키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었으며 대통령과 하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냈다. 이는 곧장 화제에 올랐다. 닉슨 대통령은 

뮈스키의 수정된 개정안을 두고 뮈스키가 모든 산업계를 폐쇄할 만한 

수준의 법안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152  산업계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어필했으며 환경주의자들은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배출기준에 대한 마감 기간이 

완화되었으나 대기환경기준에 대해서는 강력한 언어가 사용되었다. 9월 

11일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17일날 배포된 상원의 

법안에서는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선 공중보건의 보호가 최선의 

고려사항으로 수립되었다.153 뮈스키 소위원회는 대기환경문제를 오염원 

별로 규제하며 일정 구역을 보존하는 개념에서 나아가 인체 건강을 

 
151 U.S. Senat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Public Works, Subcommittee on Air & Water 

Pollution, hearings, S. 3229, S. 3466, S. 3546 - 1970, 90st Cong., 2nd sess., 1488-1494. 
152 Bringham Daniels et al, "The Making of the Clean Air Act", Hastings Law Journal 71:4(2020), 

901-958. 
153 U.S. Senate, Committee on Public Works, report no. 1196,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s Act of 

1970, 91st Cong., 2nd ses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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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 깨끗이 해야 할 자원으로 바라보았다.154 

“위원회는 1) 사람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기환경기준의 조기 달성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2) 이용 가능한 기술을 

적용시키더라도 많은 지역에서의 오염 부하의 증가는 여전히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뮈스키는 1970년 9월 청문회의 서두 연설에서 1967년 대기환경법 

입안 당시 상원 위원회의 리포트를 인용하며 대기환경기준의 수립이 

합당한 근간이라는 점을 어필한 바 있다. 155
 

“고정 오염원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없는 국가배출기준을 

거부한 1967년 의회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배출기준은 

공중보건을 보호할 대기환경을 혼자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이 배출 통제보다 더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 국가의 모든 분야의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인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기한에 맞춰 모든 구역에서 이를 

지켜야 합니다. …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의 고려가 

공중보건과 복지 보호를 완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그는 1960년대 미국의 달 탐사 사업,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비행기 10만대 제조 사례를 꼽으며 산업계의 기술적 경제적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며 깨끗한 대기 역시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그의 강력한 수사적 표현은 

대기오염 분야에 쏟아진 관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었으며 다시금 이 

분야에서 그의 위치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156
 

정치학자 찰스 O. 존스는 1970년 청정대기법이 단지 

 
154 Leon G. Billings, "Why Ed Muskie Mattered" In Edmund S. Muskie: Late a Senator from Maine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63-65. 
155 Ibid, appendix ix, 1603. 
156 Michael R. Vickery, “Conservative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Conservation” In Tarla Rai 

Peterson, Green Talk in the White House: The Rhetorical Presidency Encounters Ecology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4),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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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통제만을 다룬 법안이 아니며 뮈스키의 소위원회가 

생태학자들의 시각을 인지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기오염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법안의 적용은 공공 

정책에서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입법 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NAPCA와의 공조 속에 만들어진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9월 청문회 이후 NAPCA의 한 관료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157  청정대기법을 통한 시행이 

단지 자동차나 고정 오염원을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개발정책 

전반을 바꿔 놓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158  즉, 뮈스키 소위원회의 더욱 

강력한 대기환경관리 정책의 수용은 1960년대에 걸친 대기환경 관련 

법의 입법 사례로 미루어 볼 때 1960년대 중반 PHS가 추구했던 

대기자원관리와 동일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생태학자들의 의견만 적극 반영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 대기환경관리를 

진행해오던 행정 당국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 해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상원 안은 9월부터 열린 상원과 하원 간의 긴 컨퍼런스를 거치며 

하원 안을 대체하게 된다. 뮈스키는 이 법안이 “강력한 법안만이 

미국의 청정대기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존스는 이 컨퍼런스가 몇 가지 특이한 성질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1970년 중간 선거 기간이 있어서 12월 중순까지 

3달에 거쳐 8번의 긴 세션이 이어졌다. 상원의원이 9명, 하원에서는 

겨우 5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상원 버전의 접근이 더 쉬웠으며 평소보다 

많은 휴회가 허용되어 하원과 상원 위원들 간, NACPA 직원들과 

상원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상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상원의원들과 상원의 직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결국 상원의 안에 따라 12월 16일 법안이 타결되었으며 

하원의원들은 상원 안이 기존의 하원 안과 기본적 틀에서의 차이가 

 
157 Washington Post, September 23, 1970. Jones, op. cit., 197에서 재인용. 
158 Jones, op. cit., 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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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을 하원에 이해시키려 노력해야만 했다. 

 닉슨 대통령은 상원에서 뮈스키의 법안이 독점적인 지위와 충분한 

구색을 갖춤에 따라 뮈스키가 주도한 새로운 청정대기법 수정안에 대해 

서명해야만 했다. 159  이는 행정부 대부분의 권고이기도 했으며 실제로 

뮈스키의 수정된 법안은 대기환경기준의 도입, 새로운 점 오염원 도입에 

따른 실현가능한 배출기능의 실정, 확장된 강제력 등 기존에 닉슨이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971년, EPA는 지난 주 단위 대기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수치로 설정한 

미국 최초의 국가대기환경기준을 공개했다. 1959년 골드스미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한 이래로 12년만에 여섯 

가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완전한 대기환경기준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경보기능이 강했던 1959년 기준과 달리 이제 대기환경기준은 달성해야 

할 목표로 거듭났으며 대기환경기준에 따른 각종 이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했다.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PHS 내 대기오염부서가 만들고 

과학적 기반을 쌓은 대기환경관리의 개념이 뮈스키의 지지 아래에 두 

번의 개정안을 거쳐 실현되었다. 

1967년 대기환경법 개정 이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급작스러운 

여론의 관심은 국가가 새로운 대기환경관리체계를 만들어내는 데에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PHS 소속 과학자 외에도 많은 역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이 대기환경지침을 개발하는 데에 참여했으며 이는 1971년 

대기환경기준을 수립할 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기오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곧 기존 법안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뮈스키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로 작용했다. 뮈스키는 국가적 관심을 이용해 

강력한 수사를 바탕으로 국가대기환경기준이 목표가 되는 엄격한 수준의 

새로운 대기환경관리 프로그램을 담은 청정대기법을 만들어냈다(표 3 

참조). 

 

 
159 Ibid.,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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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71년 미국 국가대기환경기준 

 

 

 

5. 결 론 

 

 

1970년 12월 31일 통과된 청정 대기법은 신속한 NAAQS 설정을 

요구했다. 법안은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청장에게 대기 오염물질 리스트를 설정하고 1971년 4월 

30일까지 대기환경기준을 수립하기를 요구했다.160 EPA는 그에 따라 한 

달 후인 1971년 1월 31일 최초의 대기 환경기준을 제안했으며 1971년 

4월 30일 기한에 맞춰 확정했다.161 1967년 대기환경법에서 각 주별로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을 요구한 이래로 NAPCA는 주요 오염 물질에 

대한 ‘대기환경지침(Air Quality Criteria)’ 보고서를 1969년 3월에야 

처음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 대기환경지침 보고서 작성 속도가 

빨라지며 1970년 들어 이산화황, 광화학 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160 CAA of 1970, 1679. 
161 "National Primary and Secondary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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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물질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1971년 4월 30일 

국가대기환경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국가대기환경기준은 1971년 미국에 도입된 이후 WHO(1972년), 

한국(1973년), 일본(1981년), 영국(1989년) 등에 점차 도입되며 

세계적으로 대기환경규제의 근간이 되었다. 대기환경기준은 시민들이 

손쉽게 현재의 대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지수(Air 

Quality Index)의 도입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62  미국에서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은 지난 40여 년간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한 연구에서는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이 

미국 국민 1인당 30년간 약 4300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왔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경제적 성공으로도 이어졌다.163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은 1997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970년 이후 20년간 청정 대기법의 

도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기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연간 

200여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으며 20년간 총 523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고 설명했다.164 

1853년 굴뚝연기규제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 미국에서 

대기환경관리는 대도시나 주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오염배출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광화학 스모그를 겪으며 

대기오염통제에 가장 앞장서던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 미국 최초로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한다. 이 당시 만들어진 대기환경기준은 연구 

자료의 미비로 이산화황과 총부유분진, 두 가지에 관해서만 수치를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골드스미스는 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162 Leighton S. Cochran, Roger A. Pielke, and Endre Kovács. "Selected International Receptor-Based 

Air Quality Standards." Journal of the Air & Waste Management Association 42:12 (1992), 1567-

1572. 
163 Adam Isen, Maya Rossin-Slater, and W. Reed Walker. “Every Breath You Take—Every Dollar 

You’ll Make: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Clean Air Act of 1970.”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5:3 (2017), 848-902. 
164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Clean Air Act, 1970 to 

199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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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 교류를 통해 대기환경기준과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미국 

전역에 알렸다. 이는 미국에서 대기환경이 자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시발점이 되는 일이었다. 

당시 PHS의 대기오염부서를 맡고 있던 맥켄지는 대기환경기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1963년 청정대기법의 개정 이후 PHS의 

대기오염에 대한 권한 확대와 자금 증가를 바탕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기환경체계를 적극적으로 연구했다. 대기 

모니터링 기술을 개선하고 대기환경지침을 최초로 만들었으며 각 주의 

대기오염프로그램에 관여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했다. 뮈스키는 린든 존슨의 배출기준 중심의 

개정안 대신에 각 주들이 대기환경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새로운 대기환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자원이라는 

개념은 대기환경문제해결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받아들여졌고 관료-

과학자 집단은 대기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자원관리라는 개념을 

통해 대기자원의 용인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가능한 엄격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입법 

과정에서 뮈스키 소위원회는 관료-과학자 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뮈스키는 1963년에 비해 더욱 연방정부의 

개입력을 강화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통해 관련 

정책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대기환경법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다. 

 1960년대 말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뮈스키는 

네이더 돌격대의 보고서를 비롯해 각종 환경 단체로부터 대기환경법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동시에 닉슨 행정부와 하원 폴 로저스 

의원이 청정대기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며 환경 분야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다. 같은 시기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에 따라 대기환경지침과 대기자원관리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당초 다른 정치 문제를 

다루려던 뮈스키는 대기오염에 대한 높은 주목도를 이용해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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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포함한 새로운 청정대기법 개정안, 즉 새로운 

대기환경관리체계를 제안한다. 뮈스키는 PHS와 NAPCA가 추구했던 

대기환경체계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를 새로운 개정안에 포함했다. 결국 

뮈스키는 다시금 대기환경문제를 둘러싼 입안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1970년 청정대기법을 통해 대기환경기준을 목표로 하는 대기자원관리 

관점에서의 대기환경관리체계가 만들어졌다. 

미 환경청은 이후 물질적 인적 자원의 부족, 시간의 제약, 공식 

절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과 그에 따른 호의적인 연방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지원,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구속력 완화에 따라 전에 없던 강력한 행정력과 권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대기환경기준은 개발 직후 절차상 빈약함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했지만, 당시 만들어진 대기환경기준은 상당 부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165  

본 논문에서는 대기환경기준을 목표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방식의 대기의 자원화, 대기자원관리의 등장과 확산이 

1960년대 미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주목했다. 과학적 

측면에서는 대기환경 분야의 관료-과학자 집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들과 연계된 뮈스키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60년 이전에는 개별 배출원에 대한 산발적인 규제를 

통해서만 관리되었던 미국의 오염된 대기는 1960년대를 거치며 

대기환경기준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다면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자원관리체계 속으로 편입되었다. 

1960년대 말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만들어진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대기환경관리의 등장에는 1960년대에 걸친 관료-

과학자들의 연구와 뮈스키의 정치 활동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 

골드스미스 등 주 정부의 대기오염 담당자들은 대기환경기준을 

도입했으며, 맥켄지를 비롯한 정부 연구기관 소속 대기오염 연구자들은 

 
165  David P. Curry, "Federal Air-Quality Standards and Their Implementation."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1:2(1976), 3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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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대기환경관리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관료-과학자 

집단의 전략에 뮈스키와 그의 소위원회는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을 

보였고 대기자원관리의 개념을 인지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현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대기환경관리의 형성은 단지 1960년대 말 일었던 

환경주의 운동의 맥락에서만 설명할 수 없다. 그 밑바탕에는 1960년 

대에 걸쳐 이루어진 대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한 대기자원관리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던 관료-과학자 집단과 지속적으로 관련법 제정에 

참여해왔던 뮈스키 소위원회의 활동이 존재했다. 1970년 청정대기법, 

오늘날과 같은 대기환경관리체제의 등장은 1960년대 말 대기오염에 

대한 미 대중의 높은 관심에 따른 갑작스러운 도입이 아니라 

1960년대에 걸쳐 대기환경을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료-과학자들과 뮈스키 소위원회의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1970년 청정대기법에서 나타난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중심에 둔 

대기관리체계는 수면 아래에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관계에 중점을 둔 새로운 환경주의의 출현을 

1960년대 말이 아니라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사례인 것이다.166 

끝으로 1960년대 관료-과학자 집단과 뮈스키 소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이와 같은 과학기술과 정책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관료-과학자 집단과 뮈스키 

소위원회는 대기오염을 단지 국지적인 공해로 보지 않고 대기를 

공중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자원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대기의 

자원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관료-과학자 집단 내부의 긴밀한 연계는 

대기오염통제협회의 존재 속에서 이루어졌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지식 창출 과정이 대기오염통제협회 활동 속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단일한 공론장 속에서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과학 지식과 

환경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여 나갔다.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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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이의 충분한 의사 소통과 꾸준한 의견 교환은 필수 

불가결하다. 167  본 연구 사례에 등장하는 대기오염통제협회와 같은 

일정한 공론장의 도입이 구체적 실행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7  J. Michael Scott et al, “The Science-Policy Interface: What is an Appropriate Role for 

Professional Societies” BioScience 58:9(2008), 865-869; Gay A. Bradshaw & Jeffrey G. Borchers, 

“Uncertainty as Information: Narrowing the Science-Policy Gap”, Conservation Ecology 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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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first enactment of the Clean Air Act in 1955, it has become a key law 

in the field of air pollution control through several revi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ition of the Clean Air Act over the 1960s and explains how the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pursued by a group of the government-scientists was 

legislated. Research on existing air pollution policies in the 1960s has focused on 

regional context or changes in policies at the federal level of the Clean Air Act. As 

a result, the emergence of the Clean Air Act in 1970 has been described as a sudden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ism in the late 1960s. 

This study looks at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atmosphere as a natural resource 

in the 1960s following a recent study of environmental history that emphasizes the 

appearanc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Environmental-Management State. To this 

end, attention is paid to the then air pollution policymakers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previous work. Officials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ir pollution 

department and scientists from the federal air pollution departments or agencies 

were all members of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APCA). The APCA 

was an association specializing only in air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organized regular academic activities. At that time, scientists in the field of air 

pollution were appointed as bureaucrats and returned to researchers. This set of 

government-scientists collaborated and interacted with each other to solve the air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California's first introduction of air quality standards in 1959, John R. 



 

 

 86 

Goldsmith has actively advocated the adoption of the air quality standards as air 

quality objectives in the U. S. and the WHO, and a consensus was formed among 

air pollution officials to agree with him. Following the Clean Air Act of 1963, the 

U.S. Public Health Service (PHS) Division of Air Pollution, led by Vernon G. 

Mackenzie pursued a broader and more aggressive regulatory practices through the 

air resource management approach, and promoted this approach in metropolitans 

such as New York and Chicago. This approach had the advantage of relieving 

economic consideration and legal liability in controlling pollutants. The 

government-scientists group tried to change the framework of existing regulatory 

discussions on air pollution issues through this approach. 

Meanwhile, it was Edmund S. Muskie who led the Senate Subcommittee on Air 

and Water Pollution that enacted the air quality management. He actively accepted 

the air resource management approach and worked closely with the government-

scientists group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lean Air Act. As a result, he won the 

competition for the legislation of the Air Quality Act of 1967 and the Clean Air Act 

of 1970. As a result, the Clean Air Act of 1970 implemented the air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concept of air resource centered on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The modern air quality management implemented through the Clean Air Act of 

1970 cannot be explained only by the sudden emergence of environmentalism in 

the late 1960s. It was being prepared throughout the 1960s under the research of 

the government-scientists group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Muskie 

subcommittee. This fact has its significance as an example of reaffirming that the 

emergence of new environmentalism, which focuses on the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should be traced back to the late 1960s. In addition, it 

also shows that the existence of a single public sphere is necessary to narrow the 

gap between science and policy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Keywords : The Clean Air Act, Air Pollution,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Government-Scientists, Environment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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