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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言

最近 십여년에 걸쳐 環燒펀梁問題가 심각화되면서 世界 各國 특히 先進國들은 갖가지 環

境?닫梁防止를 위한 處方에 !짧心하였고 또 실제로 많은 노력과 投資를 경주해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전만적으로 境境펀梁의 심각성은 크게 완화되지 못한채 요히려 앞 o 로 더욱 

심각해질 우려를 깊게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ul 추어 볼 때 그간의 環境펀梁 對策들은 I죄짜論的인 分析을 결여한채 지 

나치게 環境ttj~홈이라는 結果 그 자체에만 집착하여 지엽적이고 技術的인 處方에 급급한 탓 

으로 對策의 갖b率↑生을 기하지 못하았다는 것이 하나의 큰 批判이다. 따라서 기존 環짧政策 

에 대 한 다F評價， 웠행펌題에 대 한 근본적 인 캉察， 그리 고 이 에 바탕-을 둔 보다 쳤1率的인 

對策講究의 판요상이 고조되었고 이에 부一응한 學쩍의 Wf究 또한 대단히 혈딸함을 엿쓸 수 

있다. 

우넥나파의 경우에는 j눴燒펀써~I)h" Jt결- 위한 對策이나 勞71 그 자저l 도 미비했던 것이 사싣 

이지만 그나마 이에 대한 成果 또한 기대에 크게 봇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環處fft 또는 眼課金制度의 적용에 대한 論議가 있었고 그 결과 1983 

년부터 미착- 본래의 춰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A나 일종의 熾課金制度를 설시할 것으로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助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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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고 있다. 

本橋에서는 敵課金制度 및 이와 대조되는 몇가지 環燒펀梁防止 方案에 대하여 비교 • 분 

석하고 또 이들 方案의 싣시에 따른 몇기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環境펀梁政策의 基本方|회에 대 한 示浚點을 찾고저 한다. 통상 願課金制度는 企業體를 대 상 

으로 함으로 本積의 分析對象은 企業體에 국한시 키 기 로 한다. 

II • 基本擬念， 分析으1. 道具， 基本假定

1. 環境펀榮 被害

환경오염물질 배출자가 환경의 自博能力을 초과해서 i땀梁物質을 배출하면(즉 환경오염문 

제가 발생하면) 직접적으로 제 3 자의 生塵活動이나 消費活動에 어떤 被害를 주게되는데 그 

런 피해가 被害者의 同意없이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옹당의 補價을 지불함이 없이 가해졌 

을 때 그 피 해 를 經濟學에 서 는 外部쳤果(external effect) 또는 外部性(externality)이 라고 

한다. 

外部效果의 종류는 다양한데 환경오염과 결부된 外部效果를 보통 公共財的 外部셨果로 

분류한다. 즉 환경이 요염되어 일단 여러사람에게 그 피해가 미치게 되면 어떤 특정의 피 

해자가 그 피해를 더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런 환경오염 피해의 公共財的 성격(그리고 환경오염 防止의 公共財的 성격)이 환경 

오염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J)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도 다양하다. 大氣휩梁으로 인한 農作物被害 또는 소비자 

의 세탁비 증가라던가 기타 환경오염으로 인한 生塵環境의 惡化 둥과 같이 직접적이면서 

可測的인 피해도 있고 또 保健·衛生上의 피해 및 購흡과 갈은 情績上의 피해 따위와 같이 

직접적이면서 非可뼈u的인 것도 있다. 한편 환경오염￡로 인한 피해를 피하거나(예컨데 다 

른 곳무로 移轉) 또는 피해를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소요되는 물질적 정신적 희생 둥과 

같이 직접적은 아니라도 간접적 또는 예방적 성격을 갖는 피해도 환경오염피해의 범주에 

포항된다. 이미 요염된 지역을 청소 또는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노력과 經費도 환경오염 피 

해의 한 종류이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예방적인 그리고 事後處理的인 성격을 모두 포함한 환경오염피해플 

금전￡로 환산한 환경오염 被害費用은 펀梁物의 排出量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 바 〈그렴 

1>에 그 관계의 세가지 전형적인 例가 제시되어 있다. 

本稱에서는 (type 1)의 경우 즉 〈그림 2>에서와 같이 펀榮物 排出量이 한 單位 증가될 

1) 公共財的 性格을 갖지 않는다면 ￥IJ潤을 추구하는 個A企業體의 環境投資가 원 활히 이 루어 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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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비용(이하 !浪界被害費用이라 칭하고 

MDC로 표시 한다)이 증가하는 경 우릎 증섬 ￡로 분석 하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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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폼짧物 排出量과 
環境f5뽕被害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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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環境펀梁柳制로 인한 社會的 揚失

가. 生塵量減縮

통상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환경오염￡로 인한 被홈만을 연상하고 강조하기 쉽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펴해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오염물 배출량을 억제하는데는 이에 따른 社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한가지는 펀짧物을 

生塵量을 감축하는 것이다. 生塵量을 감축하면 

會的 魔뾰을 치러야 한다‘ 

i땀梁物 排出量을 줄이 는 데 는 크게 

배 출하는 企業體(이 하 公害業體)의 그만큼 

生盧횟素의 

즉 해고된 

투입된 그 生處品消費者의 김담要를 충족시 키 지 옷하게 될 뿐아니 라 

뚫爛量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分析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完全屆觸

그 생산에 

상태 

生塵홍素는 즉시 다른 곳에 고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생산량을 줄임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충측시키지 못하는 社會的 f員失은 生庫減小

왼 제품의 價格과 限界生塵費(제품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추기비용)와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2) <그림 3)에서와 같이 어떤 公害業體 A가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PA 그 

생산량을 qA 限界生꿇費를 MCA 라고 표시하면 제품생산 한 單位 줄임으로 인하여 소비자 

의 수요플 충족시 키 지 못하는 社會的 提失은 PA와 MCA과의 차이 즉 〈그림 3)에 서 MAC曲

線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그럼 3)에사 생산량을 qA3 에서 한 단위 줄이는 경우 이로 인 

한 社會的 場失은 a'b’ (=ab)로 측정된다는 것인데 이 손실은 기엽처l 입장에서 보면 利潤

의 감소와 동일하다. 그럼에 서 이 공해엽체 A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PA=MCA 되 

게 하는 qA
n 이다. 따라서 排ifj 판윤 억재하기 위해사 생산량을 qAn 에서 qA3 로 감팍시킨다 

인해 소u] 자의 수요플 충족시키지 못하는 íi마會的 擔失의 總짧(기업체 입장에서는 

2) 어 떤 製品의 價格은 그 製品에 대 한 전체 消費者을의 5lM-用，현‘ Cwìllingness to pay)를 반영 한 
다고 보면 이 價格은 消費者가 그 製品으로 부터 받는 혜택의 R度가 된다， 

이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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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훌格 맞 費用

MAC' 
MCA 

pA 

0 qA2 qA3 qAn ~t i1\'뭘· 

〈그림 3> 環境뽕펀빼制費用 CMAC)의 專出

利潤의 감소)은 a'bdc넓이에서 aa'cd의 넓이를 뺀 만큼 즉 abd(=a'b끼의 넓이에 해당한다. 

만일 完全屬健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량을 한 단위씩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失業￡로 인한 社會的 揚失을 〈그림 3>의 MAC 曲線에 추가함￡로써 예 컨데 MAC' 같은 곡 

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各 生盧量에서의 (PA-MCA)값을 추적하여 얻은 MAC 曲線(또는 MAC' 曲線)

은 生塵量을 한 單位씩 감축함￡로써 (또는 기 다의 方法으로) 排出量을 억제하는데 따른 사 

회적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費用을 限界펀梁빼制費用 (MAC) 

이라고←부르기도 한다. 이 限界i땀梁빼制費用 MAC 는 經濟與件이 변함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할 것이다. 예컨데 需횟가 증가하는 경우 이는 價格의 상승에 반영되며 가격의 上昇l福

만큼 MAC 曲線이 전체적으로 상향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환경오염 억제로 인한 社

會的 부담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生盧方法 變更

환경요염물질의 배출량의 減縮은 반드시 生塵量의 減小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째로는 生塵方法을 바꿈￡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보통 製品을 생산할 때는 어떤 특 

정 한 工程을 이 용하는데 그 특정 生盧方法이 환경 오염 물질을 과도하게 배 출한다면 환경 요 

염물질을 럴 배출하는 生盧方法을 택함A로써 生塵量을 줄이지 않고도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 펀榮物의 回J& 및 再活用 @~땀梁物을 유말하는 原料의 절감 @~땀榮 

物質의 再處理 @ 生塵位置의 변경 3) @ 生盧畵當 排出量을 줄이는 技術進步 등의 方法이 

있을 수 있다. 

〈그림 4>에 어떤 裝品을 生塵하는 두가지 生塵方法 Pl 과 P2 를 예시하고 있는데 Pl 은 P2 

3) 이 方法응 반드시 排出量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주어직 排出量으로 인한 被害를 출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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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 生훌횟素 

Lz' 

Pl 

L 1 

i꿈혔物 排出量

0 Ez E1 

〈그림 4) 生盧方法 變更에 의 한 排出量의 빼制 

보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생산방법임을 보이고 있다. 예컨데 그 제품을 100單位 생산하 

는데(즉 qA = 100) 생산방법 Þl 를 이용하면 勞動과 資本 등의 기타 生盧要素를 L1 만큼 고 

용하여 E 1 만큼의 요염 물질을 배 출하나 生옳方法 þz 를 이 용하면 기 다의 生塵要素를 L 1 보 

다 많은 Lz 만큼 이용하면서 똑같은 100단위 생산하는데 배출량은 Ez 까지 줄일수 있음을 

보이 고 있다. 生塵方法을 Þl 에 서 þz 로 전 환하는데 따른 企業體의 추가부담은 LILz 에 관계 

生塵흉素의 價格을 곱한 만큼이 될 것이다 4)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이 상 生塵方法 轉換에 따른 추가적 費用을 피 하기 위 해 서 公害業體는 되 도록 보다 ‘環樓i땀 

짧 集約的’인 生옳方法 h 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生塵方法 Þl과 þz 는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 아닐 수 있다. <그렴 4)에서 점 a 와 점 b 를 연 

결한 직션은 Pl 과 pz 의 배합비율을 연속적」즈로 변경하면서 製品을 똑같이 100單位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나다낸다. <그렴 5)에는 다수의 생산방법이 있을 경우를 예시하고 있 

는데 점 a 에서 정 f까지를 연결하는 꺾은금은 똑같은 1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보이는 소위 等生塵量曲線(iso-quant) 이다. 이 等生塵量曲線을 따라 (즉 생산량을 

100단위로 묶어 놓고) 점 f에서 점 a 까지 연속적￡로 生옳方法을 바꾸면서 배출량을 연속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 연속적인 生塵方法의 轉換에 수반되는 追加費用을 추적한 

것이 〈그렴 6)의 MAC 곡선이다. 즉 〈그림 6)의 MAC 曲線은 生塵量을 변경시키지 않고 생 

산방법만 헌경시킬 경우 j땀梁物 排出훌륭을 E6 에서 E1 까지 한 단위씩 감소시키는데 따른 追

1Jil費用을 나타낸다. 

m梁物 排出量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公害業體는 生훌量을 감축하는 方法

과 또 生훌方法을 변경하는 방법중 排出量減小에 따른 費用을 極小化하는 한가지 방법을 

택하거나 또는 그 두가지 방법을 절충하는 방법을 택하려할 것이다. 그러묘로 公害業體의 

4) 새로운 生盧方法의 채택에 따른 固定費用도 추가적인 負擔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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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 生훌훨素 

L6 

L j 

0 Ej 

〈그림 5) 多數의 生塵方法이 있을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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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生盧方法 變更에 따른 
휩榮빼制費用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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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실제 MAC 曲線은 生塵量減縮에 따른 MAC 曲線 또는 生뚫方法 變更에 따른 MAC 曲線 또는 

이 兩者를 절충한 MAC 曲線中의 하나로 낙찰될 것이다. 그러나 本樞에서는 분석의 펀의상 

순선히 生盧量을 감소함Z로써 i땀梁物 排出量을 억 제하는 경 우를 중성 무로 살펴 보기 로 한다. 

分析의 편의상 다음의 몇 가지 基本的인 假定下에 理論을 전개하기로 한다. 첫째， 충분 

한 資料에 의거하여 MAC 와 MDC 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둘째， 政策邊行過程에 

소요되는 經費는 경미하다. 세째， 排出量이 증가함에 따라 MDC는 증가한다. 네째， 펀榮 

物質은 일단 배출되면 排出源이나 位置에 상관없이 통일한 被害를 초래한다. 다섯째， 관련 

企業體는 完全鏡爭狀態에 있다. 여섯째， 政策效果는 短期에 국한된다. 

1II. 社會的 適正環境펀梁 水準의 決定

1. 基本理論

社會的 適正環境펀짧 水揮의 擺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公害業體 A와 被害業

體 B(A는 비슷한 公害業體의 集團이고 B도 비슷한 公害被害業體의 集團일 수도 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호를 설정하기로 한다. 

qA=公害業體 A의 生塵量

pA =A 가 생산하는 제품의 價格

qB=被害業體 B의 生塵量

pB=B 가 생산하는 제품의 價格

CA=A 의 생산비 

CB=B의 생산비 

E=A 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어떤 특갱한 環據펌뽕物워 排出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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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害業體 A와 被홈業體 B의 生塵費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시된다. 

(1) CA=F(qA) : dF/dqA(=MCA)>O. d 2F/dqA2>O 

環 뚫 論 훌쫓 

(2) CB=G(qB.qA) : òG/òqB(=MCB)>O. òG/ÒqA>O. ò2G/ÒqB2>O. ò2G/ÒqA2>O 

여기서 òG/ÒqA 가 바로 限界휩쌓被害費用 MDC 즉 外部줬果를 나타낸다. B외 生盧費는 

좀 더 정확하게는 A가 배출하는 뀐樂物 排出量 E의 함수관계 예컨데 CB=H(qB. E)로 나 

타낼 수 있으나 E와 qA 가 일정한 증가함수관계가 있￡면 이를 이 式에 대업함으로써 式

(2)를 얻게 된다. 被害業體 B의 生塵費는 B의 生塵뚫 qB 의 증가함수일 뿐아니 라 A의 生

塵量 qA의 증가함수임을 보이고 있다. 즉 B의 決定權 밖에 있는 A의 生塵量이 한 단위 증 

가할 혜마다 B의 생산비가 MDC 만큼씩 상승하는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이상 公害業體 A는 자신의 利i뿔만을 극대화하기 위 

한 條件 pA=MCA 에 따라 자신의 生塵量을 결정할 뿐 B에 미치는 피해 MDC 는 무시한다. 

다시 말해 서 A의 生塵量快定이 B의 生塵費에 미 치 는 쳤果 MDC 는 A의 計算 ‘밖’ 에 있 

￡며 그런 의 미 에 서 MDC 를 外훌B效果라고 부르는 것이 다. 

그러나 A의 生塵活動이 B의 生塵費에 미치는 被害 MDC 도 엄연히 社會的 揚失이묘로 

사회적S로 적정한 A와 B의 生塵量(그리고 적정 오염물질 배출량)은 그러한 B의 社會的

鎭失까지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즉 A와 B의 利潤을 공히 극대화함으로써 결정된다. 

公害業體 A의 利潤 πA 와 被害業體 B의 利潤 πB 는 각각 πA=웠'qA-F(qA) 외- πB=pB' qB 

-G(qA. qB)로 정의되므로 A와 B의 공동이윤을 극대화하는 條件은 다음과 같다. 

(3) pA=dF/dqA+òG/ÒqA(=MCA+MDC) 

(4) pB=òG/ÒqB(=MCB) 

變數의 수는 qA 와 qB 의 두개이므로 이 두 式을 풍면 A와 B의 共同利뽑을 극대화시키 

는 生塵量 즉 A와 B의 社會的 適JE生옳量이 결정되며 이 A의 사회적 적정생산량의 값을 

E와 qA 와의 관계식에 대입함￡로써 A의 社會的 適JE排出量이 결정된다. 특히 式(3) 이 의 

미 하는 바는 社會的 適JE量을 생 산하기 위 해 서 A는 자신의 限界費用 MCA 뿐아니 라 A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B의 被害 MDC 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A의 활동이 B에 미치는 영향 MDC 플 A의 결정속에 ‘內部化(internalizatíon)’시켜야 함 

을 의 미 한다. 經濟的인 次元에 서 보면 環평판榮政策은 결국 어 떻게 外部줬果 MDC 를 內

部化시 키 도록 公害業體들을 유도할 것인가에 귀 착된다. 

外部效果의 內部化 樣態는 그 外部섰果의 크기가 公害被害者의 決定과 무관한 경우(-方 

的 外部쳐果)와 그렇지 않은 경우(相표關聯的 外部效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우 

선 비교적 간단한 첫번째 경우부터 살펴본다 5) 

5) 여 기 서 의 ‘一方的’ 外部했果나 ‘相互關聯的’ 外部했果는 통상 經濟學에 서 말하는 unilateral 
externality 나 reciprocal externality 와 다른 의 미 로 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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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方的 外部줬果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經濟文歡에서 가장 많이 예시되고 있는 경우로는 ò2G/ÒQAÒqB=òMDCj 

ÒqB=Q 의 경우 즉 환경오염￡로 인한 피해규모가 公害被害者의 lk定(여기서는 B의 生塵量

決定)에 무관하여 被害者의 조작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그림 7)의 요른쪽 象限에 는 公害業體 A의 限界費用曲線 MCA 와 A의 生塵量 qA가 한단 

위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被害業體 B에 미치는 被害購을 나타내는限界被害曲線 MDC 

曲線 그리 고 이 MDC 曲線을 MCA 曲線에 수직 으로 합한 A의 社會的 限界費用曲線 MSC가 

제시되어 있다. 이 MDC 曲線은 〈그램 2)의 MDC 曲線을 qA의 함수로 전환한 것이다. 한펀 

〈그렴 7)의 왼쪽 象限에는 A의 生塵量에 대응하는 被害業體의 限界費用曲線 MCB 가 제시 

되어 있다. 예컨데 MCB(Q)는 A가 전혀 생산활동을 하지않는 경우(따라서 환경요염 피해가 

없는 경우)의 B의 限界費用曲線을 의미하며 MCB(qA 1)는 A가 qA1 만큼 생산함으로써 ab만 

큼의 요염피해를 B에게 끼칠 경우 B의 限界費用曲線으로써 MCB(q ，A) 曲線은 MCB(Q) 曲線

보다 일률적으로 ab 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서 A가 qA1 만큼 생산하고 있는 한 

B의 生盧量에 관계없이 A가 전혀 생산하고 있지 않은 해보다 B의 限界生塵費는 항상 ab 

만름 비싸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오염에 대한 아무런 規制가 없는 상황에서는 公害業體A는 

자신만의 利潤極大化條件 pA =MCA 에 따라 qAn 만큼 생산한다. 이혜 被害業體에 끼치는 펀 

짧被害는 cd 만큼이므로 B는 MCB(Q)보다 일률적￡로 cd 만큼 상승한 MCB(qAn) 이 pB 와일 

치하게 되는 B의 利潤極大 生塵量 qB' 만큼 생산할 것이다. 

그러나 A가 qAn 만큼 생산할 빼의 社會的 限界費用 (A의 限界費用 MCA 와 B가 당하는 

價格·費用

PB 
l 
i--

’ ----

qe 
q8" 'I,i qB* <JB1 0 <JA‘ 

(公훔原體 A) 

qA' 

(公홈被충原體 B) 

〈그림 7) 公害被害의 크기 가 被害者의 決定에 우관한 경 우 適正生塵童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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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땀樂被害를 합천 費用)은 A가 생 산하는 製品의 社會的 價f直 PA 블 ef만큼 초과하고 있어 

ef만큼 社會的 擔失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렴 7)에서 A가 qA* 를 초과해서 생산할 빼는 

MSC>pA 이므로 항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A가 qA* 이하로 생산할 빼는 PA> 

MSC 이므로 생산을 한단위 증가시킬 빼마다 社會的 純利益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A의 社

會的 適IE生塵量은 MSC= pA 의 條件 즉 式(3)을 만족시 키 는 qA* 이 며 이 혜 에 A의 생 산으 

로 인한 社會的 純利益의 總題이 owμ 의 넓이로 극대화된다. 

일단 이와 같이 A의 社會的 適正生塵量이 결정되면 被害業體 B의 限界費用曲線은〈그림 

'1)에서 MCB(qA*)로 결정되며 따라서 MCB(qA*) =pB 의 條件을 만족시키는 점에서 B의 利

潤을 극대화시키는生塵量 qB* 가 결정된다. 公害業體 A와 被害業體 B의 社會的 適IE生

塵量(qA*， qB*)와 外部쳐果를 內部化시키지 않은 채 각자의 利潤을 개별적으로 극대화했을 

혜의 생산량(qAn， qB 1 )과의 差異만큼 社會的 揚失이 발생하며 이 社會的揚失의 크기는 MDC 

의 크기에 좌우된다. 즉 MDC가 클수록 社會的 揚失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그럼 7)에서 A의 각 生塵量에 결부펀 (pA-MCA)를추적하면 앞節에서 상술한生훌量의 

함수로 표시 된 MAC 曲線이 나타나는데 이 를 〈그림 2)의 排出量과 生塵量사이의 함수관계 를 

이용해서 E의 함수로 전환시킨 것이 〈그럼 8)의 MAC 曲線이다. 한펀 〈그럼 7)의 MDC 曲

線도 같은 방법 으로 E의 함수로 표시 한 것 이 〈그림 8)의 MDC 曲線이 다. 따라서 〈그림 8) 

에서 En 은 A가 qAη 만큼 생산했을 혜의 i땀業物 排出量이며 이 혜의 限界被害費用 MDC는 

ab로 측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En에서 排出量을 한 단위 줄이면 ab만큼 환경오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社會的 利益이 있는 반띤 이로 인한 社會的 揚失은 없￡므로(점 a 에서 MAC 

=0) En 에서 배출량을 한 단위 줄이는 것은 ab 만큼의 社會的 練利益을 말생시킴을 알 수 

있다. 똑 같은 논리로 E3 에서 배출량을 한 단위 더 줄이면 환경오염￡로 인한 피해를 ce 

만큼 줄이 는 社會的 利益이 발생 하는 반면 환경 오염 억 제 에 따른 社會的 擔失은 cd 만큼이 

~~m MDC' 

MDC 

e 

MAC 

la 

E 
o El E* E3 En 

〈그림 8> 社會的 適正펀榮物 排出量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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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로 결과적으로 E3 에서 배출량을 한 단위 더 줄이는 것은 de 만몸 社會的 純利益을 발생 

시킨다. 이 같이 MDC>MAC 일 혜는 배출량을 억제하는 것이 社會的으로 利益이 되으로 

MDC=MAC되는 점ν에서 社會的 適1E펀梁物 排出量 E*가 결정되며 이에 대응한 A의 生

塵量이 바로 qA*이다. 그리고 E* 까지 배출량을 억제했을 빼 社會的 縮利益의 總題。1 νab 

의 넓이로 극대화되며 그 이하로 억제하면 오히려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예컨데 E*에 

서 El 까지 배출량을 줄이면 fgv 없이 만큼 社會的 擔失이 발생한다. 

이 러 한 分析이 제 시 하는 한 가지 示俊點은 社會的 適正環境펀梁水準이 반드시 환경 요엽 

이 전 우한 상태 즉 無公害狀態가 아니 라는 것 이 다. <그렴 8)에 서 MDC' 曲線같이 모든 E 

의 값에서 MDC>MAC하지 않는 한((그렴 7)에서는 Ðrsν 넓이가 owe 의 넓이보다 크지 않 

는 한) 社會的 適正狀態下에서 도 環境펀梁 被害는 존재 한다. <그림 8)에서 적 정 상태 하에서 

의 환경 오염 피 해 總題은 owv 의 넓 이 에 상당한다. 經濟的인 次元에서 社會的 適正環境i땀梁 

*揮이란 환경오염을 억제함」ζ로 인한 社會的 利益보다는 社會的 擔失이 더 커서 더 이상 

의 때制는 社會的 값어치가 없는 장태이다. 

3. 相효關聯的 外部했果의 경우 

보다 일 반적 얀 경 우로써 rJ2G/òúòqB = òMDC/ÒqB> 0 인 경 우 즉 환경 오염 ￡로 인한 被害

의 크기가 앞의 경우에서 처럼 公害業體의 排出量의 規模 뿐아니다 被害業體 B의 生훌量 

決定c11 의 해서 도 영 향을 받￡묘로써 被害業體가 被害의 크기 를 조작할 여지 를 다분히 내 포 

하는 경우이다. 

앞에서의 경우에는 公害業體 A가 生盧量을 늘릴 혜마다 被害業題 B의 限界費用曲線은 

일정한 福￡로 일율적으로 상승했￡나 지금의 경우에는 〈그림 9)에서와 같이 예컨데 A가 

生塵量을 0 에서 qA*까지 증가시키면 B의 限界費用曲線도 MCB(Q)에서 MCB(qA*)로 상 

승하지만 B가 qB1 을 생산하면 B의 限界費用은 d’d" 만큼 상승하고 qB3 를 생산하면 限界

費用이 b'b"(>d’d")만큼 상승한다. 따라서 비록 A의 生塵量이 예컨데 qA*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펀業被害 즉 B의 限界費用 增加는 B가 얼마만큼 생산하느 

냐에 좌우된다. 이는 A의 社會的 限界費用 MSC도 B의 生훌量決定에 달려 있음을 의미 

한다. 

전술한 바 方種式(3)과 (4)플 풀면 A와 B의 社會的 適正生塵量 qA*와 qB*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렴 9)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 우선 qA=Q 인 경우 B의 

限界費用曲線은 MCB(Q)이므로 MCB(O) =pB 인 點에서 B의 利潤을 극돼화하는 生塵量은 

qB”이다. 다음 A의 生塵量을 적당한 규모의 小單位로 분할하고 그 첫번째 한 單位 예컨데 

qA1 을 생산하는 것이 어떠한 社會的 得과 失을 발생시키는지 살펴 본다. 公害業體 A가 qA
1 

을 생 산함￡로써 발생하는 社會的 利益은 oee'f의 넓 이 에 상당하는데 한펀 被害業體 B의 

限界費用曲線을 MCB(Q)에서 MCB(qi)~로 상승하묘로의 B의 生塵量은 qB
n 에서 qi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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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公홈被害의 크기 가 被害者의 決定에 영 향을 받는 경 우 適正生뚫量의 決定

어 들므로 이 로 인한 社會的 擔失은 oab 넓 이 에 상당한다. 만일 oee'f>oab 이 면 qA1 의 생 산 

은 社會的 純利益을 발생 시 키 며 만일 그렇 지 않다면 A의 社會的 適正生塵量은 0인 셈 이 

다. 즉 公害業體는 폐쇄되어야 하며 被흙業體 B는 qBn 만큼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무로 타 

당하다. 그러나 만일 qA1 의 생산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면 이로 부터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 예컨데 qA*의 생산이 타딩한지를 같은 논리를 따라 타진해 본다. 만일 egg’ e’ >obc 이면 

qA*는 사회적 다당성을 가지묘로 계속해서 qA3 의 생산의 타당성을 타진하여야 한다. 그러 

나 우리 는 이 미 方程式(3)과 (4)로부터 qA*가 社會的 適正生훌量임 을 알고 있으므로 egg'e 

== obc 가 될 것이며 B의 M:會的 適표生塵量 pB=MCB(qA*)를 만족시키는 qB*가 된다. <그 

렴 9)의 MSC(qB*)曲線은 B가 社會的 適lE生훌量 qB*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限界被害

曲線 MDC(qB*)와 A의 限界費用曲線 MCA 를 수직으로 합천 曲線 즉 B의 社會的 適正生

옳￡률을 전제로 했을 때의 A의 社會的 限界費用曲線이다. 이 MSC(qB*)가 pA 와 일치하는 

點에서 式(3)을 만족시키는 A의 社會的 適lE生塵量 qA*가 결정됨을 보이고 있다. 

〈그럼 10)에는 E로 표시한 MDC(qB*)와 MAC 曲線이 제시되어 있다땀梁物 排出;뚫을 

En 에서 E*까지 줄임으로 인한 社會的 利益은 wvba 의 넓이에 상당하고 또 社會的 f물失은 

w[’a 의 넓 이 만름이 되 어 社會的 純利益의 總觀은 E*에 서 vab 넓 이 만몸으로 극대 화됨 을 보 

이고 있는데 이 E*에 대용한 A의 生塵量은 불론 qA*이다. 앞에서도 강조했거니와 이 社

會的 週lE‘쩍뿔排出훌 E*는 被害業體 B가 社會的 適lE生옳量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전제 

로 하는 것이 므로 社會的 適lE環燒펀梁 水準을 달성하기 위 해서 는 公害業體와 被害業體의 

生盧活動을 동시 에 社會的 適lE水準￡로 유도해 야 함을 의 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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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社會的 適표휩梁排出量의 決定

IV. 社會的 適正環境펀쌓 水準의 達成을 위한 諸 政策方案

l. -般的 背景

〈그럼 10)에서 보면 自由放任下에서는 公害業體 A는 자신의 利潤만을 극대화하는 En 만 

큼의 펀業物을 배출하면서 oab 넓이에 해당하는 과다한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키는데 環境

i권梁政策의 흉흥縮는 결국 公害業體로 하여금 wvba 넓이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즉 內部化시키도록) 유도하여 휩樂物排出量을 E* ZK揮으로 억제함￡로서 社會

的으로 허용될 수 있는 mνU 넓이 만픔의 環鏡펀梁被害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 

럼 9)로써 설명 하면 , 公害業體로 하여 금 순전히 자신의 負擔인 MCA 에 MDC(qB*)까지 합 

쳐 서 環境펀榮被害를 內部化시 킨 社會的 費用 MSC(qB*) 曲線에 따라 生塵快定을 함으로써 

社會的 適正生塵量 qA*플 생산하고 E*만큼의 i땀梁物만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環境、쩍梁으로 인한 外部效果의 內部化問題는 매우 오래 전부터 수 많은 經濟理論家들의 

주요 관섬의 對象이 되어 많은 論議가 있었고 따라서 이 문제의 解決方案에 대한 提案도 

대단히 많다. 

環境、휩梁 問題에 대 한 接近方法은 크게 經濟的 接近方法(economic approach)과 非經濟

的 接近方法(non-economic approach)의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 顧課金(charge)制度는 前

者의 대표적인 것이고 規制(regulation)에 의한 방법은 後者의 대표적인 것이다. 規制에 의 

한 方法이란 行政的 制度的 惜置에 의해 환경요염물의 배출량을 業體別 또는 옳業別 또는 

地域別로 어떤 정해진 水揮이하로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에는 몇 가지 變形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컨데 어떤 특정 펀梁物의 배출은 전면 금지시킨다거나(즉 規制排出量 ==0) 뿜樂을 

유발하는 生塵훌素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또는 環境펀梁 處理施設의 젤치플 의무화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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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이다. 規制에 의한 方法은 특히 非專門家들에게 섣득력이 좋고 또 비교적 쉽게 적 

용할 수 있으며 실시에 있어서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릉의 장점이 있어 실제에 있어 

서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規制에 의한 方法은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Kneese, Ander

son, Haveman, Schultze 등의 대 표적 인 비 판자들은 그 큰 문제 정 ￡로써 經濟的 非能率뾰 

을 꽁고 있다. 즉 環境펀榮防止는 막대한 費用을 요하는 관계상 最小의 費用무로 最大의 

效果를 커하도록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規制에 의한 방볍은 資源의 社會的 浪費를 

초래하는 값비싼 方法이라는 것이다. 

近代 理論經濟學이 이룬 하나의 큰 엽적은 社會가 필요로 하는 각종 財貨와 用投들을 어 

떤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는 完全한 市場機構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즉 가장 적은 費用￡로 最大의 效果를 얻는 방법￡로 해결된다는 

것을 高度의 數學을 이용해서 증명한 것이다. 市場이란 결국 利害關係者들의 쭉協의 場이 

며 市場機構를 통한 自律的쫓協의 結果는 相표利益의 增大이 다. 그러 한 相互利益 增大를 

위한 市場機構의 움직염의 原動力은 經濟的인 incentive 이다. 最小의 費用￡로 最大의 쳤 

果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태 (經濟用語로는 Pareto non-optimum)에서는 利害當事者들 사 

이의 相互利益을 증진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經濟的 incentive 를 형성하여 相

互利益을 더 이 상 증진 할 여 지 가 없는 상태 (즉 Pareto optimurp.)로 몰고 간다는 것 이 다. 

規制에 외 한 方法은 바로 이 러 한 incentive 즉 最小의 費用￡로 最大의 效果를 기 하려 는 

經濟的 incentive 를 결여하고 있￡므로 資源의 낭비를 초래하며 환경요염을 自律的￡로 줄 

이려는 勞力을 조성하지 옷할 뿐아니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技術進步의 계기도 약하다는 

비판이다. 

물론 보통 財貨나 用投의 生盧 • 分配 • 消費의 경 우와는 달리 環境펀梁의 경 우에 는 앞에 

서 강조하였듯이 外部效果로 인해서 과연 어떤 i콤짧物이 얼마 만큼 그리고 어떻게 배출되 

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市場機構를 통해서 쳐率的으로 그리고 自律的으로 해결되지 못한 

다. 따라서 公的언 手段의 개업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펄요성은 있으나 그렇 

다고 市場機構의 機能을 도외시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經濟的 接近方法의 취지는 바로 

상술한 市場機構의 長點을 최대한 活用하여 環境펀樂問題를 自律的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다. 이 러 한 經濟的 接近方法中 市場機構의 技能을 가장 강조하는 接近方法이 바로 Coase 

敎授의 주장이다. 

2_ Coase 理論 : 協홉에 의 한 方法

Coase 의 理論이 주장하는 方案은 協商에 의 한 方案 또는 路物에 의 한 方案￡로 널리 알 

려진 것언데 그 要릅는 環燒에 대한 權利가 확청되어 利害當事者들 사이의 協商이 가능해 

지면 그 權利가 公害業體에 있던 또는 公害被害者에게 있던 상관없이 協商의 結果 社會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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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표i띔梁水쭉흥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環境m~홈政策은 環境에 대한 權利를 병확허 설 

정하여 市場機能의 作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우로써 環覆閒題가 自律的무로 해결될 

수 있는 與件을 마련해 주는 데 그 춧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市場機構가 원활히 

작용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公的언 手段아 개 입 되 면 오히 려 副作用을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Coase 理論이 성렵하는지플 우선 간단한 경우 즉 MDC의 크기가 被

홈業體의 生盧量에 무관한 경우와 연결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환경에대한 權利가 被

훔業體에 었다고 가정한다. 이런 상태하에서는 公害業體가 被害業體에게 환경오염피해를 

입힐 때는 後者는 前者에게 피해에 대한 補灣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림 11)에서 MAC 曲線은 公害業體 A가 生塵量을 한 단위씩 증가시킬 때미-다 A가 지 

불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補健支據願이 된다. 企業體의 입장에서 보면 MAC 는 價格과 限

界費用의 差異 즉 生塵量 한 單位當 純利潤(限界利潤)이 되키 때문이다. 한편 MDC 는 A 

가 생산량을 한단위 늘릴 때 B에 미치는 홉梁被害題이므로 MDC 는 B의 最小限度의 補鷹

쫓求購이 된다. 

〈그림 11)에서 A가 qA*만큼 생산할 때까지는 A의 뚫大限 補價支據題 MAC 가 B의 最

小限 補첼要求銀 MDC보다 항상 크다. 이는 A와 B가 協商을 통하여 상호의 利益을 증 

진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A와 B는 다협할려는 經濟的 incentive 를 갖는다. 

協商이 가능한 限 A의 生塵을 qA*까지 늘리는 것이 相互利益을 증진하는 걸이 되는데 살 

제 協商의 결과 A의 최대한 補健支擁 總賴(oaνw)과 B의 최소한 補價要求 總짧의 차이 

oav 中 과연 얼마 만큼씩 A와 B사이에 분배될 것인지는 누가 協商의 高地를 정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여하튼 協商의 結果는 A가 qA*만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生

塵量이 qA*보다 큰 범위에서는 MDC<MAC 이어셔 協商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環境權이 公害業體 A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이번에는 MDC 는 A가 생산량을한 

단위 줄임￡로써 배출량을 줄였을 때 이에 대한 사례로 B가 A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A 

費用

a 

0 

MDC 

WI 

qA* qA" qA 

〈그림 11> Coase 理論下에 서 의 適正生훌量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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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의 支擁輯이 된다. 왜냐하면 B의 입장에서는 MDC 만큼 펀梁被害를 받으나 MDC 

만큼 A에게 지불하고 그 만큼 펀梁被害를 럴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MAC 는 A가 생산량을 한 단위 줄엄 S로 언한 손해에 대하여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금액이 

된다. <그렴 11>에서 A의 生盧量이 qA*와 qAn 사이일 때는 항상 MDC>MAC 즉 B의 최 

대한 支據題이 A의 최소한 훔求題보다 항상 크므로 협상을 통해서 相互利益을 증진시킬 수 

있￡며 협상의 결과는 A가 qA* 만큼 생산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qA* 이하에서는 MAC> 

MDC 이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다 . 

. 이상의 결과로 보면 環魔에 대한 權利가 누구에게 귀속되던 상관없이 自律的인 j없商의 

結果는 A가 社會的 適正生塵量 따라서 社會的 適正펀樂物 排出量을 유지 하게 되 므로 Coase 

의 理論이 성렵함을 알 수 있다. 누구에게 環境權을 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면 環境權。1 公홈業體에 있으면 公害業體가 유리하고C<그렴 11>에서 최소한도 oac 넓이만큼 

의 소득은 보장된다) 환경권이 被害業體에 있을 경우에는 彼害業體가 유리해진다는 점이다 

(公害業體의 所得은 최대한 oav 넓이만큼 밖에 되지 옷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所

得分配上 또는 社會If義上의 문제이므로 별도의 次元에서 다두어져야 할 문제이고 우리의 

관심이 社會的 適正펀榮 기〈揮의 달성에 있는 한 環境에 대한 權利가 누구에게 귀속되던 결 

과는 동일하다. 단지 環境權을 명확히 설정해서 利害關係者을 사이의 自律的 協商이 원활 

히 이루어 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언 財貨와 用쩔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없다. 이 경우에는 個人의 私:훔權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市場機構의 技能

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環境의 경우에는 통상 그러한 私有權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못한 탓으로 外部物果의 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셔 市場機構의 作用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경우에 있어서는 MDC ‘벼線이 단일한데 만일 펀梁被害의 크기가 B의 

生훌量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다수의 llIDC 돼線이 존재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복장성이 

費}낌 r / !lIDC(qan) 

JfAC 

l I1DC(QB 1) 

o qA1 qA* qA3 qA 

〈그림 12> 휩榮被害의 크기 가 被害業體의 決定에 영 향을 받을 경 우 Coase 理論의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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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에서 푼석하였듯이 A의 生塵量이 일정하게 주어졌더라도 MDC는 B의 生塵量이 

클수록 커진다. <그림 9>에서 qBn>qB*>qB1 이므로 동일한 A의 生훌量에 대하여 〈그림 12>에 

서처럼 MDC(qBn)>MDC(qB*)>MDC(qB1) 이 될 것이다. 우리는 qB*가 B의 社會적 適lE

生塵量임 을 알고 있으므로 〈그렴 12>에 서 A의 社會的 適lE生塵量은 MDC(qB*) 曲線과 

MAC 曲線이 교차하는 點에서 qA*로 결정된다. 

우선 環境에 대한 權利가 被害業體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被害業體 B는 당연 

히 자신의 利潤을 극대화 하는 qBn 만큼 생산할 것이며 이런 상항에서 A가 생산한다고 하 

면 B에 입히는 펀梁被害는 MDC(qBn) 이 될 것이다. 따라서 MDC(qBn)가 B의 최소한 補

↑첩要求錯이 되 며 協商의 結果는 〈그림 12>에 서 A의 생 산이 qA1 으로 낙착될 것 이 다. 

반대로 環境權이 公書業體 A에게 있으면 A는 자신의 利潤을 극대화하는 만큼 생산할것 

이며 이때 B의 利潤을 극대화하는 生盧量은 〈그림 9)에서 qB1 이고 이에 대응한 B의 최대 

한 支據領은 MDC(qB1)가 된다. 따라서 協南의 결과는 A의 生塵量이 〈그림 12>에서 qA3로 

낙착될 것이다. 

요컨데 環魔權이 被害業體에 귀 속되 면 協商後 生塵量은 (qA1, qBn) 이 며 環境權이 公害業

體에 있는 경우에는 協商結果가 (qAn, qB 1 ) 이 되어 環境權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結

果가 갈라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Coase 理論이 성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어느 結果나 社會的 適표生盧量 (qA* ， qB*)와 다르다. 

요컨데 環境휩梁據害의 規模가 公害被害者의 決定에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協商을 통해서 

社會的 適正環境품梁 水揮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에 부응한 公害被害者의 쫓勢가 

전제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Coase 理論이 성립할 가능성이 그 만큼 희박해 진다. 

그러나 Coase 理論의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適lE生盧量 및 適lE公害水遭을 쫓協에 의 해서 달성하기 위 해 서 는 한 單位의 排出量의 

빼制에 따른 得과 失을 비교하면서 段階的으로 最適狀態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協商은 펀梁物 排出을 중단할 것인가 또는 지속할 것인가의 兩者擇一式 -括쫓結을 놓고 

흥정하기 쉽다. <그림 11>에서 만일 oac>obc 이연 A는 obc 를 지불하면서 qA’l 만큼 생산하 

려고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로 協商이 진전될 가 

능성이 많다. 물론 이런식의 -括的 쭉協은 社會的 適正生塵量 qA* 의 달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 또한 協商에 참가하는 利害關係者들이 저마다 協商의 高地를 古하려고 자신의 據害

플 과장할 우려도 다분히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協商 그 자체 

가 많은 事前揮備， 費用과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다. 協商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資料를 수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資料處集도 막대한 情報費가 요구되며 利害關係

者들을 조직 하고 쭉協하는 과정 또한 많은 經費를 요하므로 協商을 통해 서 環境問題를 해 

결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멸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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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麻課金(charge) 制度

眼를뽕金制度는 公害親(pollution tax)制度， 公害徵1&金(pollution fee)制度， 또는 Pigou 敎

授가 처음 제창했다고 해서 Pigovian 脫金 등 여러가치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만큼 經

濟學에서는 集中的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 制度이다. 이 제도의 홍답는 公害業體가 배출하 

는 펀짧物에 排出單位當 일종의 脫金을 징수하는 것이다. 정수하는 料率은 適표펀梁水準에 

서의 公害被害者에 미치는 限界被害費用 MDC만큼으로 책정된다. 

費用

MDC(qB성 

a 

E 
0 E1 E* En 

〈그림 13) 廳課金制度下에 서 의 適正排出量의 決定

〈그럼 13)에 서 週正排出量은 E* 이 므로 眼課金 料率 t 는 E* 에 서 의 MDC 안 ιw 만큼이 

띈다. 이 같이 정해진 願課金을 징수해 갈 경우 公害業體 A는 E* 이상의 i땀梁物을 배출하 

지 않S려는 經濟的 incentive 를 가진다. 왜냐하면 E* 이상의 배출량에서는 추가적으로 

얻는 收益(MAC)이 願課金支觸願보다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E* 이상배출하면서 職課金을 

지불하는 것은 企業體의 손해이다. 예컨데 排出量을 E* 에서 En 까지 늘리면 추가적으로지 

불해 야할 題課金總隨은 wvlm 넓 이 만큼이 고 추기적 으로 얻는 수익 은 이 보다 작은 ωvm 넓 

이 만콤에 불과하다. 

마찬가지 는리에 띠라 公害렇體 A는 排出量을 E* 이하로 억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E* 이하에서는 항상 lvIAC>t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適lE排出量 E* 를 유지하기 

위 해 서 qi* 만큼 생 산하면서 총 otvw 넓 이 만큼 嚴課金을 지 불한다. 被害業體 또한 社會的

適正生盧量 qB*를 유지할 것이다. 즉 適正購課金 料率 t 를 징수함으로써 A와 B의 社會

的 適lE生塵量과 펀梁排出童을 달성할 수있게 된다. 

이 戰課金制度의 또 하나의 큰 매력은 環境改훨을 위한 財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림 13)에서 購課金徵收類은 otzω 넓이 만큼이므로 이를 環燒펀梁防止 投資事業 또는 

環境펀梁防l七 技術開發事業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만일 이 職課金徵收醫을 公홈被害者의 被害를 보상하는데 쓰일 경 우에 는 문제 가 발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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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컨데 〈그림 13)에서 被害業體 B는 이머 κνnm 없이 만큼 환경오염피해가 줄어든 

혜택을 받고 있고 단지 αiJV 만큼의 피해만 남아 있는데 騙課金徵收題에서 이것까지 보상해 

주면 被害業體는 사실상 전혀 환경오염피해를 받고 있지 않은 狀態와 同-한 狀態에 놓얀 

다. 즉 公害業體 A가 없는 상태와 같아진다. 따라서 B는 그의 생산을 qBn 까지 증가시키 

게 되 며 이 에 따른 펀梁被害는 〈그렴 13)에 서 MDC(qBn
) 曲線￡로 나타난다. 이 曲線을 기 

준우로 騙課金料率을 산정 하여 적 용하면 A의 排出量은 社會的 適Æ排出量 이 하인 El 水揮

으로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公害被害者를 보상한 결과는 환경오염피해를 인위 

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플 유발할 수가 있ξ므로 願課金制度는 원칙상 펀梁被害에 대한 補

합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실상 職課金制度는 公害業體에 게 과중한 金錢的 負擔을 지 우기 쉽 다. <그렴 13)에 서 A가 

E* 만큼 배출할 때의 실제 환갱오염피해 總題은 ovw 넓이에 상당하는데도 불구하고이를훨 

씬 초과한 otvw 넓 이 만큼 벌금을 물고 있는 셈 이 다. 그러 므로 戰課金制度는 公害業體의 利

潤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수반한다고 해서 E* 이하의 어느 수준까지는 職課金 징수 

를 면제하는 代案도 있다. 

騙課金의 課標는 排出量으로 함이 원칙이다. 물론 顧課金徵政의 펀의상 公害業體의 生훌 

量을 課標로 정 하는 수도 있A나 이 는 生옳量과 排出量과의 關않가 〈그림 2)에서 와같이 증가 

힘수이고 오직 生盧훨을 감소함￡로써만 排出量-을 억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여l 컨데 생산방법을 바꿈무로써 排出훌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生훌量을 課標

로 정 하는 것 은 生塵方法 轉換무로 보다 값싸게 排出量을 억 제 하려 는 降濟的 inentive 를 

저해할 우려가 있체 된다. 

4. 規í/i!J에 의한 環境필梁 폐뼈IJ 

$댁課金制度가 規制(regulation)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나 完

全한 情報狀態 즉 公害業體의 MAC와 公害被害業體의 MDC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고 있 

다고 가정하는 한 社會的 適Æ품梁 水揮을 달성하는 效果의 면에서는 兩方法의 우월을 가 

릴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렴 13)에서 우리는 E* 가 社會的 適正펀梁 水揮엄을 알고 있무 

므로 環境關係 當局이 公害業體 A로 하여금 E* 이상의 펀않物를 배출하지 못하게 규제하 

고 만일 이롤 어길 경우에는 法的 徵폈를 가하거나 또는 벌금을 徵政하면 자연히 公害業體

는 E* 이상 펀梁物을 배출하직 않으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適正휩梁水灌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規制와 顧課金이 통일한 셨果를 가져온다 

면 현재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規制의 方法에 대해서 별 큰 異議가 있을 수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學者들이 規制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경우의 規制가 갖는 문제점 때문이다. 즉 다수의 公害業體가 있어 이들 사이의 

MAC 에 상향한 차에카 였는 갱우엔레， 이갯 01 의미하는 갯온 똑 갇온 한 單位의 排出量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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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더략도 어떤 業體에서는 비싸게 치이고 어떤 業體에서는 싸게 치인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뚫位當 排出量 빼制費用이 싼 業體에서 보다 많이 排出童을 억제토록하고 비싼 곳에 

서는 보다 럴 억제토록 하는 것이 社會的으로 利益이 된다. 

예를 들어서 2개의 公害業體 A와 C가 있고 〈그럼 14)에서 처럼 A의 MAC 가 C의 

MAC 보다 같은 E의 값에서는 항상 크다고 가정하자. 맨 오흔 쪽 그렴의 MACT 은 A 의 

MAC(MACA)와 C의 MAC(MACC)를 수평으로 합친 것이며 MDCT 는 이 두 公害業體의 

배출량을 합친 總排出量으호 인한 限界被害를 나타내는 曲線이다. 社會的 適正排出量은 

MACT 曲線과 MDCT 曲線이 교차하는 點U에서 ET 로 결정된다. 문제는 이 ET 플 어떻게 

A와 C에게 배분할 것인가인데 規制의 펀의상 절반씩 즉 1/2 ET 만큼씩 A와 C에게 일률 

적 우로 배 당하고 이 를 초과치 못하도록 규제 하였다고 가정 하자. 

한편 騙課金制度를 이 경 우에 적 용한다고 하면 適正購課金 料率 t 는 m 만큼이 될 것이 

며 이 해 A는 EA* 만큼 펀梁物을 배출하고 C는 Ec* 만큼 배출할 것이다. 이 結果를 規制

에 의해 일률적￡로 1/2 ET 씩 배분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우선 願課金 적용으로 인해서 A 

는 規制뻐 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로인한 社會的 利益은 fegh 넓이 만큼이다· 

한펀 C는 規制혜보다 렬 생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社會的 揚失는 h'gγf' 넓이 만큼이다 

그러 나 같은 E값에 서 는 MACA>MACC 이 므로 fegh>h’g ’e’f' 이 다. 따라서 規制에 서 眼課

金으로 옮기는 것이 (fegh- h' g' e'f’)만큼 社會的 純利益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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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戰課金制度와 規制의 比較

EA+C 

i땀梁物質이 한 單位 배출될 해 그것이 A에서 나오든 C에서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 배출 

되면 동일한 環燒펀梁被害를 초래하면 A와 C에게 적용되는 願課金 料率은 동일하여야 하 

며 6) 그럼으로써 排出量柳制費用이 보다 싼 곳에서 더 많이 억제하게 하는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즉 戰課金制度는 排出量을 억제하는데 소요되는 社會的 費用을 극소화하는 效果블 

가진다는 것이다. 

불흔 規制의 方法에 있어 서 도 각 개 별 公害業體의 MAC 에 맞추어 排出量을 業體別로 규 

6) 똑 같은 排出量의 被총가 排出源 또는 位置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연 被害의 치 이 에 따라 相異
한 料率을 적 용해 야 한다. (例 : 江下流의 業體와 上流의 業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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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도 있￡나 그러자면 각 개별 業體의 MAC 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각 개별 

業體헤로 規制量을 적용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 그리고 버록 MAC 에 따과 개별業體의 

規制量에 차별을 두는 것이 費用極小化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社會衝~上의 문제도 있어 

기엽체의 만발을 살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規制의 펀의상 同一한 規制量을 

일률적 으로 적 용하는 것이 보통이 다. 

이점 願課金制度의 長點이 되는데 이 制度에 있어서는 個別業體의 MAC 를 알 필요없이 

適正料率을 정하기 위한 總量的인 資料(즉 MACT 와 MDCT 에 대한 資料)만 파악하고 있 

￡면 되며 또 同一한 料率을 일률적￡로 척용하기 혜문에 衝~의 문제도 다소 완화된다. 

한펀 願課金制度에서는 公害業體에 과도한 財攻的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는 반면 規制下

에서는 그런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나 環燒改善을 위한 財源을 만들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7) 따라서 企業體들은 .課金制度보다는 規制에 의한 方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8) 

5. 補助金制度

보통 環境펀梁政策에 있어서 補助金이라고 하면 펀梁處理輝設 설치에 대한 갖가지 財政

的특혜를 주는 제도로 간주되커 쉽다. 그러나 그러한 補助金을 排出量빼制에 별 갖꺼果가 없 

음은 外國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잘 반증해 주고 있다. 經濟學에서 補助金이라고 하면 負

의 願課金 즉 때制된 排出量 單位當 지 급되 는 補助金을 의 미 한다. 補助金 料率을 觸課金

料率과 통일하게 정하는 이상 補助金과 顧課金은 통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림 13)에서 補助金 料率을 觸課金 料率과 통일한 t(=νw)로 정하여 지불하면 E* 와 

En 사이 에 서 는 t>MAC 즉 排出量을 한 單位씩 줄일 혜 마다 지 급받는 補助金이 收益의 減

少輯보다 많￡므로 公害業體 A는 배출량을 E* 까지 줄이려는 經濟的 incentive 를 갖는다. 

물론 E* 이하로 배출량을 줄일 경우에는 얻는 補助金보다는 앓는 收益이 크므로 A는 社會

的 適표排出量 E* 를 유지할 것이다. 職課金 혜에 비해서 A는 〈그림 13)에서 oavw넓이 만 

큼의 flJ潤을 보장받고 그 위 에 補助金受領 總賴과 排出量 빼힘j로 인한 揚失의 差題vml 넓 이 

만큼의 財政的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補助金 制度는 公害業體에 지나친 특혜를 

출 우려가 있다. 따라서 企業體들은 規制의 方法보다는 補助金制度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 

하다. 

補助金制度의 첫째 문제 는 補助金을 지 불한 財源의 마련이 다. 통상 -‘般脫金에서 支出하 

게 되는데 이는 政策問의 自家鐘옳에 빠질 우려가 있다. 脫金은 財貨와 用投의 社會的 適

正生塵을 저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이다. 補助金은 外部效果로 인한 財貨와 用投의 

7) 울흔 規制의 方法에 있어서도 벌금(fine)의 형태로 어느 정도의 財源을 마련할 수 있￡나 이 財

源의 크기는 부당 排出量에 대한 단속이 얼마나 철저한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8) 規制의 方法을 企業體가 선호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부당한 排出훌에 대한 
적발의 가능성이 대체로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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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 適正生옳의 펌害훌因을 제거하려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一般脫金에 

의한 補助金支出은 한쪽에서는 社會的 適표化를 도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社會的 適正

化를 깨트리는 결과가 된다. 

補助金을 적용하는 基揮排出量(보통 補助金이 척용되기 전의 排出量)의 설청도 큰 문제 

이다. 公害業體 A의 基엄훔配出量을 Es라하고 A가 E* 까지 排出量을 억제했다고 하면 A에 

지불되는 補助金支出 總觀은 t(E$-E*)가 되는데 이 支出觀은 Es 가 클수록 커진다i 물론 

適正補助金支給을 위한 Es 값은 利潤極大下의 排出量 즉 MAC=O일 혜의 排出量으로 결정 

되어야 하지만(A의 경우 Es=En) 多數의 公害業體가 있고 業體마다 MAC 가 다르다고 하 

면 마치 規制의 경우에서처럼 모든 개별 企業體의 MAC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補助金制度에서도 말생하게 된다. 어떤 公害業體는 보다 많은 補助金을 타려고 고의로 利

潤極大化 狀態의 排出量을 초과해 서 배 출함￡로써 보다 큰 Es값을 책 정 받￡려 는 사태 가 

발생할 수 있다. 

V. 政策送行소의 諸問題

이상 環境펀樂問題의 解決을 위한 4가지 基本的안 方案들을 비교 ·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基本方案의 실제 執行過程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論議가 없었는레 이는 

序頭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假定을 전제하였기 혜문이다. 

環境펀짧 政策의 執行過程에서 발생하는 첫번째 문제는 蒼料 및 情報의 不充分이다. 앞 

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社會的 週lE펀榮水揮의 달성을 위해서는 MAC 와 MDC 에 대한 

방대한 資料와 情報가 필요하나 많은 경우 資料를 구하기 매우 힘들고 과학적으로 알려지 

지 않은 사항들이 많을 뿐아니라 알려져 있어도 計量化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 氣象· 氣候

등 自然的안 홍因 또는 社會的 制度的 홍因 등으로 인한 據뼈u上의 不確實性(uncentainty)

이 특히 環樓問題에 있어서는 섬각하다. 

비록 充分한 資料 및 情報가 수집되어 장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諸 政策을 

실제 로 수행 하는 과정 은 혜 로는 막대 한 經費흘 」조한다. 經濟學 用語로는 소위 邊行費用

(transaction cost) 이 라고 해 서 크게 3종류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로 MAC 와 MDC 등에 대 

한 資料 및 情報의 處集에 소요되는 소위 情報費(information cost)가 있다. 둘째로 펀榮 

水揮의 monitoring, ft랩課金의 徵收， 補助金의 支觸， 排出規制量 遭守與否의 파악 등에 소 

요되 는 소위 管理費(administration cost)가 있고 그리 고 끝으로 違反業體에 대 한 告發， 戀

銀， 訴짧 등에 소요되는 소위 執行費(enforcement cost)가 있다. 

이와 같이 資料 및 情報 不充分과 政策逢行上의 諸 經費까지를 고려하면 本積에서 살펴 

본 基本方案들 사이의 比交優位의 樣相이 상당히 달라질 뿐아니라 그러한 基本方案이 指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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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社會的 適正펀梁 水揮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그 基本方案의 내용 

은 상당한 修1E-올 흉하며 실제로 많은 修正案， 次善策 빛 折表案들이 學者들에 의해서 제 

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혜문이다. 

뿐만아니 라 政策援行 過程上 당연하는 많은 例外的인 또는 특수한 경 우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MDC 曲線이 本精에서처럼 右上向하지 않고 左下向한다던지 公害業體가 獨點企

業體이라던지 또는 똑 같은 품梁物質이라도 業所別 또는 地域別로 그 i땀梁被害가 달라지는 

경우 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政策의 短期效果와 長期果效는 를릴 수 있다. 

그러 나 資料의 不充分， 不確實性， 政策婆行上의 諸 經費， 例外的 또는 특수한 상황 등에 

대 처 한 本積의 4 가지 基本方案의 修1E案 또는 次善策 그리 고 이 들의 長 · 短期效果등의 내 

용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방대한 맑究課題이므로 本橋에서는 생략하고 다음 짧究로 미룬 

다. 

VI. 結 語

앞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듯이 本橋에서는 몇 가지 非現實的인 假定들을 전제로 주로 

購課金制度， 補助金制度， 規制， 協商의 4가지 기본적인 環境펀梁빼制方案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本橋에서 살펴본 境環i닫梁政策 理論은 대부운 비현실적이라는 批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批判은 옳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理論이 無用之物이라는 結論을 내렬 

수는 없다. 다른 模型이나 理論이 대부분 그렇듯이 本橋에서 살펴본 理論들도 즉시 써먹을 

수 있는 現實的 處方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의 環境펀梁의 근본적인 間題點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여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方向인가는 

제시하는데 그 큰 意義가 있다. 

環境펀梁을 방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政

策的인 次元에서 하나의 큰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環境을 개선한다는 그 이상의 뚜렷한 政

策方向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第 5 次 經濟·社會開發 5 個年計훌l에 環境改善이 

하나의 커다란 國家目標로 설정되어 있고 또 環境部門計劃에 향후 10年간의 投寶事業計劃

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投資事業計劃이 우리의 現實을 충분히 고려한 社會的 適

lE環境펀樂 水揮에 업각하여 세워진 것인지는 論外로 치고 그러한 投資計劃이 지향하는 目

標를 어떻게 쳤率的으로 즉 最小의 費用￡로 最大의 줬果흘 얻도록 달성할 것인지에 대하 

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環境改善은 막대한 投資를 훌하는 반면 投資財源에는 절대적 制約이 있다. 그렇기 혜문 

에 最小의 費用우로 最大의 效果를 기하기 위한 環境펀榮防止 政策의 基本方向을 뚜렷히 

청랩함이 더욱 철실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環境部門計劃에 제시된 방대한 投資事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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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環境改홉이 받드시 장的인 負뼈(즉 親金)과 公的인 手段에 의해셔 추진되어야 하는지 

는 짐각한 一考가 필요하다. 本精에서 살펴본 뼈課金制度를 비롯한 環境펀梁에 대한 많은 

經濟的 接近方法들의 기본적인 정신은 요새 流行語로 民間部門主導에 의하여 環境問題플 

해결한다는 것이다. 물론 本碼에서 지적한 바 環境問題는 특수한 經濟탬題이기 혜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釋度의 公的인 手段의 介入은 펄요하다. 그러나 일단 民間部門主導

에 의한 環境、쩍梁 問題의 解決에로 環境政策이 전환된다고 하면 政府의 公的언 介入은 環

境에 관한 民間部門의 活動을 직접 · 간접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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