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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세가지 전제

이 글은 미래산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국토와 환경의 제약을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위해서 “미래산업”과 “서기 2000년”이란 논의의 두 핵심개념이

설정되어야 하며， 아울

러 논의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1. 미래산업의 의미
미래산업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주도할 중요산업을 돗한다.

이 글에서의 중요산업은 제

조업이 중심이다. 제조업중심의 미래산엽에는 전통산업이라 할 수 있는 “연기 굴뚝 (smoke
stack) 산엽”이 대종을 이루는 기간산업과 하이테크산업이 포함된다.
하지만

미래산업의 논의는

하이테크 산업(또는 첩단산업)의 가능성에 실질적인 관심이

있다.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교수
** 이 글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미래산엽연구반이

우리 사회도 하이테크산업을 나라발

위촉한 것으로 1987년 1월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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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선도적인 변수로 기대하고 있음은 이 시대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2.

서기 2000 년의 의미

마래산업을 하이테크산업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이 글이 전제하는 미래의 한국은 21세기

에 돌입하는 서기 2000년의 한국이다. 서기 2000년의 한국이 지닌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

나는 연대기(年代期)적인 것 (kronos) 부로 지난 4반세기의 경제성장추세가 앞:로도 지속할

경우， 내외의 전문가들이 예견하듯이 한국은 서기 2000년에 이르면 선진공업국의 대열에서
부동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돗의 2000년이다.
또 하나는 의미흔적인 것 (kairos) 으로 한국의 서기 2000년은 우리 사회가 산엽사회 또는
공업사회를 지나 완연한 고도산업사회 또는정보사회로 전환될 시점을 상정한다. 서기

2000

년에 즈음한 한국의 “미래”는 연대적으로 서기 2000년을 전후해서 정보사회가 사회의 전면

에 도래할 것임을 함축한다.
서기 2000년이 지닌 연대기적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의 함축이

우리의 경우는 서로 합치

할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전제이다. 연대기적인 서기 2000 1건이 함축하는 사실의 미래와 의
마론적언 2000년이 함축하는 바람의 미래가 합일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3.

논의의 방법

미래를 보는 연구의 시각은 세 가지이다.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객관적 A로 예견하는 사

실의 미래， 미래는 바람과 희망의 시점인 까닭에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를 중심￡로
한 당위 (當德)의 미래， 그리고 상이하기

마련인 사실의 미래와 당위의 미래가

서로 합치

하도록 노력하는 정책의 미래이다.

이 글에서 시도하는 미래연구의 시각은 당위의 미래이다.

당위의 미래를 논의하는 효율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위의 미래는 사실의 미래를 투엽 (input) 으로 삼아야 유효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미래의 사실적， 객관적 가능성이 탐색되
어야만 당위의 미래가 적실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1)

둘째， 당위의 미래는 정책의

미래라는 산출 (output) 을 낳는 투입(input) 이다. 당위의 미래가 제시하는 미래의 요구는 정

책의 미래가 가야할 방향을 암시한다. 지금의 추세가 바람직하다는 요구는 추세를 지속해야

한다는 정책의 과제가，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요구는 현재의

추세를 수정， 반전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정책의 과제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위의 미래는 사실의 미래와 정책의 미래를 잇는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것

이다. 곧 사실의 미래와 정책의 미래가 투영， 함축되기 때문에 당위의 미래는 그만큼 논의
(1) 미래연구에서는 사실의 미래와 당위의 미래를 통합한 연구가 폭넓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미래
연구의 궁극적 가치는 사질의 미래와 당위의 미래의 통합에 있치 때문이다.

탤파이연구방법이

바로 사질의 미래와 당위의 미래를 통합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사질의 연구가

미래에 가능한

사태의 구조적 전환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한계흘 극복할 수 있는 이캡이 있기도 하다.

한국미

래학회가 주관한 『서기 2000년의 한국~(과학기술처， 1970) 이 텔파이 방법에 의한 미래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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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이 있다.
당위의 미래를 논의하자면 무엇보다 오늘에 형성되고 있는 국민의

합의가 참고가 왼다.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오늘의 기대는 미래에 확보되어야 할 당위인 것이다. 현재학이 바
로 미래학이 될 수 있음도 바로 여기에 바탕이 있는 것이다.
국민의 오늘의 합의된 기대와 함께，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이 또다른 참고가 된다. 외국의 앞선 경험은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읽는 좌표가 되고 미
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은 내삽법(內揮法，

이라는 미래연구의

방법론을

형성한다.

이 방법론은

이

글에서

intrapolation)

다각적무로 원용될

것

이다.

n.

미래률 보는 시각

1. 낙관론과 비관론의 쟁점
미래산업을 논의하는 이 끌에서 관류하는 시각은 “비관론”이기 보다는
운 “낙관론”이다. 미래를 보는 입장 또는 시각은
다. 이를테면
고서

1980년에 미국의 청부위원회(연구책임자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를 이루는 비관론의

의

낙관론과 비관론이

미래시각인데

교차해 왔다고 하겠
1980) 가 작성한 보

Gerald Barney,

President) 는 “어둠과 파멸 "(gloom

견주어

이를 반박하는

Herman

“신중흔”에 가까

and

doom) 이 주조

Kahn과

Julian Simon

The Resourceful Earth: A Response to Global 2000 (1984) 은 미 래 의 가능성 을 낙관적 a

로-이를테면 핵발전소가 비록 인명에 끼칠 위험이 있다해도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발전
소와 견주어 볼 때 총체적￡로는 덜 위험하다는 식으로-전망하고 있다.

논의의 방향이 비록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두 보고서의
미래선택을 논의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를 던져준다.

대립되는 시각은 우리의

첫째는 지구상에는 얼마의 인구까지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쟁점이다. 낙관론은 1980년 기준의 세계인구의

두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이 지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 사람의 1 창의성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미래를 만드는 데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리고 물질적인 진보의 혜택이 세계에 골고루 확산되는 날에는 인구증가는 자연적￡로 안정
될 것이라 낙관한다. 비관론의 업장은 정반대이다. 곧， 이미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인구가

있고 그래서 인구폭발의 지경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존을 지탱해 주는 여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정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인구성장을 억제

또는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쟁점은 사람의 생존에

불가결한 공기， 물， 식물이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낙관롭에 따르.면 현재의 자연생태계는 상당한 탄력과 여유를 가지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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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현재의 농업 및 공업생산방식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다. 더구나 생태계의 위험신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

비록 문제가 생기더라도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발

생하더라도 문제에 대처하면서 그결 다룰수 있는 기술을능히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관론의 입장은 당연히 정반대이다.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형현인지에 대

해 우리가 알아야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운이다. 산성(顧性)비， 열대림의 대대적인
별채， 표면토양의 상실，

생물의 종의 상질에서

오는

위험이 위협적인 문제인데，

형펀은 그러나 자연환경과 조화홉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자연을 통제하지
서 자연환경과

우리의

옷하고 있다. 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봇하면 우리의 후손을

더욱 파멸의 지경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서로 대렵하는 세번째의 쟁점은 지구상의 에너지와 재사

용할 수 없는 자원의 재고가 인류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계속해서 늘렬 수 있을만큼 여유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낙관론은 예견할 수 있는 장래까지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한다. 기

름의 경우， 일시적인 부족현상이 생기곤 했지만 그건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자본투자의 불
충분 때문이라고 본다. 또， 어떤 자원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면 자유시장의 가격메차니즘

의 작용으로， 그리고 기술발달에 따라 대체자원을 공급，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관론은 거꾸로 자원의 재고는 한정되어 있는데다 몇몇 자원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유자원이 그런 보기라고 본다. 해서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이

석

모두 자원보존， 환경보촌에

힘써야 하고 재생할수 없는 자원을 아껴써야 하는 한펀，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는 생산
및 에너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미래를 대비하는 세가지 행동방식

미래를 살펴보는 데에는 낙관흔과 비관론이 이론적으로 양립하고 있지만， 실제는 세가지

의 정럽(鼎立)하는 행동방식이 있다. 첫째는

낙관론을 생활화한

“기업가형”이고， 둘쩨는

비관흔에 바탕을 둔 “생존자형”이며， 세째는 위의 둘을 초정한 “절충자형”이다.
기업가형의 행동방식에 따르면 자연은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는 보고인 까닭에 경제성

장을 늦추거나 중지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이라 본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나타
날 물리적， 환경적 결과해문에 현재의 행동이 위축될 것이 아니며， 문제가 생긴다면

기술

과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 큰 어려움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행동방식이다.

생존자형의 행동방식에서는 위험을 결머지기를 주저하는 한펀， 단기적인 문제는 별다른
관심거리가 아니다. 거꾸로 장기적s?..로 예견되는 사회의 위해 (危害)에 대해서는 뛰어난 안
목을 갖고 있다.
생존자형의 행동방식은 인본주의 (A本主義)를 늘리는 데에 역점을 둔다.

이 방식에서는

미래에 예기되는 위협은 무엇보다 물리적 환경의 오염이라 손꼽눈다. 때문에 경제만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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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만능의 사고방식을 불식한 채

사람들의 펄요흘 줄이는 것만이 한정된

자원으로 인류가

살아남는 걸이라 본다.

절충자형은 기업가형과 생존자형을 절충한 중도의 행동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세상
은 복장한 문제로 엉켜 있는데 문제의 해결은 위험과 기회 또는 가능성의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절충자형도 생존자형과 마찬가지로 위험부담을 싫어하지만，

위험이 있는 행

동이라도 회피하기만 하는 입장을 취하지도 않으며， 또한 성장하지 못할까하는염려때문에
어떤 위험도 무릅쓰려는 기업가형의 행동방식도 취하지 않는다.

3. 서기 2000년을 대비한 한국의 선택
가. 고도산업사회의 도래를 촉진할 기업가적 행동방식

미래에 대처하는 세가지 행동방식가운데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방식은 적어도

정보사회 또는 고도산업사회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업가형의 행동방식이

한국의 선택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 4반세기에 전통농업사회로 부터 산업사회로 전환시킨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만 미래의 한국이 고도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이 오늘의 한국사회의 합의인데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방식은 기업가형임은
자명한 논리이다. 이 논리는 국토가 협소(또는 토지의 부족)하고

로 인구는 풍부한 우리나라가 (2)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이 부족하지만 반대

존염성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데에 있어

야 할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자면 불가피한 선택이라 여겨지는 것이다.

기업가형의 행동방식이 고도산업사회의 도래를 차질없이 가져다
대는 납득할만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바람직한 미래를

는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문제와
도 속에서만

줄 것이라는 희망적 기

한계를 “의욕적" 0 로

정당성을 갖는다. 미래에 대한

성취해야겠다는 당위

극복하겠다는 적극적인 태

적극적인 태도는 (3)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달

하기 어려운 과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심리， 곧 자기실현적 예측 (self-fulfilling prophesy)
의 심리가

사람들에게서 내재화된 것이다.

과 믿음은

확신과 믿음의 현실화를

설명은

사람의 삶의 역사가

의 앞날에도

이 섬리의 이폰에 따르면

가져다 주는

말해 주는

자극과

미래에 대한

확신

기초가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

교훈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의 교훈이 우리 사회

다당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의된 믿음이다.

둘째， 한국사회가 미래에 확보하고자 하는 당위는 무역마찰， 자원전쟁， 국민의 기대폭발
같은 어렵고 어려운 정책의 시련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이야말로
(2) 21세기의 한국을 도시생활환경의

역설적이지

시각에서 내다본 연구(권태준， f2010년의 한국의 도시환경 J ，
『미래를 묻는다.!l， 제 7 집， 한국미래학회， 1982, pp. 79"'89) 에 짜르면 미래의 한국이 젊어진 문
제는 한가지 풍족한 것(인구)과 세가지 부족한 것(토지， 석유연료， 식량)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3) 과거를 회고하거나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에 미래를 내다보는 경우， 미래에 닥칠 변화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면 “공상형”의 미래관이 되고 거꾸로 적극적으로 바라보연 “발전형”이 된다.
발전형의 미래관이 지난 60년대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경제성장의 뒷받침이라고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 있다. 이한빈 (1968) ，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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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전이나 진보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비료라는 것이 또한 역사의 교훈인 것이다. 이민가
족들이 시련 끌에 풍요를 쌓고 있음이 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보기라 한다면， 2차대천 뒤

의 서독과 일본， 그리고 한국동란을 겪은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시련이 풍요를 낳았
던 역사적인 경험이었다 (4)

세째， 적어도 정보사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한국사회가 말전의 앞션 .:l.형을 갖고 있
다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가 앞서 겪었던 발전적 경험은 우리 사회의
장이이고， 다른 나라가 앞서 겪었던 퇴행척 경험은 우리 사휘가

귀중한 교훈이자 걸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반

교훈(反敎힘10 이 다.

이런 논지는 특히 지금까지의 일본의 말전의 방식에서 업종된다. 곧， 19세기에 근대화에
눈을 도기 시작할 당시에는 “서구를 따라잡자”는 구호자 말해 주듯이

서유럽이 일본의 미

래모형이었￡며 1945년에 패전한 뒤는 미국이 일본의 미래모형이었다 (Kato， 1985).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이제 더이상 일본의 모형이 아니고 따라서 일본의 미래는 모형을 갖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다. 우리의 경우는 많은 감정의 복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의 발전모형의 하나일 수 있고，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서유럽에서 교훈 또는 반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잇점을- 갖고 있다.

나. 고도산업사회의 완성을 예비할 절충자적 행동방식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사회와 고도산업사회의 “도래”가 기업가척 행동방식에 따라 가능
하다고 전제한다면 정보사회의 “완성”을 예비하는 행동방식도 오늘의 시점에서 탐색되어야
한다. 요늘의 산업사회와는 구조적우로 다른 고도산업사회는 새로운 행동방식을 요구할 것
이기 때운이다. 고도산업사회의 완성을 예비하기 위한 행동방식은 앞서 말한 세 가지 행동

방식 중의 하나인 절충자적 행동방식이다. 절충자적 행동방식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서는 그 개념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요늘의 산업사회가 성장일변도， 경제일변도의 방식을 생활화， 기업화 하는

과정에서 사람

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인 환경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
제적 합리성 대신에 문화적 합리성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지적도 그 가운데 하
나이 다 (Hal1，

1977).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우리의 경우를 살펴본 논의(金鎭셨， 1986) 는 미래롤 대비한 한국사
회의 장기적 선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합리， 정의， 도덕률의 새로운

준거에 의거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출이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

욕충족의 사회적 결과에 눈을 돌리는 것이고， 원자적， 시장적 인간의 효율이 아니라
(4) 한국이 시 련을 통해 발전 의 계 기 를 염 고 있 다는 지 적 (Economist ,
이 있는데，

사회

October 25. 1986. pp.15"'16)

이 지적에는 지금의 발전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1 인당 국민소득은 서기 2032년

에 비국올 따라 좌는다는 추계도 경틀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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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효율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다
고도산업사회는 다원적 사고방식과행동방식이 자연스런 사회이다. 다원성을 특칭으로 하
는 고도산업사회의 도래를 재촉하거나 고도산업사회의 완성을 예비하는 데에도

미래를 대

비한 다원적인 행동방식이 자연스럽다. 해서 고도산업사회를 재촉하려는 기업가적

미래방

식이 서기 2000년까지 지배적으로 통용될 것이지만 고도산업사회가 완성될 시점에는

절충

자적 미래방식이 기업가적 미래방식을 대신해서 통용될 것이다. 때문에 기업가적 미래방식
의 한쪽에서나마

기업가적 미래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절충자적 미래방식의

적용을 넓혀 냐가야할 것이다.

ß[.
1.

국토와 환경 : 논의의 훗점

국토와 환경의 개념적 유사성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국토와 환경의 두 개념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별될 만큼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해서 이 글이 시도하는 국토와 환경의 개념정렵을 위해 우선 두 개념의 의
미 함축을 다각적 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환경은 자연으로 주어진 것이라 한다면 국로는 환경의 개념속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다.
곧 환경을 땅， 물， 공기같이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여건￡로 파악한다면 망인 국토는 환경
이란 상위개념 속에 당연히 내재한다.

국토를 환경의 한 요소로 파악하는 데에 논리상의 차질이 없음은 특히 두 가지의 상황에

서 그러 하다. 하냐는 “국토는 유한하다”는 발상이 납득되 는 바와 마찬가지 로 환경 도 무한한
것이 아난 유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의 생존을 허략하는 수용능력 (carry

ing capacity) 의 측면에서 두 개념이 다갚아 유효하게 파악될 수 있다.
현상이 아난 구체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개념인 환경문제로 보게되면

또 하나는

환경을

환경문제에는 대기오

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곳인

땅은 환경의 개

념속에 무리없이 내포된다.

2.

국토와 환경의 개념적 상이성

한펀 국토(또는 땅)는 환경과 구별되는 것이 보펀타당한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학적으

로 살펴보연 두 개념은 서로 완연히 구별된다. 국로 또는 땅은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갖기를 갈망하는

회소재인데 견주어， 공기， 물， 햇빛 같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자유재로

환경의 요소는 대가를 치르지

여겨지기 일쑤이다당은 개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재인데 견주어 환경의

보존은 정부가

배다적으로 사고， 팔고，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공공재인

점에서도 두 개념은 구별펀다.

안문지리학 (human geography) 의 입장도

국토와 환경의 두 개념을 구별한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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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물리적안 땅의 크기는 절

대적이지만 국토를 이용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땅을 상대적이자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두 도시간의 물리적 거리는 일정， 불변이지만 교통발달

로 말미암아 오가는 데에， 이를테면 종래에 두 시간이 걸리던 교통거리는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거리 또는 땅이 상대적인
리학에서 보는 국토의 개념은 유한하거나
인

한 시간 거리로

교통거리로 파악된 경우이다. 해서 인문지

절대적인 의미의 환경이 아니라， 인간진취의 장

인간정주 (human settlement) 를 뭇한다. 국토를 인간청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기도 하다.

국로를 인간정주로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 시사를 도출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인간갱주는
-도시의 형성， 공업입지의

결정 등을 포함해서-사람의 삶이 운명이란

이름으로 선택한

것이다. 사람의 역할이 주체적인 입장￡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개입할 수 있
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또한 오늘의 당면한 환경문제는 인간정주 방식이 결과한 산
물이다. 해서 환경문제라는 결과는 인간정주 방식이란 원언을 개선함무로써 경감， 완화 또
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3. 환경과 환경문제
국로의 개념이 오히려 상대적인 것이듯이 환경의 개념도 다각적￡로 청의되고 있음이 현
실이다. 사람의 생존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환경 곧 “사람을 위한 환경”과 자연￡로 태어난

동식물이 함께 지구상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초된 환경의 개념， 곧 “자연올 위한

환경".9...로 환경의 개념이 이론적으로 구분된다. 환경의 이런 이론적 개녕은 우리나라의 경

우， 실무적￡로 수용되어 있기도 하다. 환경보전볍(1977) 에는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
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환경의 개념은 문제로 정의될 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환경문제는 늘어나는 인구

를 감당할 수 없는 천연자원문제， 그리고 원초적으로 늘어냐는 연구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문제로 양분된다. 두 가지 운저l 는 문제를 보는 정책적 시각에서 대조된다. 곧 에너치를 포

함한 천연자원 문제는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환경주의자 (environmentalist) 의 이론

적 염려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가격메카니즘 또는

기술개발(대체에너지 또는 대체자원

의 개발)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환경오염문제는 가격기구와 시장기구를 통해

의 정책개업이 불가피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조정， 해소될 수 없는 그래서 청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척 문제

가 되는 환경문제는 자원의 한계보다 환경오염(공해).9...로 압축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5)

(5) 우리나라의 행갱질무에서는 환경오염 또는 흥해흘

대껴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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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987)

국토와 환경에 대한 정부와 개인의 시각

미래산업의 션택에 있어서 국토와 환경의 제약조건을 논의하자연

업의 국토와 환경에 대한 태도가 논의의 중심이 된다.
태도는 국로발전과 환경보전에 공권력을

미래산업의 주체인 기

그러나 국토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행사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기업의 경제활동과

직첩 또는 간접의 영향을 주고 받은 개인이 가진 국로와 환경에 대한

이 있다. 따라서 국토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태도를 체계적￡로
국가)와 개인의 태도에 대한 지난 추세와 그런 추세에서

태도와 밀첩한 관련

논의하기 앞서 청부(또는

확인될 수 있는 태도의 미래전망

을 살펴보아야 한다.

1.

국토와 환경에 대한 정부의 발상법 : 지난 경험

국토와 환경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무엇보다 1960년대초 이래로

청부가 앞장 선 경제개

말정책의 방식에서 시사되는 바 크다. 무엇보다 국토를 국가경제성장의 능률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터전￡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국토는 산업업지의 능률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로
파악된 것이다.

국토상에서의 능률성의 확보는 집적경제의 추구로 구체화된다.

칩적은 국로상의 생산활

동을 집중일변도로 자극하게 되는데， 이 결과로 수도를 포함한 대도시의 급속한 비대와 공
업단지가 자리한 산업도시의

과열도시화현상이 확산되었다.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까닭에

(6)

국토는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국토， 지역， 땅을 인격적 질체 또는 목적가치로 파

악할 때에 생겨날 수 있는 국토보전의 미덕은 미처 자리잡지 못했다.

국토를 국가경제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장으로만 간주했던

정부의 태도는 환경에 대

한 언식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할만한 대가로 여기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새로 만들어
진 공업단지에 들어선 공장이 내뿜는 연기는 공해이기 보다는 오히려 공업발전의 상정 A로
여겨질 정도였다.

국가경제성장의 모습이 외형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던 60년대말은 환경오염이 간헐적이
나마 세상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울산공업단지에 자리잡기 시작한 중화학공장
이 내뿜는 매연으로 말미암아 울산의 삼산평야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예
로부터 이릅이 높던 울산의 배밭은 대기오염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이목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한마디로 미미했
악취로 한정시키고 있다.

에 대처하는데에

이런 볍적인 청의는 “산업고형페기물，

일조권 등

다양해져 가는 문제

한계가 있다” 한다(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Ii'한국의 산엽화와 공해문제~.

1981. )
(6) 국토를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갱부의 행태는

국토를 늘리는 간척사업이 중동건설에

중장비의 국내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고려되고 있음에서도 되풀이펀다.

동원되었던

미래산업의 선태에 영향을 마칠 국토와 환경의 제약

다. 경제의 능률성과

6!:J

환경보전에는 양자택일적인 관계 또는 상충 (trade-off) 관계에 있다는

인식보다는 상보관계의 가능성이 과장되게 인식되곤 했다.

이를테면 경제성장의 덕분으로

시재정(市財政)이 녁넉해지면 도로포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지를 줄일 수 있다거나

시민들의 생활형펀이 냐아지면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될 수 있고

그래서

수질오염이 줄어

든다는 식의 발상이 환경오염의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호도하곤 했다(한국기독교 사
회문제연구， 1981; 원김형， 1983).
국가경제성장과는 상충관계에 있고， 퇴치 또는 해소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업이 필수적이

라는 인식의 등장은 우리의 경우， 환경보전볍의 제정(197η 과 환경청의 설치(1980) 로 구체
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정부조치는 팽창경제 일변도의 국가발전방향에 제동을 결만
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환경보존이 나라발전에서 불가결한 중요 사회가치라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이었다.

2. 국가발전의 목표가치로서 환경보존의 미래
환경보존에 대한 국가정책의 관심은 장차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환경보존
과는 상충관계에 있는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한다 하더라도
한 환경속에 삶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된 「삶의 질」의 향상을

본질적￡로 경제성장이란 쾌적
제고하는 수단일 뿐이다. 따

라서 환경의 비중은 경제성장의 방향과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 척도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환경보존의 기준이 정보사회가

도래할 시점까지 그 장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또 다른 상충관계가 있는 격차문제를 오히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
로 간주하는 사회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래로 추진되어 온 경제성장은 지역간， 사회계층간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 정
부정책의 노력도 작용한 까닭에 몇몇 격차는 그 지표의 수치가 감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만 격차는 논리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성적 하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서 오늘의
사회분위기는 더 많은 사회복지 또는 사회정의의 현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장

차에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정의라는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경제성장의

목표와 상충관계에

있음은 불론이고 환경보존의 가치와도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의 복합성이 생겨난다. 이

를테띤 공업단지주변에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인근주민에게 경고할 경우， 여유
있는 계층은 직장이나 주거를 옮킬 수 있는데에 견주어 저소득충은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한
다(온산공업단지 주변의 농어민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고도산업사회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내결 국가발전의 목표가치， 목표가치 사이의 우선
순위 결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1970년대말까지는 국가발전의

목표는 경제성장이

란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을만큼 단선(單線)적이었는데에 견주어， 80 1건대에 들어서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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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또는 사회정의의 실현) 같은 가치가 가중됨으로써 복선척이 되었다.
복선척 또는 다원적인 국가발전목표는 개별목표가치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

의 조정 또는 조화에는 복합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말전을 경제 • 사회
적 국면에서 한정시켜 따져 볼 때， 고도산업사회가 도래할 시점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도，
“3E"(경 제 성 장의 economic growth 또는 efficiency, 형 평 성 의 equity, 그리 고 환경 의 environ-

ment

conservation) 의 목표가치의 조정이 계속적인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다.

3. 환경정책의 지난 경험과 장래의 전망
환경보존에 대한

정부정책의 지난 경험은 몇가지 특색이 있다.

하겠다.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예휴， 추적， 해결유도에

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상황적 A로

첫째는 상황적이었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기

대처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정책적 육성대상인

제조업체를 공업단지에 업지시킨 경우가 그러했다. 공업단지는 거기에 업지한 공장들 사이

에 기술적 연계효과， 교통비의 절감과 같은 외부경제효과를
동시 에 공장이

파생 시 키 는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환경 오염 을 공장단지 안에 내 부화(內部化， internalization) 하는，

곧 외부불경제를 장소적오로 한정시키는 상황의 설청이다.
환경청책의 경험에서 나타냐는 두번째 특정은 실질적이기 보다는 상칭적이었다는 사실이
다. 환경청의 설치， 환경보전법의 제정이 상징적임은 우리사회의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안
에서 환경행정이 보사부에서 떨어져 나와 비록 독립된 외청￡로 승격되긴 했지만 경제기획
원， 상공부같은 부처에는 미치지 옷함이 그결 말해준다.

상정은 실질화를 향한 중대한 한

걸음이긴 해도 상징은 상정일 뿐인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세번째의 특정은 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원인요법이기 보다는

이었다는 사실이다. 환경보존법에 따라 공해업소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의

대증적(짧뾰的)

적청가동을 감시

할 갱보체계가 지극히 불비했다. 공해방지시설의 적정가동은 공해의 비용을 기업이 내부화
한다는 뭇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함에 따라 취해진 정부의 조치는 정부·가 내부화하는 대증
요볍을

쓰게

이는 것도
원칙이

된 것이다.

대증요법의 대표적 보기는

포함된 한강개발은

실현되지 않은 채

국민

공해발생자가
또는

비용을

한강개발사업이다.
부담하는

시민의 세금￡로

이른바

공해의 비용을

수질오염을 줄
“이용자부담”의
부담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이나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계몽 또는 “지표제시
적계획 "(indicative planning) 을 통한 도덕적 설득 (moral suasion) 은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

졌다. 70년대에 일어난 두 차례의 기름파동이

그런 성과의 창출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 철약이냐 폐기물재활용이 개인이나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일이었다(한국자원재생공사，

1986).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지만 그런 성과가 이루어진 것은 이를테면 전기제

품을 쓰지 않을 째는 전기코드를 빼어 둔다든지 또는 조명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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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keeping) 의 방식에서 이루어진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의 환경보존방법이었다. 다시말

해 오염 을 줄이 기 위 한 “기 술적 진전 "(technological

breakthrough) 은 미 처 궤 도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다.

환경보존에 대한 정부정책의 지난 경험은 청부정책이 장차에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자명
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뒤집으면

그게 바로 정책의 방향이 되기 때

문이다. 상황적이기 보다는 구체적 또는 정연대결의 정책야，
정책이， 대증요법보다는 원인요법에 더욱 의존하는 정책이，

상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규제보다는 가격， 세금， 보조

금을 이용하는 금전적 장치를 이용하여 기업가로 하여금 자발적， 자동척으로

오염방지 또

는 자원절 약에 참여 (Schultz, 197η 하도록， 그리 고 오염 방지 가 “집 단속” 수준이 아니 라 “기
술적 진전”무로 촉진되 도록 유도해 야 하는 것 이 다.

4. 개인들의 환경의식 : 추세와 전망
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의식이 계발되고 있음은 지난 10 여년에

나타난 비교적 새로운 사

태전환이다. 그 의식도 대체로 수질의 위생도， 농작물의 안전도와 같은 생활환경의 오염에
한정된 것이었다. 비록 하천오염 때문에 기형의 고기가 발견되고， 공장폐수로 말미암아 김

양식 같은 축양엽(홉洋業)의 피해가

생겨남이 보도되곤 했지만

대체로 환경오염은 “냐의

일”이 아닌 “강건너 불”인 채， 실감활 수준은 아니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음은 개인들의 일상생활의 지배적인 가치가 가난의 극복에 있
었기 때문이다. 해서 개인들은 대부분이 안정된 소득，

안정된 일자리에

가치선호를 둔 채

환경에 대한 관십은 절실하지 않았다.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나서는 인구이동에서도 취업기
회， 소득기회가 가장 중요한 이동의 동기로 작용했고

문화적 쾌적성(교육기회 같은)이 부

차적(副次的)인 이동동기로 작용했을 뿐 환경은 이동의 동기로 거의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중산충 또는 보통사람이 사회전면에 등장하게 된 1980년대에 접어들어 환
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구가하게 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의 전환은

환경이 확산될 수 있는 대도시외곽￡로

보통사람이

그러나 쾌적한

주거를 이동하는 주거의 교외화현상이라든지 대도

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야(山野)에다 “제 2 의 집 "(second home) 을 마련하는 외국의 추세가
나타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환경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험이 다른 형태로나마 나타냐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곧， 명승지나 휴양지에 “콘도미니움”이

지어지고 보급된 것은 한정된

할지라도， 자가용의 보급에 따른 개인의 이동성증대로 말미암아

고소득층의 경우라

휴일과 휴가철에 산과 바

다를 찾는 일이 보펀적안 정경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그렇다 (7)

(7) 서유렵의 커준에 따르면， 위략목적의 토지수요는 50 언이 1핵다르를 요구한다고 한다 CHaU，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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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로 비추어보아 쾌적한 환경의 선호는 장차에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가속적
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같은 사회제도가

정보사회 특유의

자유업종이

크게

늘어나고， 주 2 일 휴무제

널리 퍼지연 일부제충에 한정된 일이겠지만 「세컨도 홈J ， 쾌적성을 찾는

주거의 교외화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인구이동을 통한 삶의 자리의 결정에는

구체화될 소지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주거이동，

환경의 쾌적성 (amenity) 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환경의 쾌적성을 적극적 A로 추구하는 추세는 여유있는 계층에서
된 사회적 수요이다. 그러나 비록 소극적이긴 해도 적어도 환경의

나타나는 비교적 한정
위해로부터 벗어나썩는

요구는 이미 오늘에도 폭넓게 퍼져있는 행동방식이다. 해서 환경의 위해를

벗어나려는 행

동방식은 장차에는 사회의 전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

V.

국토와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시각

기업에서 바라본 국로와 환경의 의미는 이익극대화(동시에 비용극소화)를

도요할 수 있

는 업지의 선정에서 구체화된다. 신설， 확장， 이전을 포함한 산업체의 입지선정에는 원료，

노동시장과의 접근성， 본사와의 연계가능성과 같은 “기회추구적” 행태와

환경규제와 같은

“제 약극복적 ” 행 태 가 중요 업 지 인자(location factor) 로 작용한다.

기회의 적극적 추구는 공간경제， 곧 집적경제의 잇점이 자리한

국로의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제약조건의 극복은 규제와 보존의 대상인 환경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업

의 실제적인 업지행태에는 기회추구적 요인과 제약극복적인 요인이‘한묶음의 기업입지인자
로 나타난다. 한 묶음의 입지인자의 미래전망을 하기

앞서 업지인자의 지난 경험을-그것

도 대세라고 확인될만한 경험을-국토와 환경의 두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유효한
설명이다.

1.

기업이 보는 국토의 의미

가. 국토와 산업체의 입지 : 과거의 추세
국토상에 산업이 입지했던 지난 경험은 정부의 의도적 정책과 이들 정책을 직접 또는 간
접 으로 수용한 기 업 의 공간적 응과정

(spatial adaptation process) 의 산물이 었다. 산업 이 국토

공간상에 업지했던 일차적이자 압도척인 모습은 집중 (concentration) 이었다. 집중은 집적경
제 를 물리 적 인 방법 o 로 확보하는， 다시 말해 산업 활동과 필수적 ￡로

연관된 다른 관련활

동과 물리적으로 근접하는 공간행태인 것이다.

77), 이 계산대로라면 서기 2000년 즈음에 우리나라 인구를 5， 000만명으로 가정할 때 위락용
토지수요만도 10， 000km 2 에 달한다. 이 정도의 규모는 1980';i 현재의 우리나라농경지의 (22， 443

km 2)

절반에 해당한다. 위락용에는 시설투자도 막대하지만 토지확보가 산림지로부터 전용되어

야 하는 문제가 어려운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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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특히 이른바 시장지향적 산엽체는 대도시안 또는

업체간의 외부경제적 유대가

대도시외꽉에 집중되었고， 기

중요한 산업체는 대규모 공업단지， 또는 공업단지를 갖고 있

는 공업도시에 집중되었다. 수도권안의 경인콩업지대

그리고 포항-울산-부산-마산-창원을

잇는 공업벨트가 형성된 것은 모두 집중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산엽체가 국토상에 입지하는

또다른 모습은 집중과 반대되는 분산이다.

도시의 접적경제를 추구하기 보다는 산업체에 필수불가결한 원료의

분산의 경우는

산지의 근접성을 추구

할 때 주로 나타나는 공간행태이다. 시멘트산업， 농가공산업이 분산적

공간행태를 선호하

는 산엽체이다.

나. 국토와 산업체의 입지 : 미래의 전망
산업체의 공간업지행태는 접적경제의 입지적 관성(locational inertia) 이란

래의 산업입지는 대세(大勢)인 집중과
내면서 한펀으로 집중과 분산이 절충된

특성때문에 미

부분세(部分勢)인 분산의 대조적 행태를 계속 나타
제 3 의 행태，

이른바 “분산적 집중" (decentralized

concentration) 이 중요한 자리 를 차지 할 것 이 다.
분산적 집중은 무엇보다 교통과 통신의 현대화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도시의 접적경제를 선호하는 추세는 변함이 없지만，
리 적 근접

(spatial propinquity

또는

spatial

산업체가 특히 해

그 선호방식이 종래는 대도시와의 물

association) 이 었다.

그러 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

로 말미암아 산업체는 대도시에 물리적，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고도 대도시의 집적경제에
접근가능하다. 해서 물리적 근접없이도 대도시의 집적경제가 확보가능한 상태인 기능적 접
적

(functional agglomeration) 이

더 욱 확대 될 수 있게 된 것 이 다.

기능적 집적은 대도시주변무로

방사된

고속도로 또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주변

에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기능적 집적이 나타난 벨트모양의 지역은
市) 또는 도시회 랑(都市回願，

메갈로포리스(巨帶都

urban corridor 또는 development axis) 을 이루게 되는데

이

런 지역에 산업체가 자리한 모습이 분산적 집중의 모습인 것이다. 산업체가 분산적 칩중의
장소를

선호하는

것은

인접한

대도시의 도시화경제 (urbanization economies) 를

있는 데다 대도시안에서 첨증하는 혼장， 높은 지가에서

구할 수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이테크 산업은 거기서 환경의 쾌적성도 누렬 수도 있기 때운이다.

2. 기업이 보는 환경의 의미
기업이 관심을 갖는 환경은 문제중심이다. 기업의 관심은 환경오염， 에너지이용， 토지이

용이 란 구체적 문제 로 압축된다 (HeaIty， 1982). 이 런 세부 환경 문제 의

측연은 정 부의 산업

화정책， 환경청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환경오염은 정부규제의 대상인데 오염의 전면
법￡로 규제되거나，

또는 부분(일정수준 이하로 유지) 규제가

오염퇴치를 겨냥한 과세 또는 자금지원과

disincentives) 청 책 의 매 장이 다.

같은 유얀 (in<;ep.tÍ'\:tlS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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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같은 이

른바 조장행정의 대상이다. 에너지절약의 「이니시어티브」는 기업에 있는 까닭에 정부가 직
접무로 개입하는 환경규제와 성격상 구별된다.
토지이용은 환경오염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직접적 개업이

국토계획，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이름무로 이루어지는 공공재 (public goods) 이다. 때문에 기업의

선택은 수동적

인 준수 (conformity) 임 이 특정 이 다.

환경오염， 에너지절약， 토지이용 가운데에서 환경오염과 로지이용의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일차적으로 정부의 관심이자 책임이지만

시민 또는 개언의 관심이기도 하다. 산엽체의

쉽지가 무엇보다 주거커뮤니티에 위해(危害)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공장의 신설 또는 확
장을 반대하는 시민 또는 개인의 태도는 기업의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와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이 확대될 장차에는 우리의 경우도

다른 나라

공장의 입지 또는 확장이 시민

의 반대에 부닥철 공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가. 에너지이용

1) 산업화와 에너지수요
60년대 이후의 산업화과정은 에너지수요의 급증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8) 산업생산은 곧

에너지의 소비를 뜻하기 때문이다. 쇠를 녹이는 데에， 화학물질을

반응온도까지 가열하는

데에， 그리고 발전보일러를 가동하는 데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산업생산과

비 례 하여 늘어 나는 에 너 지 소비 는 “산출효과"(output effect) 적 인 에 너 지 수요이 다.

지난 4반세기의 우리나라 공업화과정이 기간산업 확충에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수요를 자
극한 산출효과는 특히 높았다. 기간산업은

에너지 고소비적인 산업이

다. 미국의 경우는 제철， 비철금속， 정유， 제지， 화학공업이 에너지

대부분이기 째문이
고소비적인 산업￡로

지목받는데， 우리의 사정도 그와 크게 다룹 바가 없다. 1981 년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비중은 화학공업(1 7.9%) ， 섬유공업(1 3.5%) ， 철강공업(11. 6%) , 기계공엽 (4.8
%)의 순서이다.

그러나 에너지 수요를 결정짓는 효과에는 에너지수요를 자극하는

산업의 산출효과도 있

지만 거꾸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 이른바 “보존효과"(conservation effect) 도 있다.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 값싼 대체에너지의 이용은 보존효과를 늘리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관심이기도 한 에너지의 보존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

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보존계획은 중단기적무로는 (1)비능률적인 보일러，
버너같은 시설을 에너지절약적인 것무로의 대체，

(2) 생산과정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가

능한 에너지의 이용확대， (3) 공업단지안에서의 냉난방시설의 공동설치가동， 그리고 장기적

(8) 우리나라의 산엽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1983년 현재， 41. 9% 이다. 나머지는 주거 및 상엽용
(35.9%) , 교통용(1 5.5%) ， 그리고 기타 (6.7%) 로 구성된다. 1982년 현채， 일본의 경우는 산엽
체가 전체에너지에서 53.1% 를 소비한다 (Ki!n and Jeong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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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에너지 고소비적인 산업보다 에너지 저소비적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일차년도인 1984년에 이마 괄목할만한

개펀하는 것이

성과를 거두었다

고 명가되고 있다 (Kim and Jeong , 1986).

2) 에너지보존의 미래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의 미래전망은 계속 늘어날 산업생산때문에

산출효과적인 에너지

소비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제초엽의 에너지소비가 1981년에 2， 257(10 억원)이었는데 서기
2000년에는 그보다 3.2배가 늘어난 7， 215 (1 0 억원， 1980년 불변가격).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증가추세는 1990년까지는 해마다

7.1퍼센트로， 1990년대는

5.6퍼센트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 병 호， 1984).

에너지수요를 자극한 산출효과로 말미암아 그만큼 보존효과를 늘려야 할 사회적， 기업적
정당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보존효과를 늘리기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적
기술개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적 산업 A로 산업구조를

개펀해야 하는 과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절약적 기술은 기존시설의 정비 • 보수를 통해서는 20'"'-'40퍼센트가，

새로운 시설

의 설치로는 40'"'-'60퍼센트가 절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망은 밝다 (Dean， 1980).

그러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환경요염을 유발시킬 부작용이 따를수 있다. 이를테면 기름대신에 석
탄을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면 에너지비용은 줄어들겠지만 석탄연료로 말미암은

대기오염은

가중될 것이다.
냐. 공해규제

1) 공해에 대한 산업체의 태도변화
공해에 대한 기엽체의 태도는 공업화 초기에는 공해문제에 대한 외면이 특색이었다.

공

해물질을 기업체에서 내부화하려는 태도는 찾아불 수 없는 채 사회비용￡로 전가하는 태도

로만 일관해 왔던 것이다. 그러냐 산업체가 배출한 공해가 인근주민의 피해로 구체화되고，
그것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웅급처치적인 보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울산공업
단지， 온산공업단지 등 공업단지 주변의 해양오염，

대기오염 때문에

주민들의 생계위협，

건강위협이 뒤따랐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컸다.

장차에는 산업체가 발생시키는 콩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이런 인식의 고조는 첫째，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높아질 관심에 의해서， 둘째， 공해퇴

치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산업이 되고 있고， 적어도 국가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그리
높지 않다는 외국의 앞선 경험 (9) 에 의해서 자극될 것이다.

2) 공해퇴치의 미래
(9) 환경규제로 유발되는 산업생산이 국민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미국은 2% , 일본은 20% 라고
한다. 1980년 현재 미국의 경우 환경규제로 말미암아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올랐는데 견주어
질엽융을 0.4% 만큼 강소시켰다 (Roysto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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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두가지 개념을 중심￡로 전개된다. 하나는 “산출효과”

(output effect) 이 고 또 하냐는 “산출단위 당 오염 배 출효과"(pollution-per-unit effect) 이 다. 앞
의 것은 오염의 퇴치에 따라 산업생산 곧 산출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효과를 말하고， 뒤
의 것은 오염퇴치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출단위당 오염배출의 비율이 변화함을 뭇한다.

산

출효과와 산출단위 당 오염배 출효과는 기술변화와 규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 게 된다.
산출효과는 기술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오염퇴치기술의 발달에 따

라 오염을 줄이는 것이 기업에다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
다. 이를테면 에너지와 원료값이 높아점에 따라 종래에는
속에서 원료 또는 에너지흘 회수하는 것이

비싸집에 따라 폐기물에서 수은을

산출효과가 생겨난

그냥 버려지고 말던 산업폐기물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됨을 뭇한다.

회수하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고，

수은값이

제지공장에서 버리던

화학펼표액을 태워서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것이 그런 보기이다.
산출효과는 근본적￡로 기업체가 오염물질을 생산요소의 낭비를 가리키는 지표로 그래서

오염의 퇴치는 비용의 소요가 아니라，

요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파악함￡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Royston， 1980). 이런 경향은 관련 과학자， 기술자의 지대한 호
응 때문에 더욱 확대될 초짐이 있다. 과학자와 기술자는 누구보다도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기흘 열망하기 해문이다.
그러나 산출효과를 낳을 수 있는 기술개발이 문제가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퇴치하고자 하는 요염을 줄이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그 기술이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제철공장에서

첫째，

또 다른 오염을 발생시키는

새로 개발된 용광로가 아황산가스를

줄이고 있지만

거꾸로 많은 분진올 뿜어내고 있는 것이다.
풀째，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오염을 줄이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뒤라도

떤 문제를 낳을 것인지 의문스러울 경우가 있다. 페인트나 플라스틱을

그 기술이 어

만드는 산업공정에

서 효소를 사용함으로써 요염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효소를 조작하는 유전공학

기술로 말마암아 폐기물속에 생명체가 우발적으로 버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이다.

세째， 기간산업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실이다. 기간산업의 기술 그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완만하다는 사

이를테면 알루미늄 제련

기술은 1886년에 개발된 것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기간산업의 오염물질을 해결하는 기술은

기존의 공학적 기술의 응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더라

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실용화되자면 적어도 1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간산업체

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대단히 천천히
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

미래산업의 선돼에 영향을 미칠 국호와 환경의 제약

77

산출단위당 오염배출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미래의

당위이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첫째， 최신의 오염퇴치기술을 설치하도록

신설공장을

규제하기는 쉽지만 기존의 공장에 대한 오염규제를 강화하기가 어렵다. 기존공장은 신설공

장에 요구되는 오염규제보다 완화된 오염규제를 요구받더라도 기존업체의 경영주는 경영악
화의 가능성의 이유를 내세워 오염방지기재의 설치를 지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업

체가 지역사회에서 주요 고용기관일 째는 지나친 오염규제의 강화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
을까가 지역사회의 염려이기도 하다.

또한 규제블 통해 산출단위당 오염배출효과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오염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염배출 기업체가 생산량을 늘릴 경우에 해당 지방의 오염수준은 더욱 높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환경규제를 위한 토지이용

1) 토지이용의 논리와 현황
산업체가 장소적￡로 환경규제를 받는 것은 토지이용을 통해서이다. 산엽체에 대한 토지

이용의 규제는 도시지역내에서는 도시계획，

지역단위에서는 지역수준의 특별계획， 그리고

국가적무로는 국둥이용계획이 있다. 도시계획에서는 산업체가
확정되며， 지역단위의 특별계획은-이들 계획은 중앙정부가

업지할 수 있는 공업지역이
주로 담당했다-1960년대초에

울산공업 특정 지 역 (1 966) 도 포함된 특정 지 역 계 획 이 냐 1970년 중반에 업 안된 수도권정 비 기 본
계획(1 98 1)이 보기인데 이른바 이 수도권재배치계획에는 수도권을 “이전촉진"

“개발유보’，

“제한정비”， “자연보전”의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특히 산업체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로지이용의 원칙은 다른 활동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듯이 산업활동에서
경오염과 같은 장소적

외부효과 (externalities) 를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환

지정된 장소내에다 내부화

(internalization)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활동을 포함한 제반 활동을 일정 토지와 결
부시킨 토지이용의 획정은 활동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갖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활동은 변화할 소지가 항존하지만

토지

그 활동이 고착된 땅은 관성

을 가진 시설물과 결부되기 일쑤이기 째문에 활동과 로지이용간에는 차질이 생기기 쉽다.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산업체가 로지이용에서 겪었던 문제는 관련 규제의 변경 또는 강화

때문에 기존업체가 기존의 공업지역으로부터 이전명령을 받았을 때

생겨냐는 마찰이었다.

도시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도시내 공업￡로 부적격하다고 판정받은

공장이 이전명령을 받

았거나 상수도 취수원이 오염의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대도시의 부적격업체로 판정받아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명령과 함께 새로 초성된 공업
단지내에 대로(代土)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산업체의 활동에 커다란

던 사례이었다. 이를테면

옮겨갔떤 갱우가 그려했다.

서울시내의 환경오염엽소의 일부가 수도궐내인

차질을 빚지 않았

반월공업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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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규제와 관련된 토지이용의 미래

산업체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로 생겨나는 토지이용의 변경사유를 정부당국이 대안적인

공업단지를 집단적￡로 조성했을 경우와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 개업이나 지원없이 민간기
업체의 책엄아래 산업체를 증설 또는 신설하는 경우가 많아질 미래에는 산업체의 로지이용
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반기던 과거와는 달리， 산업체로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요구가 고용기회의 창출만을

말미암아 생겨날 고용효과와 환경위해(危害)의 상충성을

심각하게 저울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체의 투자증대는 장소적 A로

기존공장의 교체 또는 확장과 신규공장의 신설(기존공

장의 이전포함)로 나타난다. 기존공장의 교체 또는 확장은

기존의 공업지역내에서 이루어

지 는 일 인만큼 이 른바 “갈색 지 역 의 확장"(brownfield expansion) 이 라 지 칭 되 고 이 와 대 조되

게 신규공장의 신설은

공업과 관련이 없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돗에서 “녹색지역의 개

발~ (greenfield development) 이 라 불려 워 진 다 (Healy， 1982; Stafford, 1977; 1985).
환경규제가 강화될 미래에는 산업체가 녹색지역의 개발방식보다

갈색지역의 확장방식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다. 첫째， 이미 투자한 곳이나 투자한 이웃에

새로 투자하게 되면 폐

기물처리에서 규모경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유사업체 또는 유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생산활동을 늘리는 것이 그렇지 못한 곳에서 늘리는 것보다 공장시설의 인 ·허가가

철대적으로 수월하다. 세쩨， 공장에서 배출되는 일정량의 오염물질방출이 불가피하다면 기
존의 공업지대 또는 공장부지 주변에서 추가되는 공해 비율 (percentage) 은 새로운 공장에서
확인될 공해비율에 견주어 아주 낮다.

그만큼 공해배출업소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염려가

줄어든다. 네째， 기존시설주변의 사회 • 경제쩍 변화는 점진적인데 견주어 새로운 장소에서
의 공장건설은 굽격한 경제 • 사회변화를 초래할 것인데
다. 다섯째， 새로운 장소의 물색은 그곳에 대한

이는

기업이 바라는 변화가 아니

정보의 부족，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동반

하는데 불확실성은 기업에다 비용을 안겨다 준다.
그러나 기업이 확장 또는 증설의 방법， 곧 “갈색지역의 확장” 방법을 선호한다해도 어려
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기업의 현지확장이 공장주변의 쇠락한 주거지역을 매입해야
가능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파괴한다는비난이 예상된다. 둘째， 공장이 자리한기

존지역이 이미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정부당국이 판정한 경우， 증

설 또는 확장의 인 ·허가를 얻어낼 수 없다.
기존공장 안팎에서 증설 •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기업체는

새로운 공업지역， 새로운 공

장부지를 탐색하게 된다. 예상되는 기업체의 행태는 세가지이다.

첫째， 정부당국이 지역개

발 또는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곳에 입주하는 것이다.
이는 공업개발의 초기과정을 최근에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이다. 둘째， 기
업의 책임아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경우는 기존엽체 또는

유사엽체가 자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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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까운 장소가 선호될 것이다. 먼 장소는 그만큼 기업에다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

기 때문이다. 세째， 환경오염과 관련된 토지이용의 정부규제 그리고 로지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은 대규모의 사엽체일 경우 크게 높아진다. 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경우는

소규모의 시설로부터 시작할 공산이 높다. 네째， 토지이용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다국
적 기업적 생산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공업이 어제，

오늘 「월드 카J(world car)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이런 방식은 다른 이
점과 더불어 엔진제조공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국적 기엽의 생산방식은

오염같은 부착용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내수요의 위축

이 따른다. 국제적 S로는 환경오염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리고 다
국적 기업의 생산방식이 부족 자원의 안정적 공급방식이 되기도 하는데

일본의 오늘의 형

펀과 같이 “침략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염려도 높다.

VI.

미래산업의 입지조건

미래산업의 발생은 미래산업이 장소위에 자리잡는 입지로 구체화된다.

미래산업의 입지

에는 국로상의 안간정주초건이 순작용인자(順作用因子， pulling factors) 로서，

환경의 고려

는 역작용인자(행作用因子， pushing factors) 로서 작용함은 앞서 지적한 바이다.

첨단산업 또는 하이테크산업과 기간산업도 포함할 미래산업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

니지만 청정산업 (clean industry) 과 비청청산업으로 대청적￡로 구분될 수 있다.

산업은 오염으로부터 자유스런 산업 (1이인데

하이테크

견주어 기간산업은 그 공정이 대체로

불결하

고， 공장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고 에너지 고소비적인 산업이다.

미래산업의 업지에 순작용할 인자와 역작용할 인자는

산업화 과정을 앞서 겪고 있는 선

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의미있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표 1)은 미국의 500대 기업의

산하

공장을 표본조사한 입지인자들이다. 10대 중요입지인자 가운데에서 “환경규제”는 환경규제

적 조건인데 견주어 나머지는 접적이익의 개념속에 내포될 수 있는 국로적 조건이다. 설명
의 편의상 환경규제적 입지언자와 국로상의 접적이익적 인자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규제적 입지인자의 작용
무엇보다 산업업지안자로서

환경규제적 인자가 중요인자로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인자가 가까운

미국의 경우에 동장한 것은
장래에 산업체의 입지결청에

(1 0) 하이테크산업은 공해가 없는 산엽이라 하지만

공해가 전무하지도 않고，
그 피해가 없지도 않
다. 반도체산업이 생산하는 칩 (chip) 의 생산공청은 화학공정이라 할 만큼 많은 화학물질이 소
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음이 미국의 질리콘 계곡에서 운

제가 되고 있다(L.

Siegel and J. Markoff, 1981).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1':써e，

Jan. 26, 1987).

반도체공장의 화학물질은

엄신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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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위

순

l
2
3
4
5
6
7
8
9
10

1>

(1987)

10대 중요업지 인자(순위 l 이 가장 중요함)

청

정

산

업

비

노동력확보

시장접근성

교통펀의

노동력확보

시장접근성

원료확보

원료확보

교통펀의

청

청

산

「삶의 질」수준

환청규제

하부구조 및 생산지원시설

하부구조 및 생산지원시설

대기업풍토

공장지대의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

기업체의 지리환경

초기투자비용

「삶의 질」수준

기업체의 지리환경

대기업풍로

업

: Howard Stafford,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ndustrial Loc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Vo l. 75, No.2 (1985) , p.233.

출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사회적 기대수준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외국의 앞

선 경험이 중요 청보로 우리 생활에 빨리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에서 알 수 있듯

이 환경규제가 중요인자로 간주되는 것은 주로 화학， 제철， 기계， 제련공업과 같은 기간산

업의 경우이고， 전자공업 같은 청정산업이자 하이테크산업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
는 안자이다.
기간산업에서 환경규제가 중요임자로 부각되는 것은 설치공장의 규모나
가 아니고 부지를 구체적￡로 구할 때이다. 입지대상무로 고려되고 있는

종류를 정할 때
후보부지를 두루

물색하고 그 가운데에서 환경규제요인이 어떻게 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가 탐색하는 불

확질의 기간이 기업에 비용￡로 전가되고， 부담이 된다.

기업이 염려하는 불확실은 오염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가 아니다.

규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그래서 지역적 변이(變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환경규제보

다 기업이 탐색하면서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은

후보지역의 지역사회가 업지할 기업에 갖

는 태도이다. 기업의 입지를 환영할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기 해문이다. 지방
자치제가 가까운 장래에 실시될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규제적 측면에서 본 지역사회의 기

업에 대한 태도가 중요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집적이익적 입지인자의 작용

청정산업과 비청청산업은 순위는 다를지언정 4대 산업입지인자가 공통된다. 이 가운데에

서 청정산업에서는가장 중요하고， 비청정산업에는 두번째로 중요한 「노동력확보」 인자를 제
외하고는 나머지 세 가지 공통인자 cr교통펀의 j ， r시장접근성 j ， r원료확보j) 는 모두 20세기

초에 전개된 전통적 산업업지이론이 설명하는 바이다. 이 사실은 집적경제의 추구가 특색인
산업업지의 중요인자는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 o 로도그러할것임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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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통적인 입지인자외에 새로운

입지인자가 중요해지고 있다

는 사실이다. í삶의 질 J ， í대기업 풍로」가 그런 것에 든다. í삶의 질」의

인자는 총체적인

의미를 가진 접적이익을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개별적무로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업이 누리는 집적이익이 구체적￡로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의마하는가를 따져보는 개념

이다. 개인이 따져보는 삶의 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아 가장 중요한 산업입지인자인 노동
력확보의 가능성과 직결되는 인자인 점에서 그 중요성이 돋보인다.

「삶의 질」과 「노동력의 확보」 같은 인자는 특히
임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자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관심이기도 한 첨단산업의

이런 점에서 첨단산업의 입지인자를

별도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3. 첨단산업의 입지인자
전자산업， 유전공학산업이 대명사로 되어 있는 첨단산업은 아직 개념정의가 혼선을 빗고

있긴 하지만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냐는 연구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고 또 하나는 고용인력 가운데에서 과학자 및 기술자를 포함
한 기 술인 력 이 높은 비 중을 차지 하는 산업 이 다 (Castells，

1985).

개념정의가 여릿이듯이 첨단산엽의 질제 구성도 복합적이다. 첨단산업은 제조공장， 유흥
기지 (distribution center) , 기업본사， 기업지방사무소， 연구개발센터로 구성된다. 첨단산업
을 구성하는 실체별로 입지인자가 구별된다. (1) 제조공장은 노동력확보 가능성， 에너지확
보 가능성， 고속도로 교통망이， (2) 유통기지는 시장과의 접근성이， (3) 기업본사 및 기업지
방사무소는 항공교통망， 고속도로교통망， 관리 및 전운인력 의 확보가능성 이 , 그리 고 (4) 연
구개 발센터 는

전문기 술인력 이 가장 중요하고， 항공교통망， 고속도로교통망이 그 다음A로

중요한 입지 인자이 다 (Malecki，

첨단산업은 기업발생행태로서
리하여 신설되는 혁신적인

1985).
「스핀옵J (spin-off) 방식이-기존의 기업 S로부터 독립，

분

중소커엽이 생겨냐는 방식이다-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정이다.

스펀옵방식의 첨단산업은 입지인자가 더욱 구체적이다. 여기에는 (1) 과학 및 공학기슐자의
존재，

(2) 모험자본 (venture capital) 의 이용가능성，

(3) 연구중심대학의

존재，

그리고

(4) 항공 교통망의 이 용가능성 이 포함된다.
첨단산업은 이렇게 접적경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업지인자를
운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고급인력의 확보가능성이다. 첨단산업이

선호하지만 이 가
지식산업이자 두

뇌산업인 점에서 고급인력의 중요성은 자명한 사실이다.
고급인력의 업지지향은 대도시 지향이며， 그래서 그들이 자리잡은 대도시 바깥으로 주거

이동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기술인력이 미숙련노동력에 견주어 이동성이 높다는 것
이 상식이지만， 기술인력 가운데에서 상총부에 자리한 고급인력은 이동성이 거의 제한되어

있다. 그틀은 비슷한 칙종의 사랑과 함께

어울멸 수 있는 래도시경제， 대도시문화에 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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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집착한다 (11)

첨 단산업 의 고급기 술자， 첨 단산업 을 일으키 는 창업 가들인 이 른바 “골드 칼라 (gold collar)"

가-화이트칼라 위에 자리한 특수 계충이다-나타내는 대도시 지향성은 독특하고 각별하다

(Malecki, 1985). 첫째， 쇼펑， 레스로랑， 문화활동과 같은 도시적 패적성을 선호한다. 둘쩨，
이미지를 중요시한다.

여기에는 주변환경이 공원과 같이 짜여져 있어야 할 것，

있는 곳이 위신과 신분을 상정할만한 주소，

기업체가

이를테면 명문대학의 소재지 같은 주소이어야

할 것이 포함된다. 세째， 깨끗하고， 밝고， 카페트가 깔려있을 정도로 작업환경이 쾌적하여

야 한다. 네째， 근무조건이 자율적， 개인적일 수 있어야 한다.

Vll.

맺는 말

“하나뿐인 환경”， “하나뿐인 국토”라는 개념은 환경과 국토의 절대적
있고 그래서 늘릴 수 없음에
한펀으로는 이 개념의 집착은

압도되어 있는 개념들이다.

크기가 제한되어

이런 말상법은 청당한 것이지만

사람의 삶을 자칫 퇴행적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

크거의 제 약에서 우리 사회가 내 릴 수 있는 선택은 작은 국토，

절대척

한정된 환경을 크게 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국토와 환경의 절대적 크기의 작음에 “가위
눌리는” 입장이 아니라 작은 국토의 하도·웨어를 보람있게 쓸 수 있는 소프트 ·웨어 중심

의 방법을 논의한 것도 그 때문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암시하는 것도 이글의 의

도이다. 그리고 환경이나 국토를 종래와 같이 수단 한가지로만 생각하는 것은 금물엄을 강

조하고 있기도 하다.

“토지”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고 파는 것이 능사일 수 없는

“공간"~로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

사고방식의 전환은 헥신적인 사고방식의 수용만이 아니고 지킬만한 기존의 사고방식， 행

동방식의 발전적 전개도 필수적이다. 미래산업의 진홍이 첨단산업의 만능이 아니라 적지않
게 전통기간산업의 저력￡로 가능할 것임을 수용하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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