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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문제와 경제문제 

1. 자유무역의 이념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典*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흔히 21세기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국가간 

경제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전쟁을 주도하는 세계적 이념은 자유무역의 이 

념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의 이념은 세계 각국의 자유스러운 무역을 통한 상호이익의 증진을 

지향하는 이념이며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잘 알려진 대로 WTO가 자유무역의 이념 

을 전 세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추적 국제기구이다. 

흔히 21세기를 또한 환경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말은 환경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져서 인류 

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 뿐인 지구의 보전을 

위한 인류의 드높은 염원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환경의 시대에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 

한 인류의 공동노력을 주도하는 범지구적 이념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될 것이다. 1992년 유 

엔환경개발회의에서 소위 리오선언을 통해서 천명된 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현 세대 사랍들 

사이의 형형성은 물론 현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형명성을 지향하는 이념이며 우리의 모든 경 

제활동이 자연환경의 수용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최우션적으로 요구하는 이념아다. 

자유무역의 이념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앞으로 21세기 세계를 지배하는 두 이념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이 두 이념이 각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자유무역의 이념은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발전 내지는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이념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환경보전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이념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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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이념에 의하면 환경의 수용능력을 벗어나는 경제성장운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우리 나라 

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이나 과소비추방운동에 대하여 WTO와 몇 몇 나라들은 자유 

무역의 이념을 앞세워 시비를 걸었지만， 소비를 더 이상 미덕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의 이념에서는 그러한 운동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할 일이다. 

물론 자유무역의 이념이 환경문제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이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의 이념을 신봉하는 사랍들은 자유무 

역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주창자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효 

과적 정책이 동시에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주장 모두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자유무역의 이념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 

는 것 같다. 자유무역의 이념은 사익추구가 곧 공익이 된다는 신념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익추구를 정당화한다. 자유무역의 이념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서 사익과 공익은 조화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통할 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각 개인의 

사익추구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의 베일에 싸여 있다. 예컨대， 

기업틀이 오존충파괴물질이라고 하는 CFC를 개발해서 시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마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물질이 그렇게 엄청난 환경악영향을 가져오리라고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을 것 

이다. 심지어 CFC를 개발한 연구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CFC를 마시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행이 CFC의 경우에는 조기진단이 나와서 그런 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항 

상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암으로 죽는 사랍들을 보면 자각증상이 나타났을 때 

는 이미 손을 쓸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환경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개인 

의 무분별한 사익추구로 인한 환경악영향이 소리 없이 누적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터지면서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바로 이것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 

랍들이 진실로 걱정하는 바이다. 예를 들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경제성장만을 생각하고 

현재와 같이 화석에너지를 마구 이용한다면 결국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여 모든 나라가 공멸한 

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1997년 11월 일본의 교토회의에서 국제회의 

가 개최되었지만， 결국 만족할만한 타협을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말았다.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 

들의 눈에는 자유무역의 이념은 전체이익의 희생 위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무분별한 

행위를 부채질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이념으로 보인다. 그래서 “생각은 범지구적으로， 그러나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환경구호가 시사하듯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우선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보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시장과 환경문제 

우리 인간사회의 물질적 토대는 끈임 없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다. 이 생산활동과 소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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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끈임 없는 물질의 흐름을 바탕으로 영위된다. 인간은 필요한 각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서 해마다 자연으로부터 불， 석탄， 철광석， 목재， 석회석 동 수없이 많은 종류의 자연자원들을 

채취한다. 그리고 이툴을 이용해서 해마다 엄청난 양의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는데 그러 

고 나면 반드시 또한 엄청난 양의 각종 유형， 무형의 폐기물들을 자연에 다시 버리게 된다. 환 

경으로부터 경제에 투입된 자연자원의 총 물량은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경제로부터 환경 

에 다시 버려지는 폐기물의 총량과 궁극적으로는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자연자원이 경제에 투입되는 만큼 또한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폐기물이 환경에 

투기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투입량과 폐기물의 배출량 사이에는 일대일의 상웅관계가 

있다. 

우리는 흔히 대자연으로부터 자연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채취함으로 인해서 그 부존량이 감 

소하는 문제를 자원고갈의 문제라고 하며， 환경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지나치게 많은 폐기물을 

환경계에 버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환경오염의 문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두 문제가 지 

속가능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채취되어 경제로 유입되는 자연자 

원의 물량과 양태 그리고 경제로부터 환경으로 다시 방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물량과 양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은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느냐가 곧 경제로 유입 

되는 자연자원의 물량과 종류를 결정하면서 또한 환경에 버려지는 환경오염물질의 물량과 종 

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범지구적으로 자연자원의 고갈이 심해졌다는 것은 곧 우리인간의 생 

산과 소비활동이 자연자원의 고갈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환 

경오염이 심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은 마구잡이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자연자원 고갈의 정도와 양태 그리고 환경오염의 정도 

와 양태는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는 수요-공급 

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자연자원 고갈의 정도와 양태 

그리고 환경오염의 정도와 양태 역시 수요-공급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원리의 지배를 

받을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경제 

활동이 어떤 ‘신호’ 에 따라서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것처럽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신 

호란 각종 상품의 가격이라는 이름의 신호이다. 달리 말하면， 가격체계라는 신호이다. 예를 들 

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하는 일이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가격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윤을 

최대한 짜내도록 각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생산품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생산되는 상품 

의 가격이 오묘거나 내려면 새로운 가격에 맞추어서 생산량과 생산요소의 고용량을 다시 결정 

해야 한다. 생산요소의 가격， 예컨대， 임금이라도 오르는 날이면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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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만족을 얻으려면 각 소비자는 자신이 

사려고 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이에 맞추어서 상품의 구매량을 결정해야 한다. 만 

일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 상품의 구매량은 줄이고 그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량을 늘 

리는 방향으로 돈 씀씀이를 조정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각 기업의 생산활동과 각 소비자의 소비활동은 가격체계의 신호에 맞추 

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의 경제활동의 결과인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도 그들에게 주 

어진 가격체계의 신호에 맞추어 행동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환경오염이 사회적으 

로 지나치다고 하면， 우리 나라의 상품의 가격파 생산요소의 가격이 매우 그릇되었음을 의미 

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 

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시장기구의 기능에 무슨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 

고 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 시장기구의 기능과 결부된 문제를 혼히 시장의 실패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기구의 기능을 어떻게. 보완해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매우 놀 

라운 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언제도 및 시장기구의 활용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변 경 

제논리를 이용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r의제 21J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경 

제적 유언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역할 빛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리오지구환 

경선언의 원칙 16은 “원칙적으로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오염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각국 정부는 환경오염 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의제 21J의 제8장은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은 네 가지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세번째 행동계획이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함에 있어서 경제적 수단과 경제적 동기유발 그리고 시장기구의 활용을 집중적으 

로다루고 있다. 

환경법이나 환경규제 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세 

번째 행동계획은 “많은 경우 경제적 및 시장을 이용한 방법들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를 

다룰 능력을 배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 및 시장을 이용한 방법들을 개발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이 

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 

랍이나 다른 나라 또는 미래세대에게 파급되지 않도록 하며 둘째， "Ãt원의 회소성이 가격에 정 

확하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환경파괴의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고” 셋째경제적 수단과 지속가 

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에는 시장원리가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동들이 제안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진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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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틀을 세워야 한다는 것，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의 가격화’를 추구 

해야 한다는 것， 경제적 수단과 동기유발에 관한 각국의 경험들을 교환한다는 것 퉁이다. 여기 

에서 환경의 가격화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예컨대 공기， 물， 경관， 각종 야생동.식물 

둥에 적정가격을 붙여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소비할 때는 이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경제적 수단이니 시장을 이용한 방법이니 또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 

법， 이 모두가 결국은 환경의 가격화를 지향하는 것들이며 시장의 원리를 웅용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이 환경문제의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적 수단 및 시장기구의 활용을 강조하면 

서도 「의제 21J의 제8장은 시장기구에 의존하고 환경을 가격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시장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음미해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의제 21J의 논리는 다분히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환경을 오염물질배출이라는 특정 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 

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대기오염이라는 것은 

공해업체가 우리의 대기를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일반 

시민들이 이 대기를 호홉하는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있다. 공해업체가 

환경을 오염물질배출 용도로 과도하게 쓰는 이유는 그 환경의 다른 용도에 미철 지장에 상응하 

는 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경제를 돼하고 있는 사회 

에서의 대원칙은 어떤 활동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때에는 그 활동의 주체가 반드시 이 비 

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경제학자들이 혼히 말 

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환다는 

것이 경제학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경제학이 제시하는 대책이란 원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간단하 

다. 즉，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웅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 

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치 쌀이나 옷에 가격을 메겨서 유통시키듯이 환경에도 적정가격을 

붙여서 환경을 이용하는 사랍에게 이 가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웅분의 가격을 치르게 만든다면， 반대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위는 웅분의 가격을 받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1I.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 

1. 4 가지 월칙들 

마치 WTO를 위시한 국제기구들이 각 국가에게 자유무역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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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원칙들을 요구하듯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원칙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Polluter Pay Principle) , 사 

용자부담 원칙 (User-pay Principle) , 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 최근접결정 원 

칙 (Subsidiarity Principle)의 4 가지 원칙들이 자주 거론된다.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나 

라의 경우에는 이 4 가지 원칙들은 위에서 시장기능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원칙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원칙은 물론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다. 흔히 PPP라 

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원칙은， 간단하게 말하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이를 야기시킨 원인자 

가 책임을 지고 이의 해결에 소요되는 웅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원칙이다. 그 

러나 이렇게 요지만 들어보면 이 원칙은 단순히 환경오염과 관련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원칙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도를 담고 있는 원칙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 

에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의 공언을 받아온 원칙이다. 환경문제 

에 관한 전세계적인 본격적 국제회의는 1972년 UN의 주최아래 열린 스톡홀름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의에서 채돼된 소위 ‘유엔인간환경선언’은 “각 나라는 자신의 관할 구역내의 활 

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 또는 관할구역 밖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 

공하였다. 

스톡흘름회의 이후 각종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전제함이 상례이다. 

스톡홀름국제환경회의가 있었던 그 해에 OECD국가틀은 소위 파리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원칙이란， 첫째， 회원국의 환경정책은 경 

제 • 사회정책과 조화되도록 해야 하며， 둘째， 회원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은 오염원인자부 

담 원칙에 바탕을 두어 수행하고，세째，회원국의 환경정책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72년 5월 제293차 OECD위원회에서 채태된 “환경정책의 국제경 

제적 측면에 관한 지도원칙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이와 같이 OECD가 환경정책의 

기조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채돼하기로 합의한 주된 이유는， 이 원칙이 국내적으로는 환경 

오염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국제적으로는 상품의 판매자연 수출업자 

로 하여금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있어서 왜콕을 발생시 

키지 않게 한다는 것이요，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보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1) 

1) 이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ing Principles Concerning Inter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Adopted by the Council at its 293rd 
Meeting) 
Mäler, K., “l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 , in Economic Policy towa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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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국제무역의 왜곡이란 나라별 환경규제의 강도 및 환경정책의 차이가 경제적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결부된 왜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느슨한 탓으로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다른 나라에 

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보다 더 값싸게 생산된다면 단순히 환경에 대한 규제의 차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깨지게 되고 따라서 국제무역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오지구선언」에서도 재확인된 원칙이 

다 2)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도 제7조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 

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사용자부담 원칙은 자연자원의 이용에 수반된 모든 비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자연자원의 가 

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석유， 석탄， 철광석 등 자연자원을 채취해서 시장에 파는 

사람들은 대게 단기적 이익만을 노리고 사업을 한다. 비록 이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렇게 자연자원 이 

용자들이 단기적 이익만을 노리고 경제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 

게 된다. 그 하나는 그 자연자원을 현재에 채취하지 않고 미래에 채취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기회비용이요 다른 하나는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이다. 예컨대 현 세대가 석유를 과 

다하게 채취하면 자연히 미래세대가 이용할 양은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복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미래세대의 복지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특히 강조하는 사항이다. 

어떻든 이와 같이 자연자원 생산자들이 단기적 이의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형성되 

는 자연자원의 가격은 그러한 미래의 이익 (즉， 기회비용)이나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 

하지 못한 가격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자원의 가격은 

자연자원의 고갈을 재촉하는 가격이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부담 원칙이란 자연자원의 가격이 

이러한 미래의 이익이나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함을 다짐하는 

원칙이다. 

예방원칙은 1987년 북해 (North Sea) 보호에 관한 제2차 국제회의의 각료급 선언에서 처음 

공식화된 원칙이다. 흔히 보듯이 환정오염물질의 배출과 환경오염 피해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다. 얼마전에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교토당사국회의가 있었지만 사실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지구온난화현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절들이 무성할 뿐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 가설들아 사실이라면 지구옹난화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심각한 불가역적 피해의 우 

려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보전 대책을 연기해 

Environment ed. by D. Helm. p.160. 
2) r리오지구선언」 제 16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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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바로 예방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나 사용자부담 원칙 

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1991년 OECD 

각료급 환경위원회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리오선언」의 원칙 15도 내용상 예방원칙에 관한 것 

이다. 

최근접결정의 원칙은 환경에 관한 정치척 결정이 되도록 이해관계 당사자에 가장 가까운 정 

부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관한 공적 책임은 일반시민에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이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정보의 측면을 강조하는 

원칙인데， 정보를 가진 사랍은 누구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정책이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리오선언」도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적용은 담당기관이 달라짐에 따라 비슷한 문 

제에 대하여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사태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의 차이나 환경보전 

에 부여하는 우선순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나라마다 혹은 지방마다 환 

경정책 및 환경기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4 가지 원칙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조되 

고 있으며 또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칙은 물론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다. 그런 

만큼 이 원칙이 잘 못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수단은 다양하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하였지만， 

OECD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채택한 배경이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 및 국제무역의 왜콕， 

다시 말해서 시장 왜곡의 교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실 

시되고 있는 직접규제， 즉 환경의 질에 대한 기준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방법에 대한 법 

적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의 준수를 오염원인자들에 강요하는 환경정책은 오염원인자부담 원 

칙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히 왜냐 하면 이런 법적 규제나 직접규제는 환 

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효과에 비해서 매우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실증 

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찌 「의제 21J이 강조한 경제적 유인 그리고 OECD가 강조한 무역 
왜곡의 시정을 가장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 

3) Bonus, H. (1993) , “Implications of the polluter-pays and the user-pays principles for 
developing countries" , in E. Dommen editted Fair Princip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dershot, England: Edward EIgar Publishing Co. p.68. 

4)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李lE典 (1995) ， r녹색경제학J ， 서울: 한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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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책수단은 예를 들면， 환경세， 배출부과금， 종량제 쓰레기수거료， 그리고 최근에 많은 

관섬을 끌고 있는 거래가능배출권제도(혹은 배출권거래제도) 퉁과 같이 소위 시장의 원리에 입 

각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보통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라고 하면 이와 같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정책수단들을 연상시킨다. 왜냐 하면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시장에서의 잘 못된 가격을 시정함 

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대표적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으로 대변되는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는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경제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는 환경을 오염시 

키는 행위에 대하여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가격을 치르게 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 

한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는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친화적 기술진 

보를 촉진한다는 장점을 가진 원칙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는 위에서 

열거한 4 가지 원칙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3 가지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약점이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원칙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에서도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 원칙이 지속가 

능발전의 이념이 강조해마지 않는 세대간의 형형성， 즉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함에 있어서 매 

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세나 배출부과금 등과 같이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가 

격을 치르게 하는 정책수단들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정책수단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정책수단으로 대표되는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는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해줄 것 

인가는 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환경세나 배출부과금， 종량제수거료， 

거래가능배출권제도 등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들은 환경오 

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데 이 때의 사회적 손실이란 주로 현 세대에게 미치는 환경오염피 

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자연히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배제된다. 그러므로 그런 시장원 

리에 입각한 정책수단들의 지속적 실시는 미래세대 이익의 희생위에 현 세대의 이익만을 도모 

하는 정책수단이 될 우려가 많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세나 배출부과금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경제학자들이 원래 

환경정책 수단으로 제시한 환경세나 배출부과금은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한 환경의 가격을 반 

영하는 세율이나 부과금요율에 의거해서 징수되는 세금이나 부과금이다. 보통 말하는 가격이 

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다. 기본적으로 수요는 이익을 반영하 

는 개념이고 공급은 비용 혹은 손실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라면에 대한 수요는 라면 

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을 반영하며， 라면의 공급은 라면의 생산에 소모되어 버린 자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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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즉 생산비를 반영한다. 환경에 이런 수요-공급의 원리가 적용된다면，수요의 측면은 환 

경을 이용함으로 인한 각종 이익틀을 반영하게 되고 공급의 측면은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피해 

나 손실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래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환경세나 배출부과금의 세 

율이나 부과금요율은 바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요와 결부된 이익이나 공급과 결부된 손실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이요 누구의 손 

실을 말하는가? 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실제로 시장에서 산 사람의 이 익과 판 사람의 손실 

(생산비) 이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시장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 

격이다. 예를 들어， 골프채의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골프채를 산 사람들과 골프채를 판 사람 

들 사이의 홍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골프채를 살 의사가 없든지 또는 살 능력이 없는 사랍은 

골프채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환경에 대해서 가격이 붙여진다면 이 가격은 

환경에 대한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랍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무리 참여할 의 

사가 강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시장에 참여할 능력은 물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환경의 경우에는 시장에 참여할 의사도 있고 돈도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랍들이 

있다. 바로 미래세대의 사랍들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결정될 환경이용의 가격은 그들의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가격이란 

수요가 많을수록 비싸지기 마련인데， 예컨대 미래세대의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시장에 참여하 

지 못한 결과 환경이용의 가격이 매우 싸게 결정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현재 세대의 사람틀 

은 신나게 값싼 환경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환경이 마구 파괴되면 미래세대들에게 돌 

아갈 환경의 이익은 그 만큼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미래사람들의 생존이 위태로 

워질 수도 있다. 사실 바로 이점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환경 및 개발에 관 

한 세계위원회 (WCED)의 부룬트란트보고서가 지극히 우려한 바이다. 그렇다면，시장의 원리에 

의거한 정책수단의 결과는 현재 세대의 이익만을 위주로 한 발전이요 부룬트란트보고서가 의 

도한 지속가능발전과는 거리가 먼 발전이 될 것이다.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유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을 가져오기 때 

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는 오염주체가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환경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환경용익이라고 한다.잉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수단 

을 이용하여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요컨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오염피해 

와 환경용익을 조화시킨 가격을 치르게 유도하는 것，다시 말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게 유 

도하는 것이다. 이 가격을 결정하는 환경오염피해나 환경용익의 크기는 모두 결국은 이해당사 

5) 이 용어의 구체적 의미는 다음 문헌 참조. 
李正典(1995) ， r녹색경제학J ， 서울: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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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효용으로 측정된다. 환경오염피해의 추정은 피해자들의 효용을 얼마나 감소시켰는가를 

알아내는 과정이고 환경용익의 추정 역시 환경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이 얼마나 소비자들의 효 

용을 증진시켰는가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오염원인자가 지불하게 되는 가격이란 결국 소비 

자나 국민들의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된다. 효용이란 결국 사랍들의 욕망이나 느낌 

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척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행하는 

것은 환경의 질이나 자연고갈의 정도를 순전히 사람들의 욕망과 기분， 그것도 순전히 현 세대 

사람들의 욕망과 기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에 진배없다. 과연 언류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 

대한 문제를 바람과 같이 변화무쌍하고 갈대와 같이 끊임 없이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얄팍하 

기 짝이 없는 인간의 기분과 구미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환경운동가나 환경학자들의 

정서다. 왜냐 하면 사람들의 욕망이나 기분만으로는 생태계에 미치는 모든 악영향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만 의존하다가는 자연의 수용능력의 범위， 생태적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나 환경학자들은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욕망 

과 기분을 어느 정도 무시하더라도 우선 어떤 최저수준의 환경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환경세나 배출부과금과 같은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정책수단보다는 거 

래가능배출권제도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거 

래가능배출권제도는 우선 허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해놓고 이 범위안에서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데， 이 배출총량을 결정할 때 현 세대 사람들의 욕망과 

기분을 초월해서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환경의 수용능력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 원 

칙은 기본적으로 오염원인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분명히 판명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하 

지만 많은 경우 과연 진짜 오염원인자가 누구인가를 명쾌하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흔히 공해업체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몰아부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공해업체가 존재 

하는 이유는 이들이 생산한 상품을 열심히 사주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니 소비자 주권의 사회 

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오히려 이 소비자들이 진짜 오염원인자라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일회용 상품틀이 너무 많이 범랍해서 환경오염이 극심해진다고 하는데 모든 소비자들이 환경 

의식이 충분히 높아서 그런 일회용 상품을 일절 외면한다고 하면 그런 상품들이 생산될 리 만 

무하다. 그래서 소위 주류경제학은 환경오염의 궁극적 원인자는 소비자라고 말한다. 과연 실제 

로 그러한가는 소비자의 주권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보장되는 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주류경제학과는 달리 마르크스경제학은 시장경제체제를 움직이는 주된 세력은 기업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 이라고 보는 반면， 소비자의 욕망이나 기분은 광고나 상술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조정되는 수동적 요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런 틀에서 보면 환경오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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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원인자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어떤 시각이 더 현실적인지는 두부모 자르듯 

명쾌하게 말하기 어렵다. 아마도 어떤 시각이 더 옳은지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보는 것 

이 더 정확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소비자주권의 개념이 더 잘 틀어맞을 수도 있고 또 어 

떤 상황에서는 마르크스경제학의 시각이 더 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a 사용자부담 원칙 
오염원인자부담 원칙과는 닿리 사용자부담 원칙은 직접적으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계산에 넣 

는 원칙이다. 석유， 석탄， 철광석， 삼림， 어족， 둥 현 세대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 많 

은 자연자원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원들이요 미래세대들도 이용할 수 있게 

물려주어야하는 귀중한 자원들이다. 사용자부담 원칙은 이런 자연자원의 이용으로 이득을 보 

는 사람으로 하여금 옳바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겨냥한 원칙이 

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다 더 적은 양의 자원으로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련다는 뭇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용도에 

서부터 차례로 배분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차원의 가격이 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면 불요불급한 용도로부터 에너지가 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재배분된다. 따 

라서 에너지이용량이 총량적으로 감소한다. 사용:At부담 원칙은 앞에서 말한 자연자원의 기회 

비용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연자원의 가격을 현실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만일 모든 자연자원의 가격이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된다면， 아마 

도 자연자원의 가격은 상당히 인상될 것이고 따라서 자연자원 이용량도 상당히 감소할 것이며 

겸하여 대체자원의 개발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환경오염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자원고 

갈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으로부터 채취되어 경제로 유입되는 자 

연자원의 물량 그 자체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환경에 버려질 폐기물의 양은 자동적으 

로 줄어들게 마련이다. 사용자부담 원칙은 경제로 투입되는 자연자원의 물량을 감축함으로써 

자원고갈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저감에도 기여하게 된다. 경제에 투입되는 자연 

자원의 양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부담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보다는 더 근원적인 

원칙이라고 할수 있다. 

물흔 사용자부담 원칙 역시 주로 시장의 실패를 다루기 위한 원칙이요，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에서 소훌히 취급되는 미래세대에 대한 외부효과를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염원인챔담 원 

칙을 보완하는 원칙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문제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해 

서 환경을 이용함으로 인한 문제이며 자연의 자정능력 역시 자연자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 

로 결국 사용자부담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내포하는 포괄적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환경세나 배출부과금 둥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은 대체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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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적정수준， 예컨대 사회적 적정오염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라기 보다는 외생적 

으로 주어진 환경기준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상황을 최상의 선돼으로 잡는 정책수단들 

이다 6) 이에 반해서 사용자부담 원칙은 명시적으로 자연자원이용에 있어서 사회적 적정수준을 

겨냥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원칙이 사회적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불하 

는 가격이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원칙이 미래세대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장점을 가진 원칙이라면 물론 이 가격에는 미래세대의 이해가 충 

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자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사회적 적정을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특히 고갈의 위험이 높은 재생불능자원 

의 경우 미래에 이용하지 않고 현재에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 달리 

말하면 소위 희소지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불능자원을 지금 한 단위 이용 

하면 이 한 단위는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예를 들면， 석유 한 배럴을 지금 태우면 

이 한 배럴 만큼 지구상에 있는 석유자원의 양을 감소한다. 우리 인류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석유를 채굴한다면 50년 이내에 지구상의 석유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릴 것이라는 셜도 있지 

만， 어떻든 현재는 석유가 비교적 풍부하다고 해서 석유 한 단위가 별로 값지게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 한 단위를 20년 후에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값어치를 현재의 석유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에 걸쳐 한정된 석유를 최대한 잘 이용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현재는 석유 1 리터당 1, 000 어치 정도의 값어치밖에 가지 

지 않지만 30년 후 미래세대는 석유 1 리터당 현재가치로 1만원 어치 정도의 높은 값을 부를 

만큼 값지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1 리터를 현재에 이용하기 보다는 미래세대에게 1만원 

주고 파는 것이 현재세대에게도 훨씬 더 이익이다. 물론 이 경우 미래세대는 존재하지 않으니 

까 현재 세대는 이 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석유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서 미 

래세대에게 더 많이 넘겨주는 것이 지구상에 한정된 석유자원을 인류가 더 잘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어떻든 이와 같이 고갈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 모든 재생불능자원의 이용 

자들이 희소지대를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을 치르게 하는 것이 사용자부담 원칙이 당면하는 첫 

번째 과업이 될 것이다. 

사용자부담 원칙을 실행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는 혼히 말하는 환 

경가치를 추정하고 이것을 가격화해서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다. 사용자부담 원칙이 적 

용되는 자연자원 중에는 꽃이 생산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 자체로서 많은 혜돼을 발생시 

키는 자원들이 있다. 바다의 경치라든가 산렴， 명숭지 등이 그 좋은 예다. 예를 들면， 산립을 

6) 물론 거래가능배출권제도는 판매될 오염권의 양을 잘안 정해준다면 명시적으로 사회적 적정오염수준 
을 지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셰한 논의는 다음 문헌 참조: 李.ïE典 (1995) ， r녹색경제학J ， 서울: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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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전하면 깨끗한 공기를 공급함으로 인한 이익이라든가 수자원을 

함양하고 물을 깨끗하게 해줌으로 인한 이익， 토양이 씻겨내려가지 않게 해줌으로써 산사태를 

막고 댐이나 저수지의 기능을 보전하는 퉁 여러 가지 이익을 발생시킨다. 

피어스 (D. Pearce)교수는 환경을 보전함에 따른 사회적 이익， 즉 보전된 환경의 가치를 크 

게 사용가치 (use value) 와 비사용가치 (non-use value) 로 구분하였다 7) 그는 사용가치를 직 

접 사용가치， 간접 사용가치， 그리고 선택가치 (option value)로 나누었는데，삼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직접 사용가치로 @ 삼립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채취되는 목재，@ 열 

매나 송진， 약재， 약초 퉁 목재이외의 부산물，@ 관광，@ 식물유전자，@ 자연과학 교육의 

산자료，@ 주거공간 동을 꼽았고， 간접 사용가치로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등 생태계의 영 

양분 순환을 유지시키는 기능，@ 수자원 함양기능，@ 대기정화 기능，@ 수질정화 기능 동을 

꼽았다. 

선태가치란 환경보전의 덕택으로 미래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유됨으로 인한 이 

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바다의 비경으로 유명한 전라도의 홍도를 까뭉게서 공업단지를 만든 

다고 하면 직장생활에 너무 바빠서 홍도를 구경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 또는 또 다시 가 

보고 싶어했던 사람들은 크게 아쉬워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홍도를 가지 못하 

지만 미래 언제인가는 홍도를 갈 기회를 유보하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도 있을 것 

이다. 바로 이 지불용의액이 선택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8) 말하자면， 선택가치란 미래에 이용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이용할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험 

금과 같은 것이다. 피어스교수가 말하는 비사용가치 란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를 의미하 

는데， 선돼가치와는 달리 존재가치란 현재 또는 미래의 사용가능성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히 폰 

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홉족스럽게 느끼는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희귀한 동식물들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랍 

들이 그 동식물들의 존재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액이 바로 존재가치를 반영하는 가치이다. 얼른 

생각하면 존재가치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피어스교수는 열대림의 경제적 가치의 상당한 

부분이 존재가치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아낸 바가 있다 9) 

공기가 깨끗해지고 물이 깨끗해지는 퉁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7) Pearce, D. , “An economic approach to saving the tropical forests" , in D. Helm 
editted, Economic Policy towards the Environmen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1. p.243. 

8) 선택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문헌 참조. 

李正典 r토지경제론'J ， 서울: 박영사， 1988. 
9) Pearce, D. , “An economic approach to saving the tropical forests" , in D. Helm 

editted , Economic Policy towards the Environmen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1.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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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개선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즉 얼마나 가치 

가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왜냐 하면， 환경을 깨끗 

하게 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쓸 돈은 한정되어 있고 돈 쓸 데는 많기는 개 

인이나 정부나 마찬가지 이다. 그러므로 환경을 깨끗이 한다고 할 때 과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또는 환경을 개발하지 않고 보존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꽁꽁이 따쳐 볼 필요가 있다. 그려자면 깨끗한 콩기， 깨끗한 불， 

아름다운 경관 등 개선된 환경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환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환경의 보전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에 매우 긴요하 

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전된 환경의 가치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개발했을 때의 이익은 금전화되지만 환경을 보전했을 때의 이익은 대부분 금전화되지 않는다. 

금전화되는 이익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금전화되지 않는 이익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 

통 눈에 보이는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보다 더 커 보이게 마련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보 

통 금전화되는 이익은 특정인에게 귀속되지만， 금전화되지 않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 

되는 경향이 었다. 예를 들어서 삼림을 벌채해서 목재를 만들어 내면 이 이익은 금전화되어 금 

방 눈에 띨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쥐어 진다. 따라서 삼립을 목재공급에 이용하려는 강력 

한 경제적 동기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삼립을 목재공급에 이용하면 위에서 열거한 삼림의 

환경정화기능은 사라지게 되므로 삼립을 목재공급에 이용하려는 개발업자는 사용자부담 원칙 

에 의거해서 환경정화기능의 손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산림의 환경정화 기능으로 인한 이.익은 금전화되지 않으니까 무시되기 십상이 

고 또한 이러한 이익은 어느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이러한 이익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재공급을 위해 삼림을 개발할 경우에는 그러한 환경정화 기능 

으로 인한 이익은 사라진다. 대체로 보면， 환경을 개발함으로 인한 이익은 금전화되면서 특정 

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환경을 보전함으로 인한 이익은 금전화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 

향이 있는 반면， 환경을 보전함으로 인한 이익은 과소평가 되면서 이를 수호하려는 힘은 약하 

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계층간의 갈둥 및 국가간의 갈풍의 소지도 많다. 예를 들면 통일한 

산림을 놓고 저소득계층은 이를 목재공급이나 기타 돈벌이에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고소득 

계층은 이를 보전해서 환경정화기능이나 관광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존강의 열대림을 놓고 부자 선진국은 이를 보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가난한 브라질 

은 이를 농경지나 목재공급에 이용하고 싶어한다. 이 경우 만일 이 열대렴을 선진국이 원하는 

대로 보전한다고 하면 사용자부담 원칙은 부자 선진국에게 열대렴의 보전에 대하여 가격을 브 

라질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료라질이 원하는대로 열대립을 밀어서 농경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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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 브라질에게는 열대림의 환경정화기능 상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 

이다. 

어떻든 선택가치 및 존재가치와 관련된 자연자원을 이용할 것인가 또는 보전할 것인가의 결 

정은 사회전체의 시각에서 그리고 미래세대의 이익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 

해서는 우선 선택가치와 존재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해서 이런 자연자원을 보전하지 않고 이용 

하려는 경제주체에게 사용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사용가치와 보전가치를 부담시켜야 한다. 

환경의 개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개발의 순이익이 영보다 클 때에만 타당성을 갖게 된다. 

개발의 순이익 = 개발이익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개발하지 않고 
보전했을 때의 순이익) 

이 때 개발하지 않고 보전했을 때의 순이익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개발의 주체가 자 

연자원의 가격을 통해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가치와 존재가치를 

포함한 환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과제가 사용자부담 원칙을 실행하는 데에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4 여|방원칙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나 사용자부담 원칙에 공통적인 큰 약점은 불확실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부과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영향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출부과금제도의 

실시가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올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배출과 환경오염피해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는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염원인 

자부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경제활동과 오염물질배출량 그리고 환경오염피해 

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않고는 오염원인자에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부담 원칙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 원칙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는 회소지대， 선택가치， 폰재가치 등의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예 

측에 관한 일이니 미래의 온갖 불확실성을 홈빽 떠맡지 않을 수 없다. 이틀 원칙의 목적이 되 

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미래세대를 겨냥한 이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불확실성의 문제는 

더욱심각해진다. 

이런 불확실성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나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다루기는 매우 어렵기 때둔 

에 예방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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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예방원칙을 하나의 지도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지구온난 

화문제가 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좋은 예로 지적되고 있다. 즉， 예방원칙에 의하면， 이산화탄 

소나 기타 온실효과의 원인물로 지목되는 물질들이 비록 온실효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확증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온실효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대한 과학적 

확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불가역적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예방원칙은 불가역적인 재앙의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원칙이다. 돌이 

킬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재앙이 만에 하나 발생활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 재앙이 발생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고전적 

결정이론이 이 원칙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위험 (risk) 이나 미지의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웅하는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이론은 소위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이다. 즉， 기대효용이론이 란 간단히 말하면 발생하리 

라고 예상되는 이익에 확율을 곱한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전략을 돼할 경우 100만원의 순이익이 0.1의 확율로 발생 

하고 B라는 전략을 태할 경우 0.9의 확율로 20만원의 순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 A로 부터의 

기대이익은 10만원 (0.lx100만원)이고 B로부터의 기대이악은 18만원 (0.9X20만원)이므로 기 

대효용이론은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B의 전략을 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실제 사랍들은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행통함을 보이는 실증연구들이 많이 있 

다. 다시 말해서 기대효용이론이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 예컨 

대 발생할 확율은 적지만 일단 터졌다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필요 이상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기대효용이론은 비록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론이기는 하지만 위험 

을 내포한 실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행태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특 

히 비록 확율은 낮지만 엄청난 재앙을 몰고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선택을 예측하는데에는 기대 

효용이론은 적합한 이론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위의 예에서 보듯이 기대효용이론은 예상되는 모든 상황별로 발 

생할 확율을 알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만일 확율을 모른다면 기대값을 구할 수 없고 따 

라서 어떤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인지 말할 수 없게 된다. 환경과 관련된 재앙들이 대게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환경재앙은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발생활 확율조차 알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자동차사고라든가 화재， 홍수 풍은 우리 인류가 수 없이 겪어 왔기 때 

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확율로 어떤 손실을 초래할 것인지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이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기업 (소위 보험회사)들도 다수 있지만 환경관련 재앙， 예컨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앙은 일찍이 우리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성격의 재앙이라서 그 확율 

을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보통 발생 확율이 알려져 있으면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발생 



128 環境論響 第三十六卷 (1998) 

확율조차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환경관련 재앙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효용이론을 매우 적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발생확율조차 알 수 없는 환경 

문제의 경우에는 다른 이론에 입각해서 바랍직한 선돼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흔히 제시되는 

대안이론이 소위 Minimax이론， 즉 최악의 경우중에서도 가장 손실이 적은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을 택할 것을 기본으로 삼는 이론이다. 바로 이 Minimax이론이 예방원칙을 정당화하는 

데에 가장 자주 이용되는 이론이다. 

그러면 Minimax이론이 어떻게 예방원칙을 정당화하는지 기후변화의 경우룰 예로 들어 보 

자. 우선 기후변화에 대하여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 

난 재앙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 두 상황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융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알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두 상황을 놓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 대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과학적 확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 대안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원칙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대안이다.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만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발생하면 예컨대 L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자. 대비책을 마련하 

는 경우에는 대비책 수행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금액을 C라고 하자. 물론 L은 C보다 훨씬 더 

크다. 확설치도 않은 재앙에 대해서 이것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입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 

실액 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서 그 재앙에 대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렇게 각 상황별 예상 손실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행열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기후변화가 발생할 경우와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payoff 행열 

대비책 실행 

대비책 없음 

기후변화 

발생 

C 
L 

기후변화 

없음 

C 
O 

최대손실 

C • 최소손실(解) 

L 

이 표는 기후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재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비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C만 손실이 되고 만일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재앙이 발생하므로 

L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함으로 예시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비책 

을 추진하면 비용 C만 날리게 되고 대비책이 없었으면 아무런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표를 보면 예방원칙에 따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경우 기후변화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 C만 

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다행히 재앙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손실이 없지만 재앙이 발생하는 날이면 L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대비책이 없 

을 경우 최악의 상황은 L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경우 최악의 상 

황은 C를 당하는 것이고 대비책이 없었을 경우 최악의 상황은 L을 당하는 것이다. Min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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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의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가장 적어지는 대안을 택하는 것이 최선인데 C가 L 보 

다 적으므로 예방원칙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Minimax이론이 추천하는 최선의 대응책 

이 된다. 

물론 이 경우 예방원칙에 의거한 대웅책이 재앙을 예방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됨을 전제한다. 만일 이런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방원칙에 따라 대책을 실시 

했으나 효과가 벌로 없어서 채양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막대한 손실만 입 

게되니 바로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떠오르게 된다. 바로 이런 상황이 Minimax의 이 

론에 의하면 가장 기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방원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실효 

가 별로 없는 대책으로 예방원칙을 추진하는 일은 Minimax이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그런 대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Minimax이론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를 위의 표와 같이 payoff행열을 이용해서 살펴보자. <표 1)의 두 상황이외에 제3의 상황 

으로서 예방원칙에 의거해서 대비책을 추진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서 기후변화의 재앙이 발 

생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이 경우 총손실은 재앙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합친 (L+C)가 된다. 그렇다면 차라니 대비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총손실은 재앙 

으로 인한 손실 L만 당했을 것이다. <표 2)는 위의 표에 이 제3의 상황을 첨가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대비책을 실행하는 경우 최대손실은 (L+C) 이지만 대비책을 실행하지 않는 경 

우 최대손실은 L이니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Minimax의 취지에 맞는다. 이 표 

를 보면 C가 조급이라도 O보다 크더라도 대비책을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태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예방원칙에 의거한 대비책이 약간만이라도 효과가 없다고 해도 Minimax이론의 지지 

를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원칙은 이를 실천에 옮기는 대비책이 충분히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원칙이라고 할 

수있다. 

물론 mlnlmax이론만이 예방원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후회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예방원칙을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만일 대비책을 

세웠다면 후회할 손실은 없을 것이나，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후회하게 될 손실은 (L-C)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비책을 추진할 경우 돈만 날리게 되 

니 후회하게 될 손실은 C가 될 것이며 대비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도 없다. 각 상 

〈표 2> 예방원칙에 의거한 대비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포함한 pay二off 행열 

대비책 실행 

대비책 없음 

기후변화 

발생 

C 

L 

기후변화 

없음 

C 
O 

대비책 

효과없음 

L+C 
L 

최대손실 

L+C 
L ←최소손실(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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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후회하게될 손실의 금액과 후회최소화 전략 

대비책 실행 

대비책 없음 

기후변화 

발생 

O 
L-C 

기후변화 

없음 

C 
O 

環境論護 第三十六卷 (1998) 

후회활 

최대금액 

C ←후회최소전략 

L-C 

황별로 후회하게 될 손실액을 행열로 작성하면 〈표 3)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어떤 상황이 발 

생하든 대비책을 실행하는 경우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될 손실액은 C이고 대비책이 없을 경우에 

가장 많이 후회할 금액은 (L-C) 이니 만일 L-C> C, 즉 L> 2C이면 예방원칙에 따라 대비책 

을 실행하는 것이 후회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된다. 

이와 같이 Minimax이론으로나 후회최소화이론으로 예방원칙을 정당화할 수 있는데 위의 

예에서는 예상되는 환경재앙이 불가역적인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환경관 

련 과학자들은 환경재앙이 불가역적임을 특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 

나 산림은 꼭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환경의 가치를 포기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로 전용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일단 개발이익을 위해서 전용된 토지를 개발이전의 자연상태로 돌려 놓아서 원 

래의 환경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이 상례이다. 예를 들면， 한라산을 까뭉게 

서 공업단지를 짓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일단 공장용지로 바뀐 것을 다시 원래의 한라산 

으로 정밀하게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번 없어진 한라산을 국민들 

이 아무리 아쉬워한들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는 결정은 극히 신중을 기하듯이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도 경제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아 

래 자연환경을 개발이익을 위해서 파괴하는 결정은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재앙이 불가역적인 경우에는 예방원칙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며 그 만큼 더 중요해진다. 

예방원칙이 이와 같이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다고 하면，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겠지만 직접규제는 환영받지 못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직접규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이 예방원 

칙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경우에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수단이 많이 권고되고 있 

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문제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정책수단은 탄소세와 거래 

가능배출권제도이다.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이기 때 

문에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과표로 부과되는 세금이 탄소세이다. 현재 서구의 몇 나라가 

탄소세를 실제로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따라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른 환경세나 배출부과금이 주로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이미 정해진 법적 기준이하로 통제 

1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문헌 창조: 

李正典(1995) ， r.녹색경제학J， 서울: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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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서 탄소세는 주로 예방원칙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진 정책수단이다. 

거래가능배출권제도는 배출부과금제도에 시장기구의 원리를 더 많이 불어 넣음으로써 오염 

원인자의 자발적인 배출억제와 환경오염방지 기술의 개발을 더 강도 높게 촉진하기 위한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법에 의한 직접규제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지 못하는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개발을 

촉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술개발의 의욕부터 꺾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미국의 

환경법은 모든 기업들이 항상 구득가능한 최선의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갖추고 실행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그러니 새로운 환경오염방지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정부는 획일적으로 이를 기업 

에 강요하고 또한 이 새로운 기술수준에 맞추어 환경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은 새로 

운 기술을 개발해봐야 고달프기만 하지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환경 

오염방지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도 정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기기까지 한다 11) 이런 사례는 법이 아무리 그 의도가 좋아도 의도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결 

과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가능배출권 제도의 원시 

적인 형태는 직접규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직접규제 제도의 경직성과 관련 

하여 특히 다음 두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그 하나는， 위의 두 예에서 보았 

드시 배출원별 또는 공정별 기술규제가 기업에 큰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규제가 지역경제， 특히 환경오염의 정도가 법정 한계에 이른 지역에서 기업 

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접이다. 환경기준을 법에 따라 엄격히 지킨다면 이러한 

지역에서는 신규업체의 허가는 불론 기존업체의 증축도 매우 어렵다. 신규업체의 유치나 기존 

업체의 증 개축이 불허되는 통에 그 지역경제가 오래통안 침체되면 실업이나 빈곤퉁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환경청이 개발하여 1975년에 공표한 정책이 소위 

기포정책風泡政策， “Bubble" Policy) 이고 두번째 문제에 대한 대책이 1976년에 발표한 상 

쇄정책 (“Offset" Policy) 이다. 기포정책에서 “기포”란 일단의 오염물질 배출원 집단이 배출한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즉， 자연적 영향권올 하나의 커다란 물방울 

또는 거품(bubble)으로 표현한 데서 유래한다. 기포정책이란 이 거품내에서 한 배출원이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저 활 때는 반드시 그 증가분이 다른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 

소로 상쇄될 수 있을 때에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거품 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상쇄정책이란，환경오염의 정도가 어떤 상한선에 이른 

11) 이에 대한 구체적인 셜명은 다음 문헌 참조. Tietenberg, T. H. , “Economic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in D. Helm, ed. Economic Policy towards the Environment.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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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에 새로운 기업 또는 공장이 진입하려 하거나 또는 기존 기업이나 공장이 사업을 확장 

하려 할 때 이 진입이나 확장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가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로 상 

쇄될 때에만 진입이나 확장을 허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증가를 기존 사업의 오염물질배출감소로 상쇄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간의 갈둥 

을 해소하려고 개발된 정책이 소위 상쇄정책이다. 

그러나 기포정책이나 상쇄정책은 어디까지나 직접규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펀에 불과 

하며， 어떻게 보면 거래가능배출권 제도의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거래가능배출권 제 

도는 그 운영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거래가능배출권 제 

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우선 정부는 이 제도가 적용될 공간적 범위， 즉 환경관리권을 정 

하고 이 지역의 환경의 질에 대한 목표를 정한다. 이어서 이 환경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리권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오염물질 배출량， 즉 최대배출 허용량을 계산한다. 

최대배출 허용량을 다시 소량으로 잘게 분할하고 분할된 수 만큼 증서를 발행하여 당해 환경관 

리권에 입지해 있는 또는 입지할 예정인 오염물질 배출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한다. 이 

증서의 소지자는 중서에 적힌 만큼의 오염물질을 특정기칸 안에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다. 예를 들어 최대배출허용량이 100만 kg인데， 이를 만개로 균일하게 분할한 다음 

분할된 각각에 대해서 증서를 발행하였다면 증서의 소지자는 증서 하나당 100 kg의 오염물질 

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1998년 지구온난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교토국제회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의 온실가스배출에 

거래가능배출권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즉， 각 나라가 배출 

할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권리화하여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어 

떻든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대웅이 주로 예방원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위에 

서 설명한 탄소세나 미국이 제안한 거래가능배출권제도 역시 예방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하여 예방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 

획이나 정책수단을 제안하는데 반해서， 문제는 후진국들이나 개도국들이 경제개발에 급급하여 

예방원칙을 실천할 의지도 약하고 실제로 그럴만한 경제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 

론 선진국이 예방원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준다면 후진국도 예방원칙을 설천에 옮기겠다 

는 것이 후진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워낙 경제개발을 급선무로 생각하는 후진국은 약간의 경제 

적 부담이 있어도 예방원칙을 실행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결국 예방원 

칙의 차원에서 후진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전 

략은 아마도 에너지효율증대 전략일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전략은 기후변화의 재앙이 오든 않 

든 손해날 것이 없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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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접결정의 원칙 

최근접결정의 원칙은 개인의 자주성에 뿌리를 둔 원칙으로서 말하자면 개인 자주성의 개념 

을 정치조직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확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접결정의 원칙이 정초하 

고 있는 또 하나의 뿌리는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한 결정은 시민의 참여하에 시민 

의 가장 가까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최근접결정의 원칙은 중앙집 

권보다는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원칙으로서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 

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에서 으레 등장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실천적 차원에서 보면 최근접결정 

의 원칙은 작은 단위나 규모에서의 결정이 큰 단위나 규모에서의 결정보다 더 효율적임을 전제 

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자연적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면，어떤 나라는 자연적으로 

자연의 자정능력 (또는 동화용량， assimilative capacity) 이 크고 또 어떤 나라는 자정능력 이 

적다. 열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의 자정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잉 높은 

옹도와 많은 강우량은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희석하며 씻어내리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볍 하다. 

바다는 아무래도 강보다는 더 많은 오염물질을 수용할 수 있을테니 이런 점에서는 섬나라인 영 

국은 유럽 내륙나라에 비해서 자정능력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환경의 자정능 

력이 큰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똑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버려도 오염피해가 덜하다. 자정능력 

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의 매체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자원의 양이 상대적으 

로 많다는 것이니， 환경이라는 이름의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 

을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았을 때， 나라에 따라서 자원으로서의 환경을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다. 그래서 자정능력이 큰 나라를 환경부국(環境富國)이라 

고 하고 반대로 자정능력이 적은 나라는 환경빈국(環境賞國)이라고 할 수 있다잉 환경빈국의 

환경정책은 환경부국에 비해서 환경이란 자원을 되도록이면 아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사람들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다. 어떤 나라의 국민들 혹 

은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보다는 경제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데에 더 신경을 

쓰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 혹은 지역의 사랍들은 깨끗한 환경에 유난히 민감하다. 이와 같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국민성 및 지역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주로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깨끗한 환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대체로 선진국의 국민들은 후진국의 국민들에 비해서 깨끗한 환경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런 나라의 환경정책은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웅하는 방향 

12) Walter, 1. (1975) , International Economics of Pollution, pp.158-160. 
13) 유상회， “공해비용균둥화세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자원경제학회， 자원경제학회지 제3권 

제 1호 (1993). pp.10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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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개될 것이다.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의 정도에 대한 정보나 자료，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의 피해에 대한 기 

대내지는 위험부담이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흔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온 인류가 똑 같이 젊어지는 것같이 말하고 있지만， 우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구체적 

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다. 유럽의 국가들 

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 

각하지 않는 경향이 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환경의 자정능력도 나라마다 다르 

니 환경규제의 정도나 내용 그리고 환경정책도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크게 보면， 선진국들의 환경규제와 개발도상국내지는 후진국들의 환경규제가 큰 차이를 보이 

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환경규제에 비 

해서 훨씬 더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환경규제나 환경정책이 큰 차이를 보 

일 경우， 이 차이가 어떤 국가에게는 국제경쟁상 유리하게 작용하고 또 어떤 나라에게는 불리 

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간 무역분쟁의 소지가 된다. 

이와 같이 인문 •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자연적 여건이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걸쳐 혹은 한 나라안에서도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통일한 환경기준을 설 

정하고 통일한 환경규제를 집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리다. 만일 나아와 지역에 

따라 나라와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당연히 환경문제에 대 

한 공적 결정은 나라별로 그리고 지역단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배출부과금제도는 

최근접결정의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서도 설 

명하였지만 간단히 말해서 배출부과금제도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 

하여 가격을 치르게 하는 제도인데， 이 환경을 적정수준까지 이용하게 유도하기 위한 가격은 

나라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질오염에 대한 배출 

부과금제도는 수계별로 실시하되 경제개발보다는 높은 수질을 더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배출부 

과금요율을 높게 책정하고 반대로 높은 수질보다는 경제개발이 시급한 지역은 배출부과금 요 

율을 낮게 책정하게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앞의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 

고 뒤의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원래 배출부과금제도는 지 

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실시하는 제도였다. 그러므로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최근접결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배출부과금제도가 중앙정부의 주관하에 전국에 걸쳐 획일 

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라도 최근접결정의 원칙에 따라서 배출부 

과금제도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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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배출부과금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환경정책 수단들을 중앙정부가 거의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분 

담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외국의 경우 쓰레기수거 및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함이 거의 

관례이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정책의 수립도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점 

에서 보면 1995년 1월을 기해서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의 쓰레기수거료 종 

량제는 최근접컬청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배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쓰레기발 

생양태와 수거 효율이 아파트동네와 단독주택 동네가 다르고 달동네와 부촌이 다르며 언덕지 

역과 평지가 다르게 마련인데 모든 지역이 똑 같이 획일화된 비닐쓰레기봉지를 사용한다는 것 

도 이상하다. 쓰레기수거료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 

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근접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오늘 날의 환경오염이 지역성보다는 광역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대응을 지 

역에 맡길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위천공단을 둘러싼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는 대구 

지역과 부산지역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내버려두기 곤란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한강 

을 둘러싼 서울， 경기도， 강원도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차원에 

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있다. 지구온난화문제와 같은 범지구적 환경문제로 인한 국제 

적 압력은 지 역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항이다. 

1II. 오염원인자부담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 

1. 형평성의 문제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4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 

았지만 사실 이 4가지 원칙틀 모두가 현실에서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원 

칙들 중에서도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환경과 관련된 원칙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가장 잘 담보한다는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으 

므로 가장 잘 실행되고 있을 것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면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대표적 정책수단 

인 종량제 쓰레기수거료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 

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 실제에 있어서는 잘 실시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 언 

급한 것처럼 이 원칙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현실적 약점은 이 원칙의 철저한 실시가 특정 집단에게 막대한 불 

이익을 입힘으로써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일 것이다. 시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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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의거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실시는 가격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즉，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실시는 일단은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모든 가격정책의 문제점은 가격 

의 인상으로 인한 효파가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 더 무겁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보자. 얼마전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교토회의가 많은 진통 끝에 엉성한 합의를 간신 

히 끌어내는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모든 국가들이 걱정하고 그리 

고 이미 모든 서구 선진국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준수한다면 OECD의 

몇 나라가 강력하게 주장했듯이 탄소세의 강력한 실시가 가장 합리적인 돌파구일 것이다. 그러 

나 얘당초 탄소세의 실시를 주장했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탄소세를 제대로 실시하 

는 나라는 없다. 왜냐 하면 강력한 탄소세의 실시는 특정 국가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 

은 나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를 방지 

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제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여 

야 한다고 아무리 설교해봐야 빈곤에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톰부렴치는 중국이 

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게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인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요， 경제성장의 포기는 중국이나 인도같은 나라가 영원히 負

國의 굴레를 지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범지구적 환경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국제협력이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뻐 대체로 보면 후진국의 수출품은 다양화 · 차 

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국제시장의 가격에 민감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엄격하 

게 적용한 결과 후진국 수출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 

써 후진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우려가 있다. 국제시장에서 후진국의 어려움이 이렇게 수요의 

측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의 측면에도 있다. 대체로 보면， 후진국들은 외화부족에 쪼들리 

다 보니 비싸게 만들어 외화를 벌기 보다는 물량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에 급급한 경향이 었 

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후진국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수지악화를 대량공급으로 보충하려틀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후진국 수출품의 가격이 폭락하 

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진국은 큰 손해를 보는 수도 있다. 어떻든 이래 저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후진국에 이롭지 못하므로 후진국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오염원인 

자부담 원칙의 엄격한 실시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도 오염훤인자부담 원칙의 엄격한 실시는 고소득계층 보다는 저소득계층에게 상 

14) Dommen, E. (1993) , “'The four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 overviewη in E. Dommen editted Fair Princip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ldershot, England: Edward Elgar Publísh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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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 하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실행은 상품의 가격， 특히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가난한 사랍들이 주로 

구매하는 상품은 생필품에 가까운 상품들이라서 이들이 비싸진다고 해서 구매량을 많이 줄이 

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없다면 

자연 상품구입에 돈을 더 많이 쓰게될 것이다. 그러니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엄격한적용으로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면 가난한 사랍들의 생활비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더 쪼들리 

게 된다. 

저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점도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으 

로 꼽힌다. 저소득계층은 생계비의 거의 전부를 육체노동에 의존하고 있고 여유없이 고된 노동 

에 시달리기 때문에 임금이 싸다고 노동공급량을 확 줄이고 임금이 비싸다고 노동공급량을 확 

늘렬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실시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상품가격은 비싸질 것이며 상품에 대한 수요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의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노동수요의 위축은 임금의 대폭 하락을 초래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가 후진국내지는 저소득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 

는 경우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강행은 형평상의 문제를 떠나 환경오염을 억제하려는 오염원 

인자부담 원칙의 당초 의도가 좌절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후진국이나 저소득계층은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록 쓰레기수거료 종량제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효과적으 

로 실행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계층에게 종량제 쓰레기수거료를 강제정수하는 것은 

이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오히려 쓰레기오염을 심화시키리라는 예상은 불을 보 

듯 뻔하다.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화석연료 이용에 고율의 탄소세를 후진국이나 저 

소득계층에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기존의 연료보다 더 더러운 연료를 이용하도록 조장 

하거나 혹은 북한에서 보듯이 산림남벌을 부축임으로써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영세기업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문제는 이들은 대 

부분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는 정이다. 왜냐 하면 이들이 

생산이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극히 낮고 업체틀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이 

라도 가격을 높였다가는 고객을 완전히 상실할 가농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영세기업들이 당면한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을 강요하면 선택의 폭이 좁은 이들은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틀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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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자부담 원칙 및 보조금제도 

어떻든 이와 같이 특정 .국가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오염원인자부담 원칙는 특히 국제사회 

에서 용언되기 어렵다. 그래서 최근 국제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오 

염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가 아닌 오염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 소위 “희생자부담 원칙”이 유래한다. 이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와 

정반대되는 원칙으로서 오염원인자가 아닌， 오염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 

자는 원칙을 말하는데 vpp (Victims Pay Principle) 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단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오염자 부담 원칙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직접규제를 통하든 또는 간접개업을 통하든 오염자부담 원칙의 철저한 실시는 공해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특히 이 오염자부담 원 

칙을 철저히 실행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경우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의 기업은 상대적 

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걱정한다. 그러다 

보니 사실 OECD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오염자부담 원칙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원칙의 준수가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서히 이 원칙에 대 

하여 예외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예외조치란 구체적으로는 환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기업 

에 제공하는 각종 음성적 지원들이다. 이러한 음성적 지원들은 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비교우위 

의 손실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 그러나 오염자부담 원칙에 대한 그런 

음성적 지원들이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공정한 국제경쟁의 원칙에 위배된 비관세장벽 내지 

는 보호무역조치로 비치기 때문에 국가간 시비거리가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염원인자 부 

담 원칙을 지지해오던 OECD도 1981년에 와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VPP의 적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였다에 국제사회에서는 VPP가 사실상 불가 

피하다면，국제환경오염의 원인국틀은 국제사회에서는 VPP에 따라 사실상 환경오염행위에 대 

하여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는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실시하게 되니 VPP와 PPP가 

공존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는 VPP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워닥 오염원 

인자부담 원칙의 대의명분이 강한데다가 공식적으로 VPP를 채택하는 나라는 국제협상에 있어 

서 불리한 위치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국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산성버의 피해를 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 만일 우리나라가 VPP에 

입각해서 중국에게 돈을 주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게 한다면， 러시아라든가 심지어 우 

15) 유상회， “공해비용균동화세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자원경제학회지 제3권 제 1호 (1993). 

16) Mäler, Karl-G ran (1991), "International environrnent샅 problem" , in Economic Pιμcy 
towards the Environment, ed. by n He!rπ Oxforrl: Bb:~kwell Publishers. p.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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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다 훨씬 부자나라인 일본조차도 우리나라에게 중국과 똑 같은 대우를 해주기를 요구할 것 

이다. 결국，사실상 VPP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오염원인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그 대신 외교라든가 무역 둥 다른 국가간 이해관계의 홍정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상 VPP를 적용한 것이다. 요컨대 아무리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이 국제적 대의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의 현실적 적용은 국제적 여 

건을 고려해가면서 신축성 있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VPP와 비슷하지만，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 안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또 한 가 

지 방법은 보조금제도이다. 보조금에도 실적(實積)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 

다. 실적보조금이란 배출부과금의 정반대인데， 배출부과금제도에서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 

을 배출할 때 단위당 일정액을 지불하는데 반해서 이 실적보조금제도에서는 오염원인자가 오 

염물질의 배출을 한 단위씩 줄일 때마다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받는다.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경 

제학에서 말하는 보조금이란 주로 이런 실적보조금이다. 

간접보조금이란 예컨대 오염방지시설이나 환경보전 기술개발 퉁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보조 

나 융자 또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말한다. 간접보조금은 오염원인자의 오염물질 배출억제 노력 

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염억제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한다. 과거 우 

리나라에서 수 없이 그래 왔지만， 예컨대， 공해업체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다음 이를 가동치 않고 놀련다면 그 공해업체를 지원한 정부의 돈은 오염억제효과를 발 

생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사장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간접보조금은 오염억제효과가 확실하 

게 보장될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적보조금은 오염물질배출을 많이 줄일수록 오염 

원인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배출을 억제하려는 강 

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배출부과금제도와 동일한 오염억제효과를 발생시킨다. 

실적보조금의 원리는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오염자부담 원칙을 지켜야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보조금제도가 배출부과금제도와 같이 오염억제효과를 발생시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만 그렇다 17)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제도는 보조금을 따 먹으려는 

공해업체를 양산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오염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보조금제도가 기업 

의 생산비를 경감시킴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이니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품의 생산이 늘어나서 오히려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품 단위당 오염물질배출량은 감소할 터이지만 산업전체의 오염물질배출 

량은 늘어나게 되니 사회전체적으로는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환정오염의 심화가 저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준다면， 보조금제도는 지속 

가능발전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7)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문헌 참조. 
李正典(1995) ， r.녹책정처1 학，J; 서울: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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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배출의 감축에 소 

요되는 경벼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떻든 

OECD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조금제도를 실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었다. 

보조금제도가 국제무역에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예컨대 통일한 오염물질에 대하 

여 어느 나라에서는 배출부과금이나 환경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면， 배출부과금이나 환경세를 실시하는 나라의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비교열위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예로 들었듯이 후진국이나 저소득계층의 경우 혹은 영세기업의 경우 등 오염원 

인자부담 원칙의 실시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한 나라나 한 지역의 경제나 사회적 안정이 위태롭게 하는 경우 둥에 한 

정해서 보조금제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것을 OECD는 요구하고 

있다. 

첫째， 보조금제도는 선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산업이나 공장 퉁 경제의 일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에 분명하게 정해진 과도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가 환경사업계획의 시행과 직 

결된 특정 사회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교역이나 투자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혼히 환경오염피해자에게 피해보상 차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알려 

져 있듯이 코스이론은 이런 보조금이 오히려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오염피해자에게 피해에 비례해서 금전적 보조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직 

업교육， 편익시설 증대， 주거환경개선 둥 환경오염피해자나 저소득계층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환경오염피해자가 미래세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조해줄 것인지가 막연해친다. 이 문제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예방원칙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대 수혜자부담 원칙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한 거부반응은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 

리나라 환경정책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기조로 삼고 있지만 이 원칙은 도처에서 불명등 시 

비에 휘말려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척인 예가 강물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동일 것이다. 한강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첨예한 갈퉁이 전개되고 있고 위천공단의 

문제를 둘러싸고 낙동강 상류의 대구지역과 낙동강 하류의 부산지역 사이의 갈퉁이 극심함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해결책이 묘연한 상태이다. 이렇게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둘러싼 

갈풍이 증폭되자 국내에서도 vpp와 홉사한 원칙이 소위 ‘수혜자부담 원칙’ 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8) 문구상으로 보면， 수혜자부담 원칙은 환경오염을 억제함으로써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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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개선되었을 때에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사랍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내용상 vpp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으레 적당히 타협하려는 웅직임이 있듯이 오염원인자부담 원 

칙과 수혜자부담 원칙이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 이 두 원칙을 적당히 절충하자는 주장이 상당 

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두 원칙을 절충시키다보니 마치 이 두 원칙 모 

두 단순히 환경오염 억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분담하기 위한 방훨으로서의 원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했지만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청의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조항 역시 마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 단지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원칙 

인 것같은 인상을 준다. 심지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과 수혜자부담 원칙을 어떤 비율로 조합하 

느냐의 문제를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내지는 환경오염수준의 결정문제와 연결시키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따르면 환경오염수준은 이 두 원칙을 어떤 비율로 

타협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합법적인 오염활동 이상의 오염행위는 불법척이며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할 수없으므로 

사실상 이 두 가지 원칙은 오염권한 배분원칙의 양 극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원칙을 조합함으로써 오염자에 대한 오염권리의 배분량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이 

그러나 「의제 21J이나 OECD가 말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은 단순히 

비용분담에 관한 원칙이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원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은 환경오 

염을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원칙이다. 어느 사회에서 

나 그 사회가 허용하는 환경오염수준은 환경오염피해의 정도， 그 사회 구성원의 환경의식， 환 

경오염방지와 관련된 그 사회의 기술상태나 수준， 그 사회의 자연적 상태 퉁에 의해서 결정되 

는 것이지 환경오염 억제를 위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와는 관계가 없다. 사실 환경 

오염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선진국과 

같이 환경의식이 높은 나라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환경의 질을 국민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후진국에서는 그 반대이다. 물론 어떤 수준이 적정환경오염수준인가를 이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이 사회적으로 허용활 수 있는 적정수준인가는 매우 알기 어 

18)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조. 
최숭업-전상호(199끼， “맑은 물 수혜자로서의 수도권 지역의 경비분담 방안，" 경실련-강원개발원 공 

동주최 심포지엄(한강의 효윷척인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자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엄)， 1997년 

3월 4일. 

李正典(1997) , “지자체 비용분담의 원칙; 주원칙과 부원칙 정실련-강원개발원 공동주최 심포지엄 
(한강의 효율척인 수계 수질관리률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엄)， 1997년 3월 4일. 

19) 김용건 (1996) , r지방화에 따른 환정비용 분담체계에 관한 연구'J ， 한국환경정책평가원.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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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환경오염수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음이 보통이다.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이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느냐이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 

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원인자가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고 정부가 일반세수입으로 환경오염방 

지시셜을 건설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함으로써 이미 정해진 사회적 허용수준을 달성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가 처리해야 할 오염물질의 양이 필요 이상 많아지고 처리비용도 필요 이상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못된다.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요체는 각 오염원인자에게 웅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적정수준으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은 환경오염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 

추어 볼 때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단순히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 

원칙의 원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 특정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해서 수혜자부담 원칙과 타협 

을 짓는다는 것은 마치 시장에서 결정된 라면값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라면가격을 반으로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진배없다. 시장에서 결정된 라면가격 

은 대한민국에서 라면이 너무 많이 생산되지도 않고 또 너무 적게 생산되지도 않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을 위함이다. 만일 라면가격이 서민에게 너무 큰 경 

제적 부담을 준다면 라면가격을 억지로 짝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 

을 직접적으로 렬어주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한다. 

주혜자부담 원칙이란 혜택을 받았으면 이에 상응해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비 

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예 

를 들어서 우리는 산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바다경치를 구경함으로 

써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이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다른 더 현실적인 예로 일기예보 

를 생각해보자. 비싼 돈을 들여 제공한 일기예보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렇다고 혜택을 입은 사랍들이 일일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그럴 필요 

도 없다. 일기예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내가 일기예보로부터 혜태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일기예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수혜에 대하여 뱃가지불을 강제하는 것은 옳은 처사도 아니다. 보통 상품의 경우에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상품을 주지 않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지만 일기예보와 같 

은 꽁꽁재의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그 공공재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어긋난다. 경제원리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일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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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보를 했으면 돈을 지불하든 않든 상관없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돼을 받게 하는 것이 

경제원리에도 부합한다. 

N. 맺는 말 

비용을 발생시켰으면 반드시 이에 상웅한 대가를 지불해야함은 시장경제의 철칙이다. 이 철 

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시장경제체제는 무너진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염원인자부담 원 

칙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환경관련 비용분담에 있어서 비용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이 충실히 실현되어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환경오염수준을 이루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바로 이 비용이 분담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우선 환경오염억제비용을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 바로 이것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 이루어야 할 

일이다. 수혜자부담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 원활이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수혜자부담 원칙과 같은 차원에 올려놓고 절충시 

키는 것은 자칫 주어진 환경의 질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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