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맬서스주의 대 풍요주의: 
새로운 문제규명 및 접근법 모색*

배진석｜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글은인간과자연간의 (불)균형및지속(불)가능성에관한기존논의의비판적평가와문제

규명접근법을모색하는시론적성격의학제간연구이다. 이연구의분석틀은경제성장및환경보전

과 인구변동 간의 긴장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자연자원을 경제재

(economic good)와 자유재(free good)로 구분하고, 전자는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후자는지속가능성이매우낮을것으로차별화한다. 경제재는기술발전과시장기제에 의해지

속가능성이높겠지만, 후자는기술발전및시장기제의한계와국가능력의축소, 그리고국가간집합

행동의딜레마로해결가능성이매우낮다는점을이연구는밝히고있다. 이연구는인구대자연자

원의불균형을 다룬다는점에서 19세기맬서스와 유사점을갖지만, 분석시각측면에서 다음과 같

은 차이를 가지고접근한다. 첫째, 이 연구는총인구수의절대량보다인구의 “질”에 주목한다. 동시

에산업화출발시기의인구크기를중요한변수로다룬다. 둘째, 기존연구를바탕으로설명대상의

범위를식량, 에너지, 광물자원은물론이고물, 공기와같은생태계까지포괄한다. 동시에이연구는

분석대상인자원의종류에따라지속가능성여부및자원을두고벌어지는경쟁의양상이다를수

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 경제재와자유재로구분해접근한다. 셋째, 이연구는경제성장과확산의

속도차이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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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글은 인간과 자연 간의 (불)균형 및 지속(불)가능성에 관한 기존 논의

의 비판적 평가와 문제규명 접근법을 모색하는 시론적 성격의 학제 간 연구

이다. 이 연구의 분석틀은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과 인구변동 간의 긴장관계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2세기 동안 세계 차원의 경제성장은 빈곤과 기아로부

터 인류를 구출했다. 산업혁명 초기인 1800년경에는 세계 인구의 85%가 절

대빈곤 상태였지만 21세기에는 그 비율이 15%대로 감소했고, 소득수준은 무

려 12배가 늘어났다(제프리 삭스, 2009). 산업혁명 직전의 영국 인구의 평균

수명은 39세였지만, 2010년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은 그 두 배인 80세에 

육박하고 있다. 인류는 가히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풍요사회에 살고 있다. 

풍요사회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도 있다. 그 이면에는 자원고갈과 환

경파괴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경고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및 자원 압

박과 점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협은 지난 2세기 동안 

인류가 일구어 놓은 풍요사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

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배경에는 항상 인구문제가 있었다. 인구의 규모, 

구조, 그리고 성장 속도 및 패턴은 경제성장 및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와 경제성장 혹은 인구와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논의는 크게 

두 흐름으로 대별되어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인구 증가 및 자

원소비의 속도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범세계적 환경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관론이 논쟁의 한 축에 있다. 비관론은 인구와 식량의 불

균형 문제를 지적했던 2세기 전 토마스 맬서스의 문제의식에 연원을 두고 있

다는 점에서 맬서스주의(Malthusianism)로 지칭된다. 그 반대편에는 맬서스

주의가 우려하는 경제 및 환경위기는 과장된 통계와 예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인구증가 압력은 신기술의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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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 기술발전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이를 통해 경제 및 환경위기는 극복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론은 흔히 풍요주의(Cornucopianism)로 

통칭된다(Desrochers and Hoffbauer, 2008).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낙관론과 비관론은 인구사회학, 경제학, 

정치경제학, 공공정책학, 그리고 국제정치학 등 관련 개별 학문 분야에서 여

전히 경쟁 중이다. 학문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 진영의 대립은 개별 

자원 영역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1990년대 이른바 “중국위협론”이 대두될 때 

핵심은 식량문제였다. 2030년경 중국이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

로 본 비관론(Brown, 1994)이 있는가 하면, 수요 성장속도보다 농업인프라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속도가 높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낙관론도 있

다(Rogergrant et al., 1995; Huang et al., 1997). 유사한 사례는 석유 문제

에서도 발견된다. 허버트(King Herbert, 1956)는 원유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

해 조만간 원유생산이 최고점에 이른 뒤 급감한다는 이른바 석유고갈론

(Peak Oil)을 제안해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탐사 및 시추 기술발전에 따라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셰일 오일층의 발견과 개발은 석유시대 종말의 경고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기술 발전으로 도래한 ‘석유가 풍부한 사회’는 풍요사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유사 이래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21세기 인류는 현재 속

도의 인구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낙관할 수 있

는가? 유사 이래 최초로 자연과 생태계의 지속성에 의문을 품으며 공멸을 걱

정하고 있는 인류는 맬서스주의와 같은 비관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비

관론과 낙관론의 접점 찾기는 가능한가?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자연자원을 경제재(economic good)와 자유재(free 

good)로 구분하고, 전자는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후자는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차별화한다. 경제재는 기술발전과 시장기제에 의

해 지속가능성이 높겠지만, 후자는 기술발전 및 시장기제의 한계와 국가능력

의 축소, 그리고 국가 간 집합행동의 딜레마로 해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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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인간과 자연 간의 (불)균형 문제

를 근대적 관점에서 최초로 접근한 맬서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관련 학

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III장은 인

구문제의 질적 차별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수요측면을 분석한다. 

제IV장은 분석대상을 확대해 경제재와 자유재로 범주화한 후 지속가능성을 

점검한다. 제V장은 현재의 성장전략을 유지하기도 변경하기도 곤란한 딜레

마 상황을 논의한다. 제VI장은 요약 결론 및 심화연구방향을 제언한다. 

II. 맬서스주의 대 풍요주의: 이론적 검토 

1798년 맬서스는 인구 증가를 방치할 경우 식량생산이 인구증가를 따라잡

지 못한 결과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매우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

다(토마스 맬서스, 2011). 인간과 자연관계의 불균형 문제에 관한 최초의 근

대적 접근이었다. 맬서스의 관찰은 두 가지 자연법칙을 근거로 한다. 첫째, 

인간은 동물적 본능으로 번식에 집착함에 따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고, 개간할 수 있는 토지는 제한되어 있고 토지의 생산성도 한계가 있어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식량생산이 인

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과잉인구로 인해 빈곤, 전염

병의 창궐, 전쟁 등으로 인구는 다시 감소하게 된다. 자연은 생물 개체의 수

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일종의 ‘자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항상성이

라는 동물세계의 자연법칙이 인간에게도 적용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맬서스의 덫’이라고 불리는 빈곤의 악순환이다. 맬서스는 식량 증산

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인구의 조정을 대안으로 생각했다. 전쟁, 전

염병, 아사 등의 적극적 인구 억제를 피하려면,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낮춰 인

구증가를 예방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세기 초반 영국의 

빈민법은 맬서스의 영향을 받아 폐지되었다. 빈곤층을 돕는 행위는 이들의 

자연도태를 지연시켜 오히려 빈곤층 인구를 늘리게 되고, 그 결과 사회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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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가 그 바탕에 있었다.

맬서스의 관찰은 정확했다.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 그리고 이로 인한 빈곤

의 악순환은 최소한 인구론이 발간된 18세기 말까지는 엄연한 역사적 사

실이었다. 식량의 제약으로 인해 인구 증가 속도는 느렸고, 실질소득과 인구

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졌다(Clark, 2002). 즉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가

난해지고, 인구가 줄어들수록 그만큼 풍요로워졌던 것이다. 맬서스의 관찰은 

각종 고대 문명에서 축복으로 여겼던, 다산(多産)에 대한 기존의 믿음과 상

반되었고, 인구가 많아야 국력이 상승한다고 주장했던 중상주의적 접근과도 

배치되었다. 산업혁명 초입인 18세기 영국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기원전 

10세기 고대 바빌론이나 그 이후 그리스, 로마시대 혹은 고대 중국의 생활수

준보다 결코 높지 않았다는 실증적 연구는 맬서스가 주장한 빈곤의 악순환을 

증명한다(그레고리 클라크, 2009).

다만 맬서스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틀렸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인구론이 출간된 1798년 9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여덟 배가량 

늘어나 2016년 현재 73억 명을 넘어섰다. 인구가 여덟 배 늘어나는 데 2백 

년이 걸린 셈이다. 기원전 200년경 1억2천만 명이었던 세계 인구가 여덟 배 

늘어나 9억 명이 되기까지 2천 년이 걸린 것과 비교한다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맬서스의 예측과는 달리 식량생산이 이보다 높

은 비율로 증가해 1인당 소득은 인구론이 출간된 1798년보다 오히려 12

배 이상 증가했다. 빈곤의 악순환은 없었다. 이른바 ‘맬서스의 덫’이 풀린 것

이다. 

맬서스의 비관적 예측이 결과적으로 틀린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증가였다(그레고리 클

라크, 2009; Pomeranz, 2000).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 식량 생산이 

충분히 증가했기 때문에, 다행히 인류는 자연의 ‘자정작용’에 따른 적극적 인

구 억제 상황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시장이라는 제

도의 발전이었다. 자연자원 희소 → 가격상승 → 소비감소 →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애로우의 일반균형이다. 시장이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해 경

제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시장이라는 제도는 경제활동의 유인체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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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게임의 법칙으로, 장기 경제성장의 토대를 제공했다(North, 1990). 

스미스, 리카도식의 비교우위무역도 식량생산이 저조한 국가들에게는 대안이 

되었다. 이 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장기제는 맬서스의 비관적 예측을 

극복할 수 있는 현대 문명사회의 조절장치 역할을 담당했다. 산업혁명 초입

에 생존했던 맬서스는 다만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자본주의 시

장기제의 효율성을 미리 상상할 수 없었을 뿐이다.

풍요와 낙관이 전부는 아니었다. 세계 차원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이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1962)이 환경주의에 대한 관

심을 폭발시킨 이래,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자원고갈의 위기를 경

고한 에를리히(Paul Erlich)의 인구폭발(1968), 그리고 공유지인 지구환경

을 보전하기 위해 인구증가의 억제를 주장한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

지의 비극”(1968) 등이 대표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해 대안 창출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비관론으로 귀결되는 맬서스주의와 낙관론으로 귀결되는 풍요주의는 인구

성장-경제발전-환경보전이라는 각각의 관계영역에서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1. 인구성장과 경제발전

인구사회학적 접근에서 “맬서스 이론의 핵심은 인구성장과 경제성장 사이

에 존재하는 긴장 및 불일치와 이에 따라 작동하는 피드백 과정”(계봉오, 

2015)이다. 맬서스를 비롯한 고전적 인구변동이론과 수정주의 인구이론은 경

제적 조건이 인구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파악했다. 맬서스는 식량생산의 증가속도가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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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제한된 경제성장(식량생산)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인구가 조정될 

것으로 본 것이다(맬서스, 2011). 신맬서스주의 역시 인구폭발에 대한 우려

에 바탕을 두고, 인구성장과 경제성장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 피드백의 고리

를 약화시키기 위해 인구성장 억제책을 주장했다(Hodgson, 1988). 신맬서스

주의는 인구성장 억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이

어졌지만, 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인구성장에도 불

구하고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신맬서주의의 주장은 경험적 연구로 확증되

지 못했다(계봉오, 2015).

반면 보스럽이나 사이먼은 인구변화에 경제성장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인

과관계를 달리 해석했다. 보스럽은 식량생산 증가의 바탕이 된 농업기술의 

발전 원인을 인구압력에서 찾았다. 기존 경제구조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성장하는 상황이 새로운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Boserup, 

1976). 사이먼 역시 인구증가가 단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했다(Simon, 

1981). 보스럽이나 사이먼의 주장은 기술발전이 자원부존의 압력에서 비롯되

고 경제적 필요의 산물임을 주장한 앤더슨(Anderson, 1991)의 주장과도 맞

닿아 있다. 이처럼 맬서스 류의 인구이론이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의 부정적 

피드백을 주장했다면, 보스럽이나 사이몬은 긍정적 피드백을 주장해 큰 차이

를 보인다. 

       

2.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경제학자 솔로우(Solow)는 노동, 자본, 자연자원이라는 생산요소 간 대체

가능성으로 자연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다룬다. 토지는 비옥하지 못해도 농기

구나 농약을 통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생

산함수를 Y = F(L, K, R)로 할 때 노동 및 자본과 같은 다른 투입요소가 충

분히 커지면 자연자원의 최적량은 줄어든다(Solow, 1974). 환경쿠츠네츠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은 솔로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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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환경오염이 악화되지만, 1인당 국민소득 8천 달러 수준을 정점으

로 개선된다는 주장이다.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은 역U형 모양의 곡선 관계라

는 것이다(Grossman and Krueger, 1994). 이처럼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y)의 입장에 설 경우 인구변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낙관

적 전망이 가능하다. 

반면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y)의 입장은 훨씬 비관적이다. 경제성

장이 궁극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연자원은 기술이

나 자본으로 완벽하게 대체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Common & 

Perrings, 1994). 제오르제스쿠-로겐은 엔트로피 법칙을 활용해 Y + W = F 

(L, K, R)로 재구성한다. 투입물로 노동(L), 자본(K)과 함께 자연자원(R)을 

넣고, 산출물로는 생산물(Y)과 함께 쓰레기(W)도 함께 넣는다. 그래야 에너

지가 보존된다는 열역학 법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변에 투입된 생

산요소는 좌변에 산출되는 생산품과 함께 폐기물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른바 ‘생산의 쳇바퀴(treadmill of production)’ 개념도 현대 자본주

의 생산체제의 지속불가능성을 경고한다. 생태계로부터 추출된 에너지와 원

자재를 생산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현재의 생산체제는 천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Schnailberg et al., 

2002). 전통 맑스주의에서 강조한 ‘수요의 위기’뿐만 아니라, ‘비용의 위기’를 

강조해 자본주의의 지속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O’Connor, 1994). 

사회적 차원의 환경보호 요구는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자본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와 이윤 유지라는 자본의 이해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3. 인구성장과 환경보전 

하딩의 주장처럼 인간은 환경용량의 생태법칙에 지배된다(Hardin, 2009). 

제한된 생태계 내에서 서식하는 동물의 수는 식량과 자원의 한계점까지는 증

가하지만, 이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인구증가는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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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 증가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관계영역의 문제의식은 인구 총량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로 세분화되고 있

다(Liddle and Lung, 2010). 특히 도시화(urbanization) 문제는 인구성장과 

환경보전 영역에서 논쟁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먼저 도시화 자체가 환경보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

장이 있다.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구조 변화 측면에서 도시화가 환경 파괴의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Ehrhardt-Marinez 1998). 좀더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도시화 규모에 관한 논쟁을 발견할 

수 있다. OECD(2009)는 현재 세계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60~ 

80%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탄소 사용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건물 및 교통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이 주요한 포인트로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압축적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가 도보 이동 및 대중교통이 편

리하며,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작다. 

인구밀도가 낮아지면 도시 지역이 확장되면서 차량 이용이 더 증가하고 그 

결과 도시는 더 확장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밀집

형 대도시가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된다. 인구 2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 주민 

1인당 토지 이용은 20만 명 미만 소도시 주민 토지 이용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ADB, 2011).  

중소도시 위주의 도시화 모델은 주로 정치적 고려가 많이 개입되어 있다. 

중소도시 위주의 도시화 모델도 그 목적에 따라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우선 

도시와 농촌의 구조적 차이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목적(Fei et al., 1986; 

Goldstein, 1990), 대도시로 이농인구가 몰렸을 때 사회적, 정치적 압력에 대

한 우려(Gale and Dai, 2002), 그리고 대도시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사

회보장이 이농인구에게도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우려(Lin, 

2002)하는 경우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 간 균

형발전과 특정 지역의 집중 투자를 통한 성장 추구라는 두 개의 상충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거대도시를 지원하는 공공인프

라에 재정을 투자할 것인가, 혹은 낙후된 다른 지역을 지원할 것인가?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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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가 성장의 유인을 물리치고 과밀화 방지 및 지역균형정책을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의 논의들이 도시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적정한 도시규모

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도시화 자체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부정적임

을 주장하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농지의 질 악화, 도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과 에너지 소비의 증가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Foster, 1999). 

       

4.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 

정치경제학이나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합리적 개인들이 공공선을 위해 자

발적 협력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비관론적 시각과 정부의 개입을 

통하거나 소유권 분산 등의 시장기제 도입으로 협력을 유도해 공유지의 비극

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낙관론적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비관론적 시각의 논지는 매우 간결하다. 방목하는 가축의 수를 늘려 이익

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가축주의 행위는 공유지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

다(Hardin, 1968). 하딘의 논의를 따르자면,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 억제의 방법도 없기 때문에 공유지인 지구환경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하딘의 논의는 집합행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

에 무임승차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올슨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Olson, 1965). 하딘의 딜레마에 대응하는 후속 연구들은 협력게임의 가능성

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하딘의 논의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

임이지만, 게임이 반복될 경우 협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Runge, 1984). 공동체의 자율적 자원관리의 성공사례들도 이어졌다(McCay, 

1995; Feeny et al., 1990). 오스트롬(2010)은 이러한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

로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자치적 자원관리의 가능성을 이론적으

로 논증한 바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국가는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뿐 강제

력이 없는 국제환경협약을 자국의 환경정책에 적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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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에 바탕을 둔 시각이 비관론의 주류를 이룬다(Downs, 2000; 

Downs et al., 1996; Ringquist and Kostadinova, 2005). 반면 국익의 계산 

외에도 국제환경협약의 합법성이 국내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성주

의적 시각(Chayes and Chayes, 1993; Hass, 1989; Young and Levy, 1999)

은 낙관론에 가깝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경제-환경을 잇는 각각의 문제영역에서 

사회학, 경제학, 정치경제학, 공공정책학, 국제정치학 등의 학문이 개별적으

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왔지만, 맬서스주의의 비관론과 풍요주

의의 낙관론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별 학문의 독자적 영역에

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거대담론이기 때문이다. 문제 진단에 대한 

학문적 탐구 영역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영역의 괴리도 기존 연구의 한

계로 지적될 수 있다. 사회학과 경제학이 전자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면, 정치경제학, 공공정책학, 국제정치학은 상대적으로 후자에 강조점이 두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 진단 및 해결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도 

개별 학문의 세부적 문제진단을 학제적 연구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 연구는 인구 대 자연자원의 불균형을 다룬다는 점에서 19세기 맬서스

와 유사점을 갖는다. 또한 특정 지역 및 국가에서는 자원 제약으로 인해 기

근, 질병, 그리고 전쟁을 겪을 것이고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

한 시각을 갖고 있다.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투쟁해온 결과 

강자와 부자는 살아남았고 약자와 빈자는 도태되었듯이, 무력과 돈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접근법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가 인구의 “양”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면, 이 연구는 인구 구

성이나 분포와 같은 인구의 “질”에 더 주목한다. 19세기 맬서스의 관심은 인

구 대 식량 비율이었기 때문에, 1인당 소비량의 편차가 비교적 작다는 점에

서 인구의 절대크기는 매우 중요한 지표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

업혁명 이전 약 2천 년간 일부 귀족을 제외하고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평민들의 평균 소득이 시공간적으로 큰 편차가 없었다는 점도 총 인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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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용성에 근거를 제공했다. 이에 반해 이 연구에서 총인구의 절대값은 맬

서스 시기에 비해 유용성이 떨어진다. 일부 연구에서 도시화 문제 등의 세부

적 접근이 진행되었으나, 자연자원의 소비수준을 결정하는 중산층의 규모와 

정부의 정책역량을 제한하는 고령화 문제 등 인구의 “질”이 종합적으로 체계

화되지는 못했다. 특별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 없

는 산업화 출발 시기의 인구 크기를 중요한 변수로 다룬다. 경제성장 출발 

시기의 인구 크기는 자원 소비와 관련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산업화 초

기 단계에는 자원집약적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해

당 국가의 인구 크기는 자원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종속변수의 범위를 확대한 후 체계적인 유형화를 시도했다. 맬서스

가 식량만을 다룬 반면, 후속 연구들은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등을 포괄한 

것은 사실이다. 인류가 식량을 걱정해야 했던 농경사회에서 비약적인 생산력

을 보유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에너지의 사용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파괴의 심각성 때문에 이 연구는 설명 대상의 범위를 식

량은 물론 자연자원 및 생태계로까지 넓힐 수밖에 없었다. 기존 연구들은 분

석 범위를 확대하기는 했으나, 분석 대상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보다 열거

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자

원의 종류에 따라 지속가능성 여부 및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경제재(economic goods)와 자유재(free goods)

로 범주화해 접근한다. 

셋째, 이 연구는 성장과 확산의 속도 차이에 주목한다. 영국이 150년에 걸

쳐 이룬 산업화를 중국은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산업화 후발국가의 이점(advantage of late comers)이 발휘된 결과이

다(Gerschenkron, 1962). 성장이 빨랐던 만큼 부작용도 컸다. 산업화에 필요

한 자원 소비 및 생태계 파괴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성장과 확산의 속도는 이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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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구문제의 질적 접근: 수요 측면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 인구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세계 

인구는 10억 명에 도달하기까지 20만 년이 걸렸고, 20억 명에 도달한 1927

년까지는 한 세기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후 33년 만인 1960년에 30억 명에 

이른 세계 인구는 2011년에 70억 명을 돌파했다. 2030년에 세계 인구는 83

억 명, 2050년에는 9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UN 2012, “중

간예측”). UN에 따르면 서구 선진국들의 인구는 정체되는 반면, 저개발국 혹

은 신흥 발전국의 인구성장이 전체 인구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UN 

인구예측 중 “중간” 예측을 따를 경우 2040년 정도부터 성장률이 완만해지

고 2100년경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예측을 따를 경우 

2020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2040년에 80억 명 선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

로 예상된다(UN, 2012; Economist, 2012). 이 경우 인구의 크기 자체는 맬서

스 학파의 우려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말은 물론 인구증

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인구수의 

변화보다 소비력이 있는 중산층의 수, 노인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율, 고령

화 속도, 도시인구 수 등의 상대적인 변화가 더 큰 변수임을 말하는 것이다.

1. 중산층 및 도시화 

일단 대량 소비사회에서 선진국 중산층의 소비수준은 개도국이나 후진국

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 앞서 언급한 다이아몬드의 소비계수(consumption 

factor) 개념을 사용하면, 북미, 서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평균적

인 사람의 소비계수는 32이다. 소비계수가 32라는 말은 케냐처럼 소비계수가 

1인 사람보다 자원을 32배 더 많이 소비하고 쓰레기를 32배 더 많이 배출한

다는 의미이다. 소비계수 개념을 사용할 때, 개도국의 소비수준이 현재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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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올라서면 지구 차원에서 현재보다 11배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 소

비 관점에서는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 명에서 사실상 770억 명으로 늘어나

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Diamond, 2008). 따라서 중산층의 소비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총인구 절대값은 분석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6,000-$30,000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Wilson 

and Dragusanu, 2008) 있는 골드만 삭스 기준으로 2010년 현재 세계 중산

층은 약 12억 명이고, 2030년에는 약 3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

층 규모의 확대는 중국과 인도가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 중산층의 

소비 비중은 세계 중산층 전체 소비의 23%를 차지해, 타 지역 중산층에 비

해 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의 중산층 규모는 11억2

천만 명에 달해 미국 중산층 규모의 여섯 배가 되며, 2050년에는 미국의 열 

배로 늘어난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의 경우 2030년 중국은 미국의 3분

의 1 수준인 2만1천1백 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 4만7천

8백 달러 수준으로 올라선다(The Asia Development Bank, 2011). 지역적 

편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소비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중산층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고, 증가분의 대부분이 그 동안 소비능력이 작았던 중국과 인도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예측은 자원 수급의 압박요인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시화의 경향과 모델은 소비패턴 등 생활양식의 변화와 직결된다. 현재 

50% 이하인 도시인구는 2030년경 세계 인구 83억 명 중 49억 명이 되어 도

시화율은 약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인구의 증가분 중 중국

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억8천만 명과 2억2천만 명으로 전체의 

37%에 해당된다(UN, 2008). 맥킨지 보고서(2009)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신규로 늘어나는 3억5천만~4억 명의 도시인구는 현재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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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인구 고령화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다. 1970

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피임약의 보급과 결혼 연령의 상승, 개인주의 풍

토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져, 심한 경우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급감하

기도 했다. 게다가 신맬서스주의의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아시아지역의 개

도국들뿐만 아니라, 산아제한을 실시한 적이 없는 인도 같은 개도국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출산율이 저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고령인구의 복지비용에 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는 

주요 포인트가 된다. 또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 정책능력의 감소는 향후 

성장 친화적인 정책 대신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2050년의 세계 인구는 절대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총 인구의 8% 이하였지만 

2050년에는 16%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소위 ‘중간 나이(median age)’

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2010년 현재 29세에서 2050년에는 9세가 증가하여 

38세가 될 것이다(The Economist, 2012).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7%에서 두 배인 14%

로 늘어난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이 월등히 짧다. 프랑스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기까지 약 115년이 걸렸고, 스웨덴 85년, 

오스트레일리아 73년 등이 걸렸으나, 싱가포르 19년, 브라질 21년, 중국 26

년 등 개도국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아졌다 

(National Institute of Aging, 2011).

특별히 중국의 고령화는 타이밍과 속도에 초점을 맞춰 주의 깊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젊은 인구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이

뤘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조숙한 노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선진국들

은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은 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천5백 달러 수준(2010년)에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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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게 되었다는 점은 중국의 큰 고민이다. ‘중진국 함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부양인구가 증가

하면 저성장에 대한 위기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인 사회복지 요구의 증

가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중국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줄어든

다는 점도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성장의 속도와 규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이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급속한 경제성

장은 인류를 ‘맬서스의 덫’에서 구해냈다. 1750년과 1850년 사이를 “대분기

(Great Divergence)”라고 명명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Pomeranz, 2009). 일

반적으로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전략은 고투입, 고

소비, 고배출형 성장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역U자형 환경 쿠즈네츠 곡선

(EKC)을 따르더라도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자원소비 및 환경파괴가 극심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경제성장 초기에 환경파괴가 늘어가다가 일정 궤

도에 올랐을 때 환경오염이 다시 줄어든다는 환경쿠즈네츠 곡선은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적실성이 있을지 몰라도 지구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도 가능하다. 선진국들이 자원과 환경에 부담이 가는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치러야 할 환경비용이 개도국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할 뿐 지구 차원의 자원 및 환경부담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화가 미국 및 다른 유럽지역, 그리고 아시아로 확산

되면서 성장의 속도가 배가되었다는 점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구매

력 기준으로 1,300달러이던 1인당 GDP가 두 배인 2,600달러로 성장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할 때 이 점은 명확해진다(The Economist, 2011). 산업혁

명의 선발주자인 영국은 154년, 미국은 53년, 독일은 65년, 일본은 33년, 한

국은 16년으로 줄어들고, 중국은 1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산업화 후발주자

의 이점(advantage of late comers)이 최대한 활용된 결과이다(Gerschenkron, 

1962). 압축적인 고도경제성장은 자원소비와 환경파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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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초기의 인구 크기까지 감안하면 심각성은 더 커진다. 맬서스가  

인구론을 통해 관찰한 18세기 말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 인구는 9백만 명

에 불과했다. 산업화 초창기인 19세기 중반 미국 인구는 1천만 명, 20세기 

초반 일본 인구는 4천8백만 명, 1960년대 중반 한국 인구는 2천2백만 명이

었다. 이에 비해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에 시동을 건 1980년대 중반 

중국 인구는 이미 10억 명을 넘어섰다. 인도 인구 역시 산업화에 돌입한 

1990년대 초반에 이미 8억 명을 넘었다(The Economist, 2011; UN, 2012; 

World Population History). 산업화 초기의 인구 규모로만 따진다면 20세기 

말 중국은 19세기 중반의 미국보다 1백배나 많은 자원소비와 환경파괴를 담

당하고 있는 셈이다. 

IV. 분석대상의 확대 및 인구변동 효과의 세분화: 경제재 
대 자유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 대 식량의 관계에 주목했던 맬서스의 문제의

식을 에너지, 광물자원은 물론이고 물, 공기와 같은 생태계로까지 확대한 이

유는 식량을 걱정했던 농경사회가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산업혁

명을 거치면서 자연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문제

의 초점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의 종류에 따라 경쟁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장은 분석대상인 자원의 종류에 따라 경제재와 

자유재로 범주화해 지속가능성과 경쟁양상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량 문제에 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

고 있지만, 식량수요의 증가분이 공급 증가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

라는 분석이 우세해 수급 자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식량 안보 위기는 가격상승 압력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해져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의 경우 세계 전체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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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요의 증가속도는 낮아지지만, 유럽, 중국 및 인도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가 높아지고, 화석연료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아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광물자원 역

시 시추기술의 발전 등으로 확인매장량이 늘어나 가채연수의 분석 틀로는 중

단기적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 경제재

1) 식량

1990년대 서구사회에서 이른바 “중국위협론”이 대두될 때 핵심은 식량문

제였다. 브라운(Brown, 1995)의 책 제목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가 암시하듯이, 당시 13억 명 중국인구의 식량수급은 전 세계적 문제로 확대

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브라운은 2030년경 중국이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브라운의 문제제기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

재 시점에서 평가할 때, 세계 제1의 인구대국인 중국의 식량수급은 브라운의 

우려만큼 위기상황은 아니다. 후속연구들(Rogergrant et al., 1995; Huang et 

al., 1997)이 지적했듯이, 식량수요는 증가했지만 농업 인프라 개선이나 생산

성 향상으로 식량자급률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문제 상황으로 비화되지는 않

았다. 무엇보다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이 생산성 향상의 

배경에 있었다.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까지는 식량문제에 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 가운데 식량 공

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농산물 가격의 장기적 하락 추세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된다(이정환 ‧김재훈, 2008).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 그리고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농산물 공급 증가에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덧붙여 식량 가격의 급등주기도 단축되면서 식량 수출국과 식량 

수입국 간의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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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1965년과 1970년 사이의 미국 석유생산량을 추정했던 허버트(King 

Herbert, 1956)는 원유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해 조만간 원유생산이 최고점에 

이른 뒤 급감한다는 이른바 석유고갈론(Peak Oil)을 제안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업화에 필수적인 석유소비가 고갈론으로 제약을 받을 경우, 전 세계

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고도

성장 단계에 있던 개발도상국에게 석유고갈론은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확산

되었다. 허버트의 석유고갈론은 과연 현실화되었는가? 탐사 및 시추 기술발

전에 따라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

났다. 석유소비 증가분을 반영한 가채연수도 1980년 이래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셰일 오일층의 발견과 개발은 석유시대 종말의 경고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13)는 2035년까지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현재

보다 3분의 1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 전망에 따르면, 중국이 미

국을 제치고 곧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에너

지 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약간의 증가가 있더라도 비OECD 국

가들 에너지 수요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IEA는 전망했다.

영국의 국제석유자본인 BP가 발표한 2035년까지의 에너지 수요 예측은 

크게 세 가지이다(BP, 2012). 우선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한가? BP는 국

제 에너지시장이 41% 정도 늘어날 수요를 대체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재생가능 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석유 확인매장량은 1980년 

기준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석유 소비량은 확인매장량 증가에 비해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확인 매장량 역시 소비

량 증가분보다 늘어나 가채연수가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30년경 지역별 에너지 자급 여부이다. 2012년부터 2035년까

지 북미 및 유럽, 아시아 선진국 등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2035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들어선다. 반면 2012년 

대비 2035년 세계 전체 에너지 수요는 41% 증가한다. 신흥국의 증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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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를 차지한다. 최대 증가국은 중국과 인도이다. 중국 에너지 수요는 미국

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고, 인도는 유럽 에너지 수요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단, 세계 수요의 증가속도 자체는 낮아진다. 북미지역은 에너지 자급률이 점

증해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유럽 지역과 중국, 인도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는 더 높아진다. 세 번째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여부

이다. 2035년경에도 화석연료의 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

의 비율도 10% 미만에 그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9% 정도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BP, 2014). 이 전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정리한 온실가스의 삭감 목표량을 훨씬 상회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세

계 평균기온 상승 2도 이내 억제라는 IPCC의 목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석유 대체자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셰일가스의 발

견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광물자원 

선발 산업화 국가와 비교할 때, 10분 1로 압축적인 초단기간의 고도성장, 

그리고 1백배 이상 인구규모로 시작된 중국발, 인도발 산업화는 지구 전체의 

자원소비와 환경 문제에 심각한 도전 요인으로 등장했다(UNEP, 2013). 단

적인 예로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철강 소비가 급증했다. 1990년까지 5천

만 톤 이하였던 중국의 연평균 철강 소비량은 2000년경 미국과 비슷한 1억 

톤 규모로 증가했고, 이후 10년 사이에 6배가량 늘어나 2010년에는 6억 톤

으로까지 증가해 미국 철강소비량의 6배를 넘어섰다(Nomura, 2011). 철강 

소비가 늘어나면서 원료인 철광석의 수요도 급증했다. 국제 철광석 시장의 

거래량은 1980년 이래 3~4억 톤 규모였지만, 2000년 이후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4년 현재 12억 톤 규모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량의 대부

분은 중국이 수입해간 양이고,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 증가

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 1톤 당 20달러 미만에서 거래되

던 철광석 가격은 5배 이상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1톤 당 100~1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Gray, 2014). 

하지만 광물의 ‘고갈’은 엄격하게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의미 없는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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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 1입방킬로미터에는 평균적으로 알루미늄 2억 톤, 

철 1억 톤, 아연 80만 톤, 구리 20만 톤이 들어 있으므로 분자 수준에서 광

물의 고갈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Brooks and Andrews, 1974). 문제는 

접근성이 좋고 고품질인 광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물의 매

장량이라고 표현되는 용어는 정확히 하자면 확인 매장량(proved reserves)이

다. 주요 광물자원의 확인매장량 및 가채연수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확인매장량과 가채연수는 미래의 자원 희소성을 추측하기에는 큰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채연수에는 재활용 개념이 빠져 있다. 한 번 사용

한 금속자원이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납과 알루미늄, 그리고 최근에는 철 역시 활발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또한 확

인 매장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채굴기술이 향상되고 해당 금속

의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확인매장량은 늘어난다. 시추기술은 급속도로 발전

했다. 시간당 시추거리로 표현할 때 1970년도 50미터에 불과했던 시추능력

은 2010년 현재 450미터로 9배 늘어났다(Mining Global, 2014).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접근이 불가했던 지역까지 경제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요약하자면, 이 세 그룹의 자원은 절대인구의 증가보다는 중산층 수준, 도

시화, 고령화 등이 집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인구

의 질적 변화로 인해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생산량 증가, 

대체자원의 발굴 그리고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자체가 파국적인 상

황을 맞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속가능 자원으로 분류

했다. 기술발전과 시장기제로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 자원의 

수급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 확대

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은 엄존하고 있다는 점이 다음 절에서 논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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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량, 에너지, 금속자원 등의 경제재는 자원의 희

소성 자체로 인한 중단기적인 공급차질보다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간의 

갈등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량 자체의 부족보다는 분

배의 문제가 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했던 물, 공기와 같은 자유재는 어떤

가?

(1)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먼저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

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수몰, 이상고온 현상, 조기사망률 증가, 물리적 충

돌 등은 인류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

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려는 노력도 있어왔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책

적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시도였다. 이른바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은 이산화탄소 1톤 배출로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을 돈으로 표시한 것이다. 미국 환경청은 2015년 기준으로 SCC

를 37달러로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SCC는 실제 사회적 비용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IPCC, 

2011).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존 SCC 산출모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기후변화가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미국 환경청

이 추산한 SCC보다 6배나 크다.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때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이 220달러나 된다는 것이다(Moore and Diaz, 2015). 이 모델을 

2013년 미국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한 54억 톤의 이산화탄소에 적용하면 총 

비용은 1조 달러가 넘는다. 같은 해 미국 GDP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방출되는 해저 

메탄 가스의 경제적 피해는 6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Nature, July 2013).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나 더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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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메탄가스의 일부만 방출되어도 지구 온도 2도 상승은 15~35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지구 온난화의 경제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통계 

체계의 붕괴일지도 모른다. 인류가 교량과 빌딩을 건설하고 제방을 쌓으며 

도시를 계획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해 온 것이 자연재해 발생 패턴을 보여주

는 통계자료였다. 2008년 Science에 실린 한 논문은 “정상성(stationarity)은 

죽었다”고 선언했다(Milly et al., 2008). 자연현상은 고정된 불확실성의 범위 

내에서 변동한다는, 이른바 ‘정상성’은 위험도 분석의 기본 원칙이고 모든 시

계열 분석의 근간이다. 정상성이 붕괴된 통계자료는 국가 정책은 물론, 규모

가 훨씬 작은 도시계획마저도 불가능하게 한다. 잘못된 통계자료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

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패턴의 변화는 모든 위험도 분석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며, 계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계획이 불가능한 사회

는 더 이상 문명사회라 할 수 없다. 

(2)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가 거론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숫자는 450ppm

과 섭씨 2도이다. 대기 중 일일 평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50ppm을 넘으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세계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

문이다. 평균 기온 2도 상승은 전에 없던 홍수나 가뭄, 이상 한파, 이상 고온 

등 이상 기후변화를 불러오고, 빙하지역의 해빙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지구

의 주요 지역이 침수되는 재앙이 발생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된다면, 2030년경 마

지노선인 450ppm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4가지 중 최선의 시나리오(RCP2.6)로 갈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 CO2 농도 421ppm을 유지해 지구 자정능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IPCC는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배출되는 최악

의 시나리오(RCP8.5)로 갈 경우 CO2 농도는 936ppm으로까지 상승해 평균

기온은 4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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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과학저널 네이처의 접근법을 따르자면,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낮추려면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1조 톤으로 제한

해야 한다. 그런데 2000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배출량은 이미 3천억 톤을 

넘어섰다. 따라서 2050년까지 배출량은 7천억 톤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기존에 확인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매장량을 연소시킬 때 나오는 배출량은 

이 7천억 톤을 훨씬 넘어선다. 거기에 셰일가스 등 비전통 화석연료까지 개

발된다면 7천억 톤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김미형, 2013). 

2050년까지 쓸 수 있는 7천억 톤을 과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실제로 

선진국은 산업혁명 시기에 이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선진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7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산화탄소는 총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2009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중국 77억 톤, 미국 54억 톤, 인도 16억 톤, 러시아 15억 

톤 순이다. 반면 1인당 배출량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순으로, 중국

은 약 6톤으로서 미국 18톤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렇다면 2050년까지 약 

40년 동안 쓸 수 있는 7천억 톤을 세계 전체 인구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배출량은 약 2.5톤이다. 2.5톤은 현재 인도나 라틴아메리카 주민 한 명이 배

출하는 양이다. 1인당 5톤인 세계평균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OECD, 2013). 미국을 예로 들면 1인당 18톤인 현재의 배출량을 20% 수준

인 2.5톤으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기온상승을 2도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현재 미국인의 생산 및 소비방식을 인도나 라틴아메리카 수준으로 낮춘다

는 것이 과연 현실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3.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

앞에서 인간 대 자연의 관계를 경제재와 자유재로 나누어 지속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자원과 지구생태계의 트렌드를 종합하

여, 인간의 자원소비와 관련된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을 검토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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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 Global Footprint Network)

가 사용하고 있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개념을 활용하기로 한다. 

생태발자국은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생활방식으로 살 때 필요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

요한 의 ‧식 ‧주, 그리고 에너지 ‧도로 ‧폐기물 등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다.

생태발자국은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 식, 주, 그

리고 에너지, 도로, 폐기물 등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다(지속가능발전포탈). 이 개념에 따르면 기본

적으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1인당 1.8헥타르이고, 현재 세계 

평균은 2.7헥타르이다. 이 표현을 다시 해석하자면,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자

원 소비 규모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1.5배 넘어선 것이다. 즉 지금

의 자원 소비 규모는 지구 1.5개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 생태발자국 이론

에 따르면, 인류가 자원소비를 줄이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지구 2개, 2050

년에는 지구 3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신의 몫을 다 사용하고 빌려 쓰는 채무자가 있고 자신의 몫을 덜 사용

하고 빌려주는 채권자가 있듯이, 생태발자국에도 생태채무국과 생태채권국이 

있다. 현재 세계 70억 인구 중 80%가 자기 국가의 생태용량(bio capacity)을 

초과해 자원을 사용하는 생태채무자들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IV. 트렌드 역전의 어려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성장전략과 소비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구책

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의 발전전략이나 소비패턴의 변경을 시도하

기도 쉽지 않지만, 변경을 시도해도 이 또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다는 점이

다. 이 장에서는 트렌드 역전이 어려운 이유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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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의 한계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이 인구성장과 빈곤의 악순환인 ‘맬서스의 덫’을 빠

져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증가였

다. 그 뒤를 이어 산업화에 성공한 후발주자들의 성공요인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생산량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했

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생산력의 증가로 이를 역전시키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

됐다. 21세기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

제이다. 이 연구는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과 자원착취 및 대량소비에 기반한 

생활방식 사이의 관계를 핵심모순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학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을 늘리거나 자원착취

적 대량소비를 줄이는 것에 있다. 

과학기술로 지구생태계의 수용능력을 늘리는 일은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

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자원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유감

스럽게도 현재까지 과학기술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실

용성 있는 에너지를 발굴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30년에도 인

류는 여전히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된다. 석탄의 비중이 유지

되고, 석유의 줄어든 비중을 천연가스가 메우는 수준에 불과하다. 2030년에

도 화석연료의 비중은 80% 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대체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경우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거론되고 있는 방법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이다.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육지나 바다 깊은 곳에 

저장하여 격리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방법이다. 실제 IPCC도 CSS

를 탄소배출 억제의 주요한 기술로서 고려하며 개발에 독려를 가하고 있다

(IPCC, 2014). 문제는 CCS가 아직 실용성이나 안전성 차원에서 검증되지 

못한 기술이라는 점이다. 실용성 차원에서, CCS를 위한 설비 건설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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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원 및 에너지 비용이 CCS의 효용보다 크다는 비판이 

있다. 안전성 차원의 비판은 더 심각하다. CCS 역시 핵폐기물 저장과 마찬

가지로 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에 감추어둔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

다. 인간이 통제하기 힘든 지진 등의 지질학적인 변동으로 탄소가 누출될 가

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한, 탄소포집저장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

이다(Schaffer, 2010).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위험성이 과

소평가되었고, 화석연료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세력이 이 기술의 안전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현재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체 에

너지를 발굴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기본적

으로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획기적 변화 없이는 이 모든 노력이 허

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Green Illusion(2012)의 저자 오지 제히너

의 주장처럼, ‘절약 기술’의 개발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대처법이 가장 현실

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2. 시장의 한계

자연자원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악화되는 생태환경이 최대 위협요인인 상

황에서 시장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자연자원의 희소성에 대응하는 경제학

의 논리는 애로우의 일반균형 이론에서 시작된다. 실제 1970년대 석유파동으

로 유가가 상승했을 때, 에너지 절약 기술이 등장하고 에너지 소비가 작은 

경차가 인기를 끌었다. 이른바 중후장대(重厚張大)형 산업에서 경박단소(輕

薄短小)형 산업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기술발전이 자원

고갈 위기극복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충실하게 적용된 애로우의 일반균형은 여전히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희소해진 자연자원의 가격이 상승

해 소비증가율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소비량은 계속 늘어갔다. 자



152   배진석

연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시장원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물이나 공기와 같은 자유재(free good) 혹은 공공재(public good)는 시

장 원리에 맡겨놓기가 곤란했다. 판매를 위한 계량화의 문제도 있지만, 가격

을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물 혹은 공기와 같은 자유재마저 제공하

지 않을 경우 공동체는 심각한 파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

대는 이른바 외부효과(externality)에 의해 제한되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하천이나 공기를 오염시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지만, 기업은 이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 환경오염으로 

유발된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해당 기업이 생산된 제

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고려하는 사적 비용(private cost)보다 더 크다는 말

이다. 이 같은 외부효과는 비용과 편익이 수요공급 곡선에 반영되기 힘들므

로, 결과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른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이어진다. 외부효과에 따른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학은 정부에 의한 조세와 보조금 지급을 고민해왔다. 정부가 부정적 외

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경제주체에 조세를 부과하여 억제

하고,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피구(Pigou)세, 또는 피구적 보조금이다. 하지만 조세와 보조금을 통

해 외부효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상의 경제 행위들 

중에서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규명하

더라도 외부효과로 인해 유발되는 이익이나 손실의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해도, 환경문제

와 관련된 국가 간 분쟁에서 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세계정부는 현재 

없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정치에서는 공공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조직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로 나타날 지

구공동체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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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행동의 딜레마: 편익의 집중과 비용의 분산 

기후변화는 다른 환경문제가 그러하듯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효과적 성격

을 모두 가지고 있다(Frankhauser and Kverndokk, 1996). 먼저 지구 대기

는 물과 함께 경제학 교과서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대기를 두

고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경합성을, 그리고 대기를 사용할 

때 특정인이나 특정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을 갖추고 있

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산

화탄소를 배출해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의 온난화를 야기함으로써 대기를 공

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에 빠지게 했다. 산업화로 얻게 되는 

편익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고, 지구온난화로 치러야 할 비용은 세계 전체 국

가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전형적인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 

딜레마에 속한다(Olson, 1965). 각 국가의 개별적 합리성, 즉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공동체의 합리성, 즉 온난화 방지 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지구 대

기라는 공공재 사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또한 대표적인 외부효과의 특성을 가진다. 산업화 과정에서 개

별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주변 국가 및 세

계 전체 환경에 해를 입혔지만, 개별 산업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치

르지 않았다. 이는 자국은 물론 주변국에게 ‘가격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

부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 기후변화협약은 기존

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외부효과가 더 이상 무시되지 않고 시장가격에 충실

히 반영되는, 이른바 ‘외부효과가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전 1994). 문제는 국가간 외부효과를 교정할 때도, 국가 내에서 

정부가 외부효과를 교정할 때와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이다. 부정

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해 억제하고 긍정적 외

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권장하려 하지만, 외부효과가 유발하

는 정확한 이익과 손실의 규모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난점이다. 게다

가 국가 간 문제의 경우 국가 내의 정부처럼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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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협상은 

늘 난항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난 30여 년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상충이다. 선진국은 기후변

화를 환경문제로 인식한다. 반면, 개도국은 기후변화를 개발문제(development 

issue)로 인식한다(신성휘, 1997). 주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량이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별로 차별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은 GDP와 CO2 배출량이 동조현상을 보

이고 있으나, OECD Europe의 경우 GDP는 증가하지만 CO2는 소폭 감소하

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유럽 국가

들의 경우 CO2를 줄여도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CO2를 줄이면 곧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는 의미이다. 이처럼 경제성장 가도에 있는 개도국들이 자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결의하기란 쉽지 않다(IEA, 2013). 

이러한 시각 차이를 게임이론에 적용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선

진국은 환경문제에 대해 높은 인식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EU와, 세계 온

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축에 따른 비용과 국내 정치 

문제로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으로 구분된다. 개도국 역

시 생태환경이 취약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큰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이지만, 현재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기후변

화협약에 따른 개도국의 의무감축에 반대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펴고 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게임으로 단순화시켜 보

기로 하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국가들이 지구온난

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이 소극적인 대처로 배신

할 경우의 이익보다 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국가들은 협력보다 무

임승차를 택할 유인이 많아지게 된다. 이 역시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

되어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풍요한 소비사회를 경험한 기존 선진국의 소비패턴을 바꾸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식 자본주의 발전과 대중소비사회를 모방하고 있는 신흥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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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에게 성장률을 희생하면서 새로운 발전전략과 소비양식을 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흥부상국들에게는 충분히 “사다리 걷어차기”(장하준, 

2004)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내실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처럼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공공재인 지구생태계를 위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주장에 선

뜻 동조할 유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4. 국가 능력의 축소

제III장에서 살펴본 인구 고령화 문제는 국가 재정능력과 관련되어 환경문

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생태계에 부담을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출산율 감소를 통한 인구증가의 억제이다. 출산율 감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고령

화 사회의 도래이다. 고령화 사회는 당장 세 가지 큰 경제적 부작용이 있다. 

첫째,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어들어 곧바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1965

년에서 1995년까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동아시아 지역 GDP 성장의 

3분의 1은 노동력 팽창에 따른 결과였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 

GDP 성장률 3% 중 1%는 인구증가에 의한 기여분이었다. 이처럼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성장은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 둘째, 경제활동 인구 대 부양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젊은 세대

의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위축은 물론 저축률에도 영향을 줘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우려

된다. 노령인구를 위한 연금 및 의료비용 지출 증가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

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미국 의회예산사무국이 예측한 조사에 의하면 미

국 연방정부의 부채비율은 2010년 GDP 대비 60%에서 2035년 185%로 증

가할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고령화 관련 비용이라고 한다. 

위의 세 가지 경제적 부작용은 고스란히 성장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구증가의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이 바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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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신흥 개도국이라는 점이다.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출산율 감소를 과연 성장 가도에 있는 개도국이 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

는다.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세대 간/집단 간 갈등

이 증폭될 가능성도 리스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맬서스식 처방을 받아들여 출산율을 낮춘 중국이 이미 고

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출산율 억제정책을 쓰지 않은 인도마저도 소

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출산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

은 중국 및 개도국들이 직면한 문제는 국가가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 사회

가 된다는 점이다.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성장의 모멘텀을 놓칠 가능성이 높

다는 의미이다(이코노미스트, 2012). 

환경 문제와 관련해 인구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바로 고령화 관련 

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 재정 능력이 약화됨으로써, 친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동력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재정상태가 양호할 때에도 성장률의 

둔화를 감수하면서 친환경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경제활동인구 

감소, 청년세대의 실질소득 감소, 그리고 고령화 관련 복지비용의 증가라는 

고령화 사회의 경제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친환경정책이라는 

경제 리스크를 개별 국가의 정부가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인구 대 자연자원의 불균형을 다룬다는 점에서 19세기 맬서스

와 유사점을 갖지만, 분석 시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접근한

다. 첫째, 이 연구는 총인구수의 절대량보다 인구의 “질”에 주목한다. 동시에 

산업화 출발 시기의 인구 크기를 중요한 변수로 다룬다. 둘째, 설명대상의 범

위를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은 물론이고 물, 공기와 같은 생태계까지 포괄한

다. 동시에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인 자원의 종류에 따라 지속가능성 여부 및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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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자유재로 구분해 접근한다. 셋째, 이 연구는 경제성장과 확산의 속도 

차이에 주목한다. 

이상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이 연구가 트렌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주요 발

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 등 경제재(economic 

goods)의 경우 수요의 증가로 분배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해 공급 불안정이 

계속되겠지만, 대체재 개발 및 기술 혁신 등으로 공급 자체에 결정적인 문제

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확인된 가용 자원의 양과 생산의 집중

도에 따라 경제재 내에도 편차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물, 공기와 같은 

자유재(free goods)의 경우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

다. 자유재는 경제재와 달리 인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한 번 훼손되면 

회복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고로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는 자유재의 특성 때문에 전형적인 

집합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에 빠져 문제 해결은 매우 어

려울 가능성이 크다. 경제재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자유재 문제가 악화될 가

능성도 크다. 심층 및 심해 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환

경자원에 대한 부담으로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추기술의 발전으로 추가 

석유 및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석유 부족한 세상보다 석유가 풍족한 세상이 지구온난화 관점에서는 

더 큰 재앙일 수 있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원소비 및 생활양식을 새

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의 한계, 시장 

외부효과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국가의 정책능력 약화, 국가 및 집단 간 집

합행동의 딜레마 등이 비관적 전망을 역전시키기 어려운 요인으로 파악된다. 

넷째, 중국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맬서스식 출산율 억제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소비패턴 등 생활양식의 변화

에서 출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 도시화는 출구의 중요한 옵

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은 현재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직접적 피해자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이 취할 구체적인 실천

은 위기상황 타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기회요인과 도전

요인에 대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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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구 대 자연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한 18세기 

말 맬서스의 인구론을 21세기적 해석을 통해, 이른바 맬서스의 문제의식을 

넘어(beyond Malthus) 새로운 문제규명과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론적 

접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맬서스의 관찰은 정확했다.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 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은 인구론이 발간된 18세기 말까지는 엄

연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맬서스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틀렸다. 

맬서스가 경험하지 못한 과학기술의 발전 및 시장기제의 효율성 덕분에 그의 

비관적 예측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맬서스의 덫’은 풀려 21세기 인류는 

풍요사회를 경험하게 됐다. 

‘맬서스의 덫’에서 탈출한 인류가 여전히 맬서스의 문제의식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자원착취적 생산방식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생활방식이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들에 이

식되고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소비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이 자원집약적인 

도시화로 증폭되고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의 심각성을 더한다. 유사 이래 최대 인구 대국들이, 유사 이래 최고의 속도

로, 자원착취적 생산 및 소비의 성장과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이 연구는 

새로운 문제상황으로 파악한다. 맬서스의 문제의식을 21세기 방식으로 해석

한다면, 인류는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에 따른 빈곤의 악순환, 즉 ‘맬서스의 

덫’에서는 풀려났지만, 풍요사회의 이면에 감춰진 인구의 질적 변화와 자연

자원 및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공멸까지 거론되는 자기파괴적 상황에 직면했

다. 이 점에서 ‘맬서스의 덫’은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맬서스의 처방 역시 21세기 관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맬서스는 

빈민이나 하층민들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금지해 사회 하층계급의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도덕적 관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1세기 맬서스의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맬서스의 처방을 

답습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 논의 중 신흥부상국들의 문제제기가 맬서스식 해결방식의 문제점과 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부상국들이 미국 등 

서구 자본주의국가식 발전을 모방하자, 기존 선진국들이 이들 국가들에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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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발전전략과 소비양식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파괴 등 인류 

공멸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사회에 도달한 길을 답습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신흥부상국 입장에서는 서구사회가 권고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고도성장을 포기해야 한다. 다소 거칠

게 표현하자면, “사다리 걷어차기”(장하준, 2004)의 문제의식은 맬서스식 처

방에 대한 저항이다. 이 점에서 21세기 인류는 여전히 맬서스의 문제의식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맬서스를 넘어서야(Beyond Malthus) 할 이유는 분명하다. 미국 핵과학자

협회의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는 2016년 현재 지구 종말을 의

미하는 자정까지 불과 3분 남은 오후 1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다. 인류 멸망

을 피하기 위한 이 단체의 긴급 주문사항은 자신들의 관심사인 핵무기 감축

과 같은 비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특정하고 있다(Mecklin, 

2016). 이 연구가 검토한 바와 같이 자유재의 지속불가능성은 시비를 가릴 

논쟁의 대상을 이미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 조직 그리고 개별국가의 

합리성 차원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누가”, “얼마나” 더 

갖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한 협력

의 조건 창출을 구속력 있는 국가 간 협의에서 찾아야 한다면, 공멸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이 연구의 범

위를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시론적 연구의 성격을 감안해 그 방향을 제언하

고자 한다. 

현재 대중사회의 소비패턴을 유지한 상태로는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은 매우 낮다. 그러나 소비욕구를 통제하는 종교적 접근이나 전통사회로 복

귀를 주장하는 접근은 현실성이 의심된다. 거대담론과 형이상학적 접근을 시

도하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기에 적절한, 인류가 살만한 공동체

(livable community)를 도시 차원의 분석 단위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공동체의 하부구조인 새로운 도시는 우선 자연자원 및 에너

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해 산업사회의 지속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시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관한 심층적인 추

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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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husianism vs. Cornucopianism: 
Alternative Approach to Problem Identification

Jin Seok Bae
Research Professor, Peace and Democracy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new approach in addressing the issues of 
population sustainability by looking at factors that were not previously considered in 
the traditional “Malthusian Trap” argument. Going beyond what Malthusians or 
New Malthusians have argued, this study expands the scope of explanatory variables 
to the supply of energy, mineral, water and atmosphere from food. Considering 
consumption, aspects in population quality such as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urbanization, and age are also given more focus. In doing so, this study gives more 
attention to the spread of population growth, especially on its size in the era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It also emphasizes the fact t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natural resources influence their sustainability as well as the way people compete to 
secure them. This study finds that the supply of economic goods such as food and 
energy is expected to be continuously unstable but not to the extent that there will 
be a critical crisis. If there is no innovation, however, the supply of free goods such as 
air and water will not be sustainable. Ultimately, it would be tough to reverse the 
current trend unless societies consider paths toward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ization.

Keywords: Malthusianism, Cornucopianism, Population Growth, Economic 
Growth,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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