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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집을 펴내며

  요즘 많은 분들이 세상이 자꾸 삭막해진다고 말합니다. 경쟁과 속도가 최고의 미덕으

로 여겨지는 이 시 의 삶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풍조가 

지성의 전당인 학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양과 지성을 갖춘 건강한 지성인

이 되기 위해 삶의 의미에 해 성찰하고 학문적 가치를 논하기 보다는, 취업 준비와 

고시 공부에 얽매이는 오늘날의 학생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원)생들의 건설적이고 신선한 환경담론을 펼치도록 마련한 

학환경상은 시 의 흐름과는 다른, 어찌 보면 조금은 우직해 보이는 사업일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꿉니다.’란 신 복 선생의 말씀처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학환경상을 통해 작금의 환경 경시 풍조의 학 문화를 바꾸

는 데 작은 울림의 단초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특히,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주인이 될 젊은

이들의 참여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환경상 공모의 참여를 통해 환

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인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풍부한 감

성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고 상 제작도 해 보면서 젊은이들 스스로 자신의 환경 가치

관과 의식을 가다듬는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반가운 것은 학환경상에 참여하는 작품의 질이나 관심의 역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발전해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한 진솔한 자기 체험이 담긴 학생들의 논문과 수필 

그리고 상은 소박하지만 긴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사회에 해 건전한 비판의식과 

함께 젊은이다운 진지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들이 각계각층에서 

환경적으로 기여할 기회가 많아질 때, 학환경상을 통해 재단이 꿈꾸는 근본 목표를 

달성했다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작품으로 재단 문을 두드리길 기 합니

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높

은 기개와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자리를 항상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 학환경상 공모에 작품을 출품한 모든 학생들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고 재단의 학환경상 공모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사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4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이 중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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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마치고

▣ 환경논문 

  금년도 본 환경논문 분야 총 응모작은 18편이다. 학생과 학원생이 정확히 절반씩 

지원했다. 본 심사위원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에 응했다. 이미 공개된 것처럼 연

구 주제의 참신성과 적절성, 실용성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되, 논리성과 문장표현, 참

고문헌 및 각주 처리와 같은 형식도 고려했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는 매우 탁월한 수작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최우수상 선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학생 분야의 논문은 과거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학생 응모작의 경우 현장성을 적극 살린 분야로만 수상이 이루어졌다. 

  우수상 수상작 ‘환경부담금-컵 보증금제 폐지의 효용성 여부와 개선방안’은 설문지를 

사용하고 인터뷰를 병행하는 등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고를 들인 것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학원생 논문은 질적으로 양호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 

우수상과 장려상, 입선의 차이가 매우 엷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상 수상작인 ‘생

태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한 연구’는 생태 사회적 가치가 높은 것을 주제로 선정

했을 뿐 아니라, 생태공동체에 한 일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파

고들어 연구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올렸다.

  끝으로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제출된 논문을 평가하면서 공감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논문을 양으로 승부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 다는 점이다. 우수한 논문은 질적으로 드러

나는 것이지 그 양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아쉬운 것은 각주 처리를 하지 않거나 부

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자칫 인터넷 등에서 확보한 일반적 자료를 적당

히 버무려서 양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 제출하는 그릇된 유혹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내년에는 좀 더 양질의 논문이 나오기를 기 한다.

심사위원 대표집필 : 한면희(전북대 HK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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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수필

  먼 곳 자본주의 종주국에서 일어난 주택정책이 불러일으킨 파장이 급기야 언제 걷힐

지 모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를 뒤덮고 있다. 그 파장은 연쇄적인 경제활동의 붕

괴와 균열로 극동의 우리 삶에도 치명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끝 모를 불안

에 휩싸여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변화된 자본주의 행태에 어떻게 

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 고 있는 듯하다. 금년에 응모한 수필들은 금융위기가 가시화되

기 전에 마감된 작품들이었다. 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산업사회 시스템이 흔들

리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의 진지한 환경수필을 접하며 드는 감회가 전과 다른 바 있

었다. 

  학생들의 글은 진지했고, 젊은이들 특유의 거칠지만 순결한 정직성으로 인해 한 편 

한 편, 보석들처럼 빛났다. 무엇보다도 심사위원들은 환경문제에 임하는 자기체험이 담

긴 기록을 눈 여겨 보았다. 환경문제와 그 가능한 극복책 자체가 논리의 문제이기 이전

에 체험의 문제 혹은 전인적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논문식의 글쓰

기나 여행기는 그 자체의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요할 만한 흡인력이 떨어질 수밖

에 없었다. 에세이 부문에 응모된 논문은 필연적으로 정서적인 체험에 의존하기보다는 

논리적 귀결을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여행기는 그 여행을 통해 젊은 날의 혼이 뒤집

혀질 만한 자기갱신이 담겨 있지 않는 한, 범상한 여행기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었다. 결

국 에세이라는 문학적 형식에 충실하면서도 감동을 야기하는 체험의 글들에 주목하게 

되었다. 

  최우수상으로 뽑힌 김 훈의 ‘달빛이 내리던 그 바다에 서서’는 고향상실의 아픔과 비

애가 뭉클하게 가슴을 쳤다. 섣부른 안을 내놓을 수 없어 비록 아쉽게 마무리되었지

만, 장식적인 수식을 배제한 긴 세월에 걸친 체험의 도와 진정성은 매우 높이 평가하

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투박하지만 꾸밈없는 담백한 체험의 진술은 글지 않은 지식

의 나열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우수상에 선정된 김계현의 ‘에

코로드를 꿈꾸며 달린 730km’ 역시 거기 짙은 땀 냄새와 육체로 느낀 신음하는 우리 

땅에 한 문제의식이 배어 있었다. 땀 냄새와 충만한 비판의식은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장려상을 받은 소나무의 ‘창 밖에서 샤워를 해 보셨나요?’는 군 체험을 다

루고 있었는데 젊은이다운 진지함과 차분한 문체가 돋보 다. 역시 장려상에 선정된 김

동주의 ‘반복되는 수해, 반복되는 복구, 반복되는 파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 없는 

신개발주의로 인한 자연파괴에 한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온

난화로 인한 미래의 파국을 그린 환경 화로 널리 알려진 화 한 편과 오래된 생태주

의 사상을 진지하게 결합시킨 유상훈의 ‘「투모로우」, Ecological Literacy 그리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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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망’도 즐거운 마음으로 건질 수 있었다. 또한 라오스 오지 여행기를 쓴 장미정의 

‘낯선 길 위에서 오래된 미래와 나를 만나다’에 녹아 있는 높은 환경의식과 산업사회에 

물들지 않은 ‘오래된 미래’를 확인하는 바른 시각도 반가운 글이었다. 선(選)에 들지는 

못했지만, 존 벨라미 포스터의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를 읽고 쓴 진지한 독후감도 

버리기 아까웠지만 독후감이 텍스트에 한 깊은 공감 이상의 ‘자기 글’이 되기란 어려운 

노릇이어서 고민했다는 것을 밝혀둔다.

  작금의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의 파국이라 부르든 새로운 자본주의 행태의 출현이라 

부르든, 세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위기는 마침내 극복될 것이고, 그 바람

직한 돌파의 주체는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변함없이 젊은이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심

하고 싶지 않다.

심사위원 대표집필: 최성각(풀꽃평화연구소장)

▣ 환경영상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08 학환경상 환경 상부문에 학생들이 출품

한 상 작품은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총 12편이 출품되었다. 비교적 시선을 끄는 

상물도 눈에 띄었고 상당히 메시지가 강한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최근의 미디어 상기

술 발달 추세에 따라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상 테크닉을 구사하고 거기에 걸 맞는 콘

텐츠를 잘 활용하려는 노력도 보 으며 환경 상작품 제작을 위한 심도 있는 자료조사

와 연구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에서 특징적인 것은 애니메이션 작품의 출품이 적었고 다양한 시도가 상 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환경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애니메이션의 많은 참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환경이란 주제를 다루는 상물에서 이해하기 힘든 몇몇 시도도 눈에 

띄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예쁜 금붕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여 죽는 모습까지 보여주어야 하 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생명에 한 존엄

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방송제작을 위해서 생명체를 실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

아지고 있는 세상이다.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학생들이 상물을 제작할 때 생명존중

에 기반을 둔 상물을 제작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방향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Black bag Project-쓰레기 불법투기를 디자인하다’ 작품은 

환경에 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학생들의 고민을 실천에 옮기는 부분에서 심사위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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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평가가 있었고 최우수상 수상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나머지 수상작품은 우열

을 가리기에 힘들었고 심사위원간의 열띤 논의로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수상작품으

로 선정되었다. 아쉽게도 수상을 못한 작품을 제작한 많은 학생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품을 제작한 높은 정신과 정열적인 열의에 큰 박

수를 보낸다. 내년에는 많은 학생들이 상의 기본적인 언어를 공유하고 환경을 위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 에 걸맞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작품이 출품되기를 기  한다.

심사위원 대표집필: 양전욱(EBS ‘하나뿐인 지구’ 팀장)



환경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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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존재하는 계획적 생태공동체는 이상적이고 급진적인 목표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관 지원 형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을 살리는 의미에서 지나친 경제적인 목표

를 추구해서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생태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정리하고, 다양한 생태공동체 만들기 실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생태적인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 사례로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운산리에 위치한 운산마을을 

연구사례로 삼아, 사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갈등적인 측면을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생태공동체의 

확산 방안을 고민한다. 분석요소는 크게 생태성, 공동체성, 영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큰 축으로 두고 분

석하며, 방법론으로 문헌연구 및 민속지학(ethnography)을 사용한다. 

연구결과 운산마을은 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는 느슨한 공동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을 내부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농촌에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성별분업 관행이 강하며, 돌봄의 공적인 체계는 조금씩 만들어나가고 있지만 사적

인 돌봄 노동은 여전히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다.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에서 잘 자라

는 콩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의 실천 및 영농조합을 통한 가공 및 유통으로 농도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점에

서 생태적‘적소’의 측면을 잘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적 자원의 활용과 상업화 사이의 조화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측면에서 전통 문화와 남도의 의향 및 예향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려고 하

며,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을 만들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공

적인 생태마을의 조건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환

경과 조화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구성인자들이 모여 소통과 돌봄을 실천해가는 

열린 공동체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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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위기, 온난화, 광우병 등으로 생태위기에 한 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80년  공해추방운동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

라 환경에 한 의식을 비롯하여 삶에 질의 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90년  이후 의식과 생활양식을 생태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이 ‘생태

공동체’ 만들기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지역 활성화나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생태적인’ 마을 만들기 담론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지역개발 혹은 지역 활성화를 뜻하는 마을 만들기는 

1960년  정부가 주도한 ‘새마을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1990년  이후 지

방자치단체가 생겨나면서 행정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주도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관료들의 탁상공론에 

그쳐 제 로 시행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광마을, 체험마을 등의 사업은 

그 효과가 주민들의 소득 창출로 제한되거나, 이것마저도 제 로 실현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가 ‘개발’한 지역축제가 그랬듯이 소문난 잔치에 마을 주민들은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

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의 마을 만들기 흐름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즉 주민

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나아가 마을 만들기는 마을 경관 조성이나 복지시설 건립 등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관료화로 인한 자율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로 인한 

경쟁, 인간소외, 환경파괴문제 등을 치유해나가기 위한 집단적인 실천이다. 즉, 마을 만

들기는 우리의 의식과 삶의 터전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생

태적인 마을 만들기는 사업이나 성과 만들기가 아니라 ‘사람 만들기’이며, 더 나아가 ‘돌

봄과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다(조한혜정, 2006). 

  현재 생태공동체 연구는 주로 계획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나 유명한 마을공

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레마을, 산안마을, 변산 공동체 등이 표

적인 계획공동체로, 이에 한 사례 연구는 김병수(2000), 김용수(2001), 황 권(2005), 

이근행(2005)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사례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지만 아

주 특수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실험들을 마을 공동체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즉 계획공동체의 경우 주민들이 단일한 의식을 가질 것이라는 상상적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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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강조하지만, 보통 지역 공동체에서는 내부 주민들 사이의 의식 및 생활양식의 

미묘한 차이 및 사회관계 속의 다양한 동학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성이 공

동체의 유지 및 해체에서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한 연구가 중요하

다. 한편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마을 사례에서 젠더 관계나 돌봄 체계에 한 

설명은 거의 없다. 독일생태공동체의 젠더를 다룬 황선애(2004)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

다. 공동체의 내부 동학에서 젠더관계 및 이와 관련된 성별분업 및 돌봄 체계는 그 공

동체의 재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마을공동체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한 사례는 충남 홍성 문당리가 표적이며(김백준, 

2000), 이외에도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다(박혜련, 2002; 김 호, 2005; 국중광 외, 

2005; 2007). 하지만 공동체를 표방하는 마을들이 정말로 생태공동체의 사례인지는 의심

해 볼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지만, 공동체 의식은 매우 약해 생

태 ‘공동체’라는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와 더불어 ‘생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표방하는 마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적 수익 창출 측면에 지나치게 치

우쳐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생태공동체에 한 최소한의 원칙을 정리하고, 다양한 생태공

동체 만들기 실험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존재하는 계획적 생태공동체는 

이상적이고 급진적인 목표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

로 관 지원 형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을 살리는 의미에서 지나친 경제적인 목표

를 추구해서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계획공동

체의 사례보다는, 생태적인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 사례에 해 기

술함으로써 생태공동체의 확산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생태공동체

에 한 사례 연구들이 계획공동체 연구가 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앞으로 시도될 다양한 생태적 ‘마을 공동체’ 만들기 실험에 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이 글에서는 생태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 전라남도 담양군 덕면 운

산리에 위치한 운산마을을 연구사례로 삼았다. 생태공동체의 유형1)을 계획공동체, 기존

마을의 생태공동체화, 계획마을과 전통마을의 혼합 형태로 분류한다면, 운산마을은 기존



18 2008 대학환경상 수상집

의 전통마을을 생태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기존의 농촌마을에서 서

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복원하면서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와 함께 유기농법

을 실천하며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는 주로 농촌지역이나 오래된 마을에서 

해체된 공동체적 관계를 일부는 복원하고 일부는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마

을을 공동체로 거듭 살아나게 하는 운동이다. 해당 지역에 상호부조의 전통을 되살리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 두레의 전통을 되살리기도 한다. 현재 농촌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

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므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젊은 귀향인2)들을 적극 받아들

이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마을은 귀향인이 적응하기 수월하여 선호되는 곳이기도 하

다. 유기농업이 활발하고, 생산 공동체나 교육활동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마을공동

체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동체운동의 활동에 결합되어 있는 경

우라 할 수 있다(이근행, 2006: 48-49).

  생태공동체와 함께 쓰이는 ‘생태마을(Eco-Village)’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도입된 개

념으로, 보통 정주형 공동체로 기존 사회의 외부(또는 틈새)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생

태주의 원리와 공동체원리를 온전히 구현하는 계획공동체를 의미한다. 생태공동체보다 

협소한 의미에서 정주공간의 의미가 강한 생태마을은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이 주변 생

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이용 및 경제 체계가 자립적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안정된 사회 단위’로 정의된다(녹색연합, 2000; 이재준, 200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러한 서구형 생태마을은 거의 찾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생태적인 주거 기술 등이 발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엄 한’ 의미에서 의식주를 완전히 생태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실

천하는 삶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이 논문이 운산마을을 연구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마을 만들기의 역사가 10년

이 넘지 않은 곳이지만 다방면에서 마을 만들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 마을의 변화 

역학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실의 공동체들이 완전한 공동체성을 구현한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과 봉합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을 생각할 

1) 생태공동체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학자마다 정의하는 방식이나 범주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생태
공동체라고하면 일정한 정주 공간에서 생태적인 의식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의도된 혹은 계획된 공동
체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생태공동체는 네트워크형이나 이념형 공동체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분류로 사용된다. 황대권(2002)은 생태공동체운동에 생태마을(eco village)과 같은 정주형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형 운동, 네트워크형 운동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범주에서는 생협과 같은 협동조합운
동, 생태마을 운동, 생태도시운동, 아파트공동체운동, 공동주거운동, 도시농업운동, 장애우공동체운동, 
생태유아공동체운동, 생태농업운동, 귀농운동, 도농직거래운동, 녹색장터운동, 지역통화운동 등이 포함
된다. 한편 이재준(2003)은 정주지로서 생태마을의 유형을 조성방식에 따라 분류하면서 계획적 생태마
을, 기존 마을의 생태 마을화, 기존 마을+계획적 생태마을 혼합조성방식으로 나누고 있다. 

2) 보통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을 보통 ‘귀농인’이라고 부르지만, 귀농(歸
農)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농촌에
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귀향(歸鄕)이라는 표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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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운산마을의 실험 및 갈등 역시 좋은 경험적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을을 

연구 상으로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다. 즉 40여 가구의 작은 마

을이자 적벽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규모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거주하는 광주와 자가용으로 30여분 정

도의 거리로, 빈번한 현지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연구 상의 선정에 향을 미쳤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민속지학(ethnography)을 사용한다. 우선 운산마을에 

한 통계자료, 신문자료, 보고서, 안내책자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를 

만나 마을의 기초정보를 수집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를 통해 마을행사에 참석해서 현재 

이장님과 전(前) 이장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고, 일정 기간 정주하면서 조사하는데 있어

서 협조를 받았다. 한편 연구자는 전남 학교에서 지원하는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생태

공동체 마을탐방’을 기획했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사회학과 학생들과 함께 이장님과의 

만남 및 농촌체험을 진행했다. 이 경험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조사 진행 과정을 말하자면 80여명의 마을 주민들 중 20여명에 해 우선 설문조사

를 해서 생태공동체 만들기에 한 략적인 주민의식을 파악했다. 하지만 설문조사만

으로는 마을 내부의 역학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약 4개월 동안 

직접 마을에 며칠 머물거나 행사에 참석해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했다. 또한 민속지

학에서 연구자의 위치는 외부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임을 염두에 두고, 마을 주민들

과 토론을 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 만들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례명 연령 성별 직업 거주기간 비  고 

가 47세 남 농업(콩) 6년(귀향) 이장 

나 45세 남 농업(콩 등) 3년(귀향) 반장 

다 43세 여 주부 10년(귀향) 부녀회장

라 40대중반 여 교사 6년(귀향) 이장 부인

마 47세 남 농업(콩) 8년(귀향) 전(前)이장

바 69세 여 농업 및 가공(된장) 약 50년(토박이)

사 57세 여 농업(벼, 콩) 약 25년(시집)

아 72세 남 농업(벼, 콩)  72년(토박이) 노인회장 

자 77세 남 농업(벼, 콩)  77년(토박이) 전(前)이장 

차 49세 남 농업(벼, 콩) 49년(토박이)

카 65세 여 무직 약 25년(시집)

타 61세 남 농업(벼, 고추) 약 23년(귀향)

파 40대중반 남 예술인 10년(귀향)

<표 1> 정보제공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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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보조정보제공자의 인적사항 

사례명 연령 성별 직업 직책 비고 

A 40대중반 남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장  

B 34세 남 시민단체활동가 명예주민  

C 35세 남 예술인 명예주민 

D 40대 여 사무직 마을 사무장 시목마을

Ⅱ.  이론  자원  분석 요소

1. 생태공동체의 원리 

  생태공동체가 지향하는 원칙이나, 생태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들은 

무엇일까? 이에 해 매우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3), 이 논의들에서 규정하는 생태공동

체가 지향하는 원칙은 생태성(ecology), 공동체성(community), 성(spirituality)으로 

수렴된다(황 권, 2004). 구체적으로 생태공동체는 생태적이어야 한다. 여기 속하는 것으

로는 공동체가 쓰는 에너지, 집의 구조, 자원의 순환 모든 것이 생태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자급자족을 위한 유기농법과 무공해 농법을 이용한 농사를 그 조건으로 제시한

다. 두 번째로 공동체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위계질서가 없이 전 공동체 성원

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같이 토론하고 화를 나누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즉 사람의 관계, 조직의 구조가 공동체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다. 마지막으로 성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특유의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

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성이라는 개념은 초

월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그 공동체의 ‘문화’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문화는 ‘마음을 경작한다(cultivate)’라는 뜻에서 출발하는 문화의 오래된 관념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가진다는 의미의 집합적인 정신문화까지를 포

괄한다. 즉 흑인문화, 지하문화, 기술문화 등이 모두 이러한 문화 범주에 속할 수 있

다.4) 앞으로 이 글에서는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의미가 강한 성이라는 용어 신 ‘문

화정체성’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국제생태마을네트워크(GEN)에

3) 유정길(1998), 녹색연합(2000), 김익두·윤형근·주요섭(2001), Hildur Jackson & Karen Svensson(2002), 
김성균(2002), 이재준(2003), 환경부(2004) 등을 참조. 

4) 구체적으로 다양한 문화 개념에 대해서는 가타리와 롤릭의 책 1장을 참조하라. 이들은 문화개념을 가치
문화, 집합적인 정신문화, 상품 문화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들이 보기에 마지막의 상품문화는 자본주
의적 주체성 생산에 포획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반동적이다. Guattari·Rolnik(2008), Molecular 
Revolution In Brazil, tr. Karel ClapshowBrian Holmes, Semiotext(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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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는 생태공동체의 15가지 요소들은 각 원칙들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해

준다(표3, 4).

문화영성적 생태적 사회경제적 

- 창조성, 인격배양

- 영성, 자연 신성 

- 삶 찬양, 문화존중, 

  자연 순환 

- 전체론적순환적 세계관 

- 지역화, 생명지역, 

  세계화 저항 

- 퍼머컬쳐, 생태마을 설계

- 야생성, 생물다양성, 복구

- 지역유기식품생산, 

  소비와 재순환 

- 생태건축, 재생가능에너지, 

수원관리 

- 녹색사업과 생명주기 분석(LCA)

- 교육과 의사소통, 삶과 배움

- 건강, 예방보건, 보조의약품 

- 공동체 만들기, 의사결정,   

갈등해소 

- 복지개선, 노약자보호, 

  장애우통합 

- 지역경제, 지역화폐 

<표 3> 생태공동체의 세 차원과 15가지 요소(GEN)

점검 항목 항목 속성과 주요 내용 

생태적 측면

지역에 대한 이해 입지와 규모, 자연의 복구와 보존 등 

식량 수급, 생산과 분배 지역자급, 재배방식, 종자 등 

물리적 기반 시설, 건물과 운송 생태적 재료, 방법과 디자인 등 

소비 유형과 쓰레기 관리 구매방식 및 지역시장 활용 등 

물 상수원, 수질, 사용방식 등 

하수와 수질 오염 관리 하수 관리 체계 등 

에너지원과 사용 재생가능 에너지, 절약, 효율 들 

사회적 측면 

개방성, 신뢰, 안전성 공유 공간, 여성, 아이들, 모임 등 

의사소통 생각과 정보의 흐름, 소통방식 등 

외부와의 연결과 서비스 안팎의 자원 교환, 외부 연계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 다양성, 관용, 의사결정, 갈등해소 

교육 교육의 가치, 기회 

건강 돌보기 의료이용방식, 근교지역 이용 등 

지속가능한 경제 건강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식 

영성적 측면

문화적 지속가능성 고유 유산, 의식과 축제 

예술과 여가 기회와 생활화 정도 등 

영적 지속가능성 영적 의식, 마음공부와 훈련 지원 등 

밀착성 가치 공유, 수용, 성찰, 보살핌 등 

탄력성 위기와 도전 수용 등 

새로운 순환적 세계관 다양, 지속, 목표에 대한 헌신 등 

평화와 지구적 인식 내면의 평화, 조화, 봉사존중 등 

* 출처: http://gen.ecovillage.org/activities/csa/English/index.php; 이근행, 2005에서 재인용

<표 4>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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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게 가타리(2003)는 생태 위기 해결이 공해의 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오직 기술 관료적인 수준에서의 해결책에 만족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생태철

학이 세 가지 생태학적 작용 역의 윤리-정치적 접합을 통해서만 적절하게 답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세 가지 작용 역은 환경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및 

정신 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 역이 기존 생태론의 문제 역이라면, 

사회관계는 남녀, 가족, 도시생활, 노동 등등의 존재방식을 수정하고 재발명하는 데로 

나아가는 특이한 실천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정신 역은 중 매체나 정보 통신의 획

일화에, 행동 양식의 순응 태도에, 광고와 각종 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에 한 해독제를 

찾는 것이다. 가타리가 생태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다양한 생태 

철학적 상들 사이를 횡단하면서 결국은 주체성 생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주목

한다는 점이다(윤수종, 2008). 다양한 주체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욕망이 접합하며 새로

운 윤리적-미학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이 생태운동의 방향이 될 것이다. 

2. 분석요소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태공동체의 핵심요소로 분리되어 있는 듯 보

이지만 유기적으로 짜여 있는 생태성, 공동체성, 문화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큰 

축으로 두고 분석한다. 공동체의 측면은 공동체 내부에서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의사소통구조, 공동 노동의 내용 및 분배, 돌봄 체계, 외부교류 등을 통해 드러나

는 사회관계를 탐색한다.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실천들의 지속가능성에 

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체서의 측면은 마을의 전통문화 및 역사적 요소와 융합

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정신적인 요소를 살펴본다. 

Ⅲ.  운산마을의 생태공동체  특성 

1. 마을 개괄 

가. 자연적 환경 

  운산마을5)은 인구 85명, 가구 43가구의 작은 산촌 오지마을이다. 지리적으로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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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양군 덕면 운산리에 위치해 있고, 곡성군 오산면, 화순군 북면, 담양 덕면이 

만나는 삼각주의 접점 지역이며, 동쪽으로는 갈전리, 북쪽으로는 입석리, 서쪽으로는 남

편 풍암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36km, 담양읍과 38km 떨어져 있

어 30분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지역으로, 산골 오지면서 도시와 매우 가깝게 연결 

된다. 

  지리적으로 표고6)230m에 위치하며 동네 위쪽에는 덕면에서 제일 높은 수양산

(612m)이 병풍을 치고 있고 앞산은 90도 절벽의 바위산으로 적벽을 연상케 한다. 산이 

삼면을 가리고 있고 그 가운데 깨끗한 1급수가 흐른다. 마을 앞 개울물은 제일 좋은 물

로만 만들 수 있다는 한지 제조에 사용했던 물이다. 운산마을은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복댐 상류와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1급수에

만 산다는 버들치와 보호종인 황금달팽이가 서식하고 여름철에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

는 청정지역이다. 

<그림 1> 담양 운산마을의 위치 

5) 행정구역 이름인 ‘운산리’라고 했을 경우 윗마을인 산정마을을 포함한다. 산정마을은 인구는 10가구 
내외지만 이장이 따로 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마을을 직접적으로 지칭할 때는 ‘저심마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행정구역명을 따서 ‘운산마을’ 혹은 ‘운산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공동체의 의미가 강한 운산마을로 통칭해서 사용한다.  

6) 바다의 면이나 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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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의 배치 구조 

  마을의 배치 구조를 보면 유일한 편의 시설인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 회관 앞을 흐르는 개울을 건너 연결된 산길을 도보로 약 20분 정도 올라가

면, 흑염소 산장을 비롯해 4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송산골’이 나오는데, 이렇게 공간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두 곳을 합쳐 운산마을이라고 부른다. 송산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분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마을회관이 있는 곳까지 이동한다. 광주-고서-창평

을 연결하는 중교통이 하루에 5번 다니며 운산마을 앞 마을회관이 버스 종점이다. 담

양읍에서 38㎞ 떨어져 있다 보니 장을 보더라도 화순 이서, 담양 창평, 곡성 옥과장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행정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자, 경제적으로는 빈촌이며, 

외부와 관계가 단절된 폐쇄적인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소외감

과 좌절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7) 이러한 의식들은 1970년 부터 가

속화된 도시화와 맞물려 1990년 에 들어 마을이 고령화되고 빈곤화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그림 2> 마을 입구의 솟대            <그림 3> 새로 지은 마을회관 모습  

     

2. 느슨한 공동체성 및 외부에 열린 공동체성 

  운산마을은 ‘느슨한 공동체’이자 ‘외부에 열린’ 공동체다. ‘느슨한 공동체’라고 하면 공

동체성이 약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마을 내부의 

노력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공동체는 사람이 사는 곳이므로 지나치게 목적의식적으로 

7) ‘행복마을 100년 청사진 그려요’, 시민의 소리, 20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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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집합적으로 묶어낸다면 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억압할 소지가 있다. 따라

서 운산마을은 ‘따로 또는 함께’ 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운산마을은 폐쇄적인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 열린’ 공동체다. 즉 일시적인 교류 차원을 떠나, 

외부의 자문이나 지적에 열려있어 새로운 기획이 끊임없이 마을주민들과 외부인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나온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공동체 만들기의 실험을 시작한 시

기부터 서술하고, 공동 노동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등에서 생겨난 갈등과 그 

극복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가. 공동체 만들기의 시작: 귀향인들의 이주와 인구의 변화  

  1970년 부터 가속화된 도시화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국가의 농산물수입시장 

개방 정책 등은 농촌의 빈곤화를 초래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주

민들의 소외 의식과 패배감으로 두레나 품앗이 등의 공동체문화는 거의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나 이윤 논리가 메우고 있다. 운산마을 역시 10년 전

만 해도 이러한 패배감과 소외감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다른 산촌 오지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고령 인구의 비중 역시 높아, 10년 전 운산마을의 60  이하 세 주는 단 2가구, 

평균 연령도 70세에 가까웠다. 

  마을의 인구가 변화하면서 공동체운동의 흐름이 시작된 시기는 약 8년 전 자연농부이

자 시인인 한원식의 향을 받은 사람들이 귀향하여 들어오면서부터 다. 마을 토박이

인 ‘마’는 서울에서 ‘되살이’ 활동 등을 하다가 귀향했고, 그의 지인들이 귀향할 수 있도

록 집터를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외부 사람들의 귀향을 추진했다. 이후 ‘마’의 지

인들을 비롯해 여러 가구의 젊은 층이 귀향하여 40여명의 주민이 생겼다.

<그림 4> 운산마을 인구 구성(2008.7.2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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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도예장인을 비롯하여 새롭게 문인화가 등이 마을에 들어 

와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운산 마을 인구구성을 보면 50  미만이 42명

으로, 산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촌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인구구성이다(그림 4). 

평균 연령도 49세 로 줄어들었다. 초등학생도 7～8명에 이르고 유치원생까지 생겼다. 

한편 남녀의 인구구성은 남성은 35명, 여성은 42명으로 여성 고령인구가 많은 남도의 

다른 농촌에 비해 성비는 비슷한 편이다.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가’는 친구인 ‘마’의 소개로 마을에 귀향했고, 귀향 전에는 민

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이력이 있다. 현재는 계급운

동의 적 적 성격에 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의식과 생활양식을 바꾸어 나가며 새롭

게 삶을 만들어나가는 운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

의 흐름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또한 이상적인 사회로 전통사상에서 나타나는 ‘ 동

(大同)’ 사회에 한 희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의도적인 공동체들이 현실

에서 정착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외부 소통구조로 귀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 동’이라고 하는 것도 의도적인 동, 목적의식적인 동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야. 스스로

는 아주 그런 목적의식과 고민들을 놓치지 않되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런 목적의식적, 의도적

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다보니까 너무 좋고 이게 행복하고 이게 건강하고 이게 바르

고 이러다보니까 절로 함께 그러한 삶으로 가는…. 어쩌면 광주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그런 의도적인 동의 삶…. 이건 뭔가 만들어 가야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

심의 세상…. 이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녹여

내는 것이, 숙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사례 가)

  따라서 그는 운산마을이 한편으로는 기존의 전통 마을의 주거공간과 구조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유별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전통 문화를 복원하면서 생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귀향을 원하

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많은 수고를 덜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실험을 하고 갈등

을 해결해 나가는 곳이 운산마을임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다양한 실험들의 구상과 실행

은 그를 비롯하여 비교적 마을에서 젊은 40～50 가 주축을 이루어 진행한다.   

나. 공동체 실험의 이상과 현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험들을 살펴보자. 마을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민

한 것은 마을 내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규약이었다. 그래서 마을의 의사결정은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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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규약을 정하여 노인회장과 이장, 부녀회장, 행복마을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마을 

총무 등 9명이 참여하는 마을 운 위원회가 있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마을의 일반

적인 사업들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한편 마을 공동체 부활을 위한 실험으로 마을의 구

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구상 중이다. 운산마을의 20세 이상 성인은 누

구나 ‘ 동회’에 자동으로 가입하는데, 이는 동단결 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동 사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공동체 실험은 전통 사회에서 오래전에 

존재해왔던 두레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하는 의미가 크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7년부

터 향약과 화백회의가 새롭게 부활했다. 화백회의의 원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나

라의 역사에서 존재했던 ‘화백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토론하고 서로 설득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백회의는 전 주민에 의한 동의와 결의를 목표로 중요 

사안을 결의할 때, 우선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의하고, 전체마을회의를 하며, 재결정의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한편 마을 향약에는 새롭게 생태적 가치가 추가되었다.8) 2008년 

운산마을 동회에서는 향약 중점 실천 세칙을 정했는데 이를 통해 바른말 좋은 말 쓰

기, 깨끗한 마을 가꾸기, 인심이 살아있는 마을 만들기, 제초제 없는 마을 구현, 배려하

는 공동체문화 조성, 약속을 지키는 마을 실현 등을 실천하고자 했다. 

  마을이 변화하기 전 주민들의 인식 속에는 농촌사람들의 소외의식과 농촌에는 희망이 

없다는 패배주의적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귀향인들의 이러한 실험들에 해 마

을 주민들은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으로 일축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

으로 의사결정의 현실을 살펴보면, 참여민주주의를 접하지 못한 고령의 주민들의 경우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마을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심을 표출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여성들의 경우 농촌의 강한 가부장적 문화로 자신의 의사를 제시하는데 서툴

거나 남편의 의견을 따라간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역량이 많이 집중

되어 있다. 이는 마을 만들기의 뿌리가 깊지 않은 우리나라의 다른 사례에서도 자주 드

러나는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들 각자의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편으로 운산마을의 이장이 기존의 토착민에서 외지인으로 바뀌자, 오지 산촌의 지

역주의, 연고주의라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외지인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일들에 

해 불신하고, 적 하게 되어 감정적인 골이 나타나기도 했다.9) 이러한 갈등은 새로운 

실험을 추진하던 초창기에 극에 달해, 마을 유래비 및 마을 정자를 짓는데 후원한 사람

8) ①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德業相勸). ②잘못은 서로 고쳐준다(過失相規). ③예에 맞는 풍속은 서로 교환한
다(禮俗相交). ④환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준다(患難相恤). ⑤생태계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다(生命尊重).

9) 이러한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의 문제는 다른 연구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최승호(2007), 한국 생태공동체
에서의 노동, 한국 생태공동체의 실상과 전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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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우려고 하자 반  세력들이 그 비석을 뽑아버리는 감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림 5> 마을 정자-유산각                     <그림 6> 마을 유래비 

  하지만 이러한 불신과 적 감은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녹색농촌체험

마을’에 선정되면서 거의 누그러졌다. 이를 계기로 운산마을은 정부로부터 2억을 지원받

았고,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등 마을의 경관사업을 추진했다. 마을회관을 새로 짓기 전 

마을 광장은 컨테이너가 방치되어있고, 마을회관 건물 자체가 없었으며 도로가 제 로 

정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회관 건물을 비롯해, 쉴 수 있는 정자나 평상을 만

들고 솟 를 세우는 등 마을 경관이 많이 바뀌었다. 현재 마을 주민들 다수는 이러한 

부분에 해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래에 관광 마을 등을 통한 경제적인 

수익 창출을 기 하고 있다. 

  한편 생태공동체의 재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식교육과 같은 형태는 이 마을에 존

재하지 않고, 신 다양한 체험이나 배움의 기회가 많다. 한번은 정월 보름 행사를 준

비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처음으로 풍물을 배워서 함께 즐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참여했

던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틀려서 더 재미있는 놀이 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배움 역시 

인터넷 기술이나 부채 만들기 체험과 같이 일상의 재미를 줄 수 있는 활동들이 주를 이

룬다. 의도적인 공동체들이 의식교육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 마을에서는 그런 측면들

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마을 행사로 치르

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장이나 추진위원장과 같이 마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은 자신들의 장기적인 목표에 해 주민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사람들

을 조금씩 설득해나가려고 한다.



생태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연구  29

다. 공동체의 공동 노동

(1)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 

  운산마을은 모든 재산의 공동소유와 같이 순수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

문에 노동은 보통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전에 관료주의적 해결방식이 정착하지 않

았을 때는 하천 관리나 시설 보수 등의 역할을 마을 내부 노동력으로 공동해결 했었다

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노동은 거의 사라졌고, 기존의 농촌에 존재했던 품앗이 역

시 거의 사라졌다. 그 결과 농촌에서는 공동 노동이 필요한 일을 행정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고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시 의 시작

과 맞물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나 마을 만들기를 장려하고 있는데, 현실

에서 생태마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하다. 운산마을 역

시 이러한 행정적인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의 협조는 주민

들의 자발성과 자치활동이 우선해야 빛을 발할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

은 일의 경우 마을 내에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운산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에 한 인식이 증가해 길가 

예초(刈草)나 개울가 정비 등의 일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품앗이 등의 형태는 개인들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 한편으로 마을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방식의 임노동에 

해서는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한 부농의 경우 내부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외부에서 돈을 주고 인부를 고용하기도 했다. 

(2) 변하지 않는 성별분업의 관행 

  노동이 얼마나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가에 해서는 새로운 원칙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부분 따른다. 그 결과 공동노동이 필요한 마을 행사 등에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한 사례로 최근 마을은 외부교류의 증가로 몇 달에 한번 꼴로 큰 마을행사가 열리고 있

는데, 전형적인 산촌 마을에서 나타나는 성별분업의 관행으로 인해 부녀회의 역할이 많

아졌다. 식사준비나 뒷정리 등 부녀회의 손이 가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

급했듯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녀회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 되지는 않는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성별분업 아래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의 역할을 봉사로 볼 것이냐 

노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나타난다.

  한편 농촌 마을의 고령화로 국가생활보호 상자를 상으로 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

는 점심식사의 경우에도 갈등이 표출된 적도 있다. 마을 어르신들은 당연히 돈 받고 하

는 것이라는 인식을 부녀회원들에게 가지고 있고, 부녀회원들은 적은 돈을 받고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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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에 해 

불만이 많았다. 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운산마을에서 면장 회의가 있었을 때 마을에서 

생산된 콩을 직접 갈아 면장들에게 콩물국수를 만들어 접한 일이 있었다. 보통 면장 

회의가 있으면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콩과 관련된 마을 사

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마을 안에서 접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해 부녀회 회원들은 ‘처

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의아해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손이 가는 일이 많아지는 것에 

해 불만스러워 했다. 그리고 외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귀향 여성의 경우, 부녀회 일

에 참여하지 못해 불만의 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보통 ‘공동체’ 내부에서의 노동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기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정신은 아직까지 성별분업이 강하게 존재하

는 현실에서 여성에게 부불노동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동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생태공동체의 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임을 생각한다면, 여성

이 해야 하는 일에서 탈피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돌봄 체계 만들기 

  젊은 인구 층이 거의 빠져 나간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 및 돌봄 체계가 거의 없

었다.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 던 ‘용산분교’는 95년 폐교됐는데, 이 

부지까지 담양군청에서 매각하려고 하자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느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 폐교를 임 했다. 이때 생긴 ‘용산골 한마음회’10)라는 모임은 초·중등학생

을 상으로 하여 자연과 더불어 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용산골 자연학교’를 구상했다. 

용산골은 운산마을을 비롯하여 인근 7개 마을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자연학교는 2004년

부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 운 하는 계절학교로 출발했다. 이 학교는 광주전남

지역 아이들이 약 30～40여명이 매회 참여하며, 덕면 아이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

는 기회를 마련하고 도시아이들과의 교류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체로 자연과 어울리거나, 팽이치기 등의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짜여 

있다. 이후 아이를 보낸 부모들이 서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귀향 등에 해 함께 고민하

기도 한다. 

  한편 가까운 곡성군 오산면과 연계한 행사로 ‘심청앓이학교’를 열기도 했는데, 이 학

교는 과다섭취와 물질 중심적 사고에 해 반성해보고, 5일간 단식을 하면서 ‘앓이’에 

해 알아가는 것이 목표 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2008년 5월에 학

교 개관식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우리학교'라는 이름의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했는데, 

10) 용산골은 운산마을을 비롯하여 인근의 상갈, 하갈마을을 통칭하는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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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밤샘독서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 한다. 지역아동센터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교육’ 보다는 지역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서로서로 부

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활동들이 주를 이룬다. 

  앞으로 이 공간은 앞으로 남도에 귀향할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의 귀향학교 등을 운 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를 임 해서 쓰고 있

어 더 많은 활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학교를 인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까

지 살펴본 것처럼 운산 마을의 잠재력은 학교에 있는데, 귀향을 할 때 가장 고려하게 

되는 것이 교육문제이고 학교의 유무가 공동체가 유지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학교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교육을 체 할 만큼 그 역할

이 커질 필요가 있다.  

  이렇듯 공적인 돌봄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일꾼이 부족하며 사적

인 돌봄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을의 고령인구를 돌볼 수 

있는 일꾼은 여전히 부족하며, 이러한 부분을 관료적으로 혹은 재정지원으로 해결하려

는 노력은 마을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이 마을

의 재생산에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제 기존의 가부장제의 핵가족체계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인 유 를 살리려는 생태공동체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이는 생태공동체 내부의 관계성 즉 의사소통의 문제다. 누가 

돌보는가의 문제는 권력관계에 한 물음과도 연결된다. 현재 사회의 권력구도 속에서 

재생산이 생산에 비해 가치 절하되는 상황에서 상 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이 

사적인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적인 해결이 아닌 남녀 모두가 돌보는 ‘돌봄의 

사회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돌봄을 사회화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이라는 사적 역에

서 이루어지던 돌봄을 국가나 시장이 맡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회화’의 의

미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을 분배하는 것’이다(허라금, 2006). 이는 구체적으

로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으면서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하

나의 목표로 인식하는 사회를 구상하는 것이다. 그러한 돌봄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

은 소규모 공동체가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돌봄 제공자는 동시에 돌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돌봄은 더 이상 스스로 돌보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돌보는 활

동이나 복지와 같은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의미로 확 된다.11) 

마. 외부 교류와 개방된 공동체 

  한편 운산마을은 여러 단체들과 연 를 통해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닌 개방적이며 소

11) 사회적 돌봄의 실천 사례는 몇몇 독일생태공동체에서 그 실험을 찾아볼 수 있다(황선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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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처음에는 마을보다 더 넓은 단위인 면단위 공동체로, ‘ 덕

참삶공동체’를 만들었다. 귀향인들이 적었고 마을에서 활동할 만한 인물이 적었다는 이

유 때문에 마을 내 지역주의를 넘어서 면단위의 연 를 고민한 것이다. ‘ 덕참삶공동

체’는 덕면에 위치한 인근 ‘시목마을’까지 합해 75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친환경농사와 

동의 생활 문화를 공유한다. 시목마을은 운산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이다. 

친환경 감 생산으로 유명한 이 마을은 81년부터 마을 단위에서 유기농업을 시도해 성공

했고, ‘한살림’이나 ‘아이쿱생협(icoop)’12) 등의 소비자단체를 통해 판로를 확보해 부촌으

로 성장했다. 또한 담양에서는 처음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운

산마을을 포함하여 더 넓은 단위의 ‘용산골’이라는 여러 마을을 모은 단위에서 ‘용산골 

자연학교’ 등을 함께 운 하고 있다. 현재 면 단위 역시 삶을 함께 공유하기에는 큰 단

위라는 한계와 마을 내부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 현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주력

하고 있다.

교류 대상  교류 내용

KT전남지방본부 노농 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친환경선진지 견학, 의료봉사, 비누 나누기

광주전남녹색연합
농도공동체 사업에 참여, 

분기별 1회 교류와 체험 십시일농 등의 모델사업 추진

담양 한빛 고등학교

한빛고 내 참평화실천소위원회와 함께 평화교육연수(연당) 

평화기념조형물(참평화기원탑) 설치

평화마을가꾸기와 평화학교 실험  

<표 5> 외부교류 대상 및 내용 

  하지만 외부와의 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류는 크게 생태공동체 만들

기 과정에서 자문이나 기술적 도움을 받는 형태와, 농도 교류 형태로 농촌 체험이나 정

월 보름 등의 행사가 있다. 먼저 자문 및 기술적 도움은 현 이장의 경험을 살려 노동

운동조직과 교류를 하거나, 시민사회단체와 연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체

적인 실천으로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예주민제도가 있어, 마을의 중요한 행

사를 함께 기획한다. 한편 농도 교류형태의 연 가 있는데 이는 생산자-소비자 교류의 

의미가 강하다. 그 실례로 광주전남녹색연합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십시일농(十市一

農)은 도시 열사람이 농촌 한 사람과 자매결연해서 힘을 주고 서로 일손도 얻고 생산물

도 함께 나누는 도시 농촌의 교류 모델이다.  

  현재 마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다. 

12) 한국생협연합회의 새로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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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는 숲, 하천, 물, 교육, 에너지, 문화, 산촌, 이야기꺼리, 농업, 필요 재원 등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계획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용

산분교를 임 해서 귀향학교를 만들 계획이다. 이 계획의 의도는 이 마을로 귀향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전에 준비하고, 소통하여, 남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계기와 장

을 만드는 것이다. 

3. 생태적 적소의 활용과 상업화의 경계 

  마을 만들기의 구상은 각 지역의 생태적 조건에 부합하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태적인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적소(Niche)라는 생태학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특정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종들 중 가장 번식

력이 강한 종에 해 그 생태계를 적소라 칭한다. 문순홍(1996)은 이 용어를 특정한 집

단행동이 자생적으로 등장하고 가장 번식력이 강한 사회 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

용하 다. 예로 특정 지역을 저항 공간으로 설정할 경우 이 지역을 구성하는 인구 구성 

틀, 사회 경제적 구성 그리고 지역 문화에 비추어서 어떤 특정 문제가 그 지역 주민들

에게 가장 파급력이 컸다면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 그 지역을 자신의 적소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적소로서의 저항 개념은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저

항과정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문제제기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지역 살

림의 주인으로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기 

지역 조직으로 발전하는 저항과정을 칭한다. 생태공동체에서 말하는 생태성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그 지역의 생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

용하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친환경농법의 실험 

  현재 운산마을의 농지면적은 논 32.29ha, 밭 25.06ha로, 마을면적의 80% 이상은 친환

경농지다. 산촌의 특성상 근거리인 광주보다 아침 기온이 5～6℃ 정도 서늘하고 일교차

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그 만큼 양이 많고 작물이 

튼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콩 재배에 알맞은 토양이다. 마

을 주민들 부분은 벼나 콩 등의 단일 작물을 주로 재배했었다. 이마저도 마을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쉬는 땅이 많았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지로 전환하기까지 여러 번 마

을 내부에서 ‘농약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우렁이농법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한편 처음 농사를 시작한 귀향인들의 이상(ideal)은 보통 소규모복합 농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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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꿈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사가 미숙한 귀향인들은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의 농촌에서 품앗이 등의 협동농업 형태가 거

의 사라진 현실에서 이는 실현하기 더 어려운 과제 다. 또한 친환경농법을 넘어 ‘자연

농법(태평농법)’을 실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몇 번 농사를 망친 후 이 지역에서 잘 자라는 콩을 집중적으로 재배하자는 의견이 나왔

다. 최근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풀 베는 기계를 구입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밭

의 풀을 관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를 덜기 위해 석유원료를 이용

하지 않는 생태적 기계를 도입한 것이다. 농기계 기업들의 경우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

유로 이러한 기계의 도입에 관심이 적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생태적 기술’의 확  보급

은 매우 필요하다.  

나. 농도 공동체 구상 

  콩의 생산과 함께 이를 된장 및 간장으로 가공하고, 생산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판

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다. 농산물의 판로가 농촌의 경제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

하며, 직거래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과도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2005년에 

메주, 된장, 간장 등을 생산하는 ‘우리콩 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토 로 지역에

서 생산한 콩을 농조합에서 수매하고, 간장이나 된장으로 가공하여 도시에 직거래하

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순환의 생태성을 고려한 것이다. 

<표 6> 우리콩 영농조합법인 연혁 

년도 내용 

2005.1. 우리콩 영농조합법인 설립(조합원 5명) 1톤의 된장과 간장 담음 

2006.9. 친환경농산물 인증(저농약 24,682㎡, 무농약 26,405㎡)

2006.10. 콩6톤으로 메주 가공(4천개)

2006.11. 공장부지 매입 

2007.2. 메주건조장 건립

2007.3 된장, 간장 12톤 담음

2007.9 식품제조시설 건립(조합원 8명) 

2008.5 발표시설 완공, 공장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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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인은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5가구의 조합원으로 출발했다. 인근의 시목마을의 

경우 농조합에 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작목반을 중심으로 마을회의가 이

루어지는 반면에 운산마을의 농조합은 아직은 시작 단계다. 그리고 시목마을이 90년

부터 친환경 단감을 생협과 직거래하며 부촌으로 성장한 반면에, 운산 마을은 출발단

계에서 전형적인 빈촌이었다. 따라서 초기 출자금이 들어가는 농조합은 마을 사람들 

다수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참여한 사람들도 아직은 수익을 기

하지 못해 빚을 내서 하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한편 처음에는 농조합의 운 에 있어서 모든 것, 즉 생산, 가공, 유통을 다 같이하

자는 의견이 있었고 한편으로 그것은 이미 실패했던 경험이 아닌가하는 주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책임 속에서 할 것은 분명히 자기책임으로 하고 함께 할 것에 

해서는 또 분명하게 함께하는 원칙이 명확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수렴됐다. 그래서 이 

생산 쪽은 각자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제조, 가공, 유통부분은 함께 하기로 했다. 

2007년에는 농가에서 12㏊ 면적에서 40㎏들이 250여 가마를 생산해, 이중 140여 가마

를 농조합에서 사 들 다. 시중가보다 1,400원이나 높은 가격이었다. 

  운산마을 사람들은 ‘도농 연 ’ 라는 표현과 비교하여 ‘농도 연 ’ 라는 표현을 강조하

는데 이는 농업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시가 농촌을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 소비자가 마을을 정

기적으로 방문해서 생산자와 면 면의 친 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생산자는 믿을 수 있는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경제적 

수익을 위해 생산품을 판매하지만 이들에게는 파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만

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거  유통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생협, 한살림 등)와 거래하거나 적은 물량이라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오랜 기간에 거쳐 신뢰를 쌓고자 한다. 

한편으로 너무 많이 팔지 말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 팔아버리면 신뢰가 없어

져불잖아요. 꾸준히 줄 수 있어야…. 거 상인들이 주거나 이런 걸 일절 하지 말자. 그렇겐 

안 한다. [한국]생협연 , 한살림 이런 데는 주고, 개인이 요구하면 주는데…. 너무 돈 중심

으로 하지는 말자. 글라믄[그럴려면] 가지고 있자(사례 가). 

  이를 위해 생협 등의 소비자단체와 농-도 직거래 형태로 된장, 간장 등을 판매하고

‘콩 타작 체험’,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도예체험’ 등 도농교류프로그램을 정기적으

로 갖는다. 이러한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규모 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하지말자는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자체적인 교류 망을 확 하고, 단순히 상품을 판

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 로 농도 연 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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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업화의 경계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다는 말은 자칫 ‘상업화’로 오해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자원

의 활용은 생태 관광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을 상품화하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하지

만 자급자족의 공동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농촌공동체의 경제적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촌 오지라는 특성은 100여종이 넘는 산야초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다. 따라서 산야초효소와 같이 자생적으로 자라는 풀들을 이용한 민간요

법이 유명하다. 마을 주민 중에서 효소를 만드는 할머니는 인근에서 자생하는 약초와 

산야채로 효소음료를 만들어 조금씩 판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통적인 지혜와 마을의 

천연 자원들을 활용하여 효소음료와 같은 건강식품을 제조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화도 지역의 생태를 ‘보호’ 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운산마을은 외부교류행사가 워낙 많다보니 오히려 반 생태적인 측면이 자주 보인다. 전

통적으로 마을 잔치를 하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걸게’ 한 상 장만하는 풍습이 있다 보

니, 잔칫상이 지나치게 낭비적으로 차려진다거나 많은 손님들을 접하기 위해 일회용

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

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운산마을에 이러한 노동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연구자들은 외부 교류가 잦은 다른 마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부녀회장에게 귀띔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다음 모임부터는 완전한 상을 차리는 것이 아

니라 필요한 만큼 덜어먹도록 하는 시도를 처음으로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생태적인 측면에서 아직 매우 취약한 측면은 건축, 하수, 수질관리 등의 주

거 형태다. 기존의 전통부락의 구조를 갑자기 생태적인 건축 및 설비로 변화시키는 것

은 비용면에서도 힘들지만, 국내 기술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생태적인 설비를 갖

춘다고 해서 그 마을이 생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주

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태적인 에너지 활용을 

실천하는 곳은 거의 없다. 아직까지 태양열 설비나 이런 것들이 초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한 고민의 현실적인 방안은 단

기적으로 경관을 위해 유채 밭을 조성하고 그 유채 기름을 이용한 생태적인 에너지 활

용을 모색 중에 있다. 

4. 얼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문화 

  문화정체성은 생태공동체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이면서 설명하기 곤란한 



생태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연구  37

부분이다. 공동체라고 해도 그 구성원들은 생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몇 가지 

원리로 설명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일정방향으로 해석한 순간 그 원리는 고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목마을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운산마을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얼’ 이라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를 

보여주기 위한 의식적인 실험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구술 속에서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집합적인 가치 및 마을 행사나 중

요한 자리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가. 남도 역사 및 문화의 창조적 계승 

  앞에서 살펴봤지만, 운산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나 제도 등에서 좋은 점은 계승

하고, 새로운 요소를 창조하는 문화를 중요시한다. 운산마을이 위치한 덕면은 가사문

학의 시원 지이자, 적벽가를 비롯해 남도의 예술적 기운이 곳곳에 담겨있다. 운산마을은 

무형 인간문화제 제 21호 적벽가 기능보유자 한 승호 명창과 가야금으로 이름을 날린 

한성태부친의 태생지이기도 하다. 한편 운산마을은 무등산 및 백아산과 가깝게 연결되

는 산촌이라는 점에서 많은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무등산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으신 

김장서 할아버지’의 이야기, ‘장군봉’ 설화가 표적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구한말 고광

순 의병장이 의병을 모의했던 땅이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빨치산 전남도당이 있었던 

백아산과 가깝게 위치해 근현 사의 아픔이 서려있다. 

           <그림 7> 의병전적지비              <그림 8> 범죄 없는 마을 비석

  운산마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인상적인 것은 마을 입구 정자 앞에 자리 잡은 ‘마을 

유래비’와 ‘의병전적지비’다. 이 비석들은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마을이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가 새겨져있다. 또한 이 비석이 세워지기 전에 마을 어귀에는 효자 신 씨 석비 및 

1988년도에 세워진 ‘범죄 없는 마을’비는 의향의 모습을 보여준다. 잠깐 마을유래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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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귀를 보면, 

운산리 저심마을은 임진왜란을 피해 들어온 김해 김 씨들에 의해 개척되었으며 이후 월 

엄 씨, 진주 하 씨, 전주 이 씨 등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여러 씨족들

의 선산으로 보아 우리 마을의 역사는 500여년의 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 저심마을은 

한말 이지역의 의병장인 고광순 의병장이 처음 모의 회의를 한곳이며 죽창을 만들어 의병들

의 전술훈련을 한 곳으로 5명의 의병이 탄생하 으며, 이 의병들은 구형무소에서 3년에서 

5년의 형기를 마치고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한 의향의 서기가 내린 곳이다. 

  즉, 운산마을은 남도의 예향과 의향으로서 전통을 계승하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

험과 예술의 계승은 ‘얼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 기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향과 예향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노력으로 혼이 살아있는 마을, 생명과 

함께 온 누리에 평화가 넘치는 평화마을, 문화가 살아있는 풍류마을 만들기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남도 전역에 이러한 정신과 실천을 공유하려고 한다. 특히 고광

순 의병전적지 다는 역사적 사실을 마을의 ‘얼’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핵심이다. 구한

말 이 지역의 의병장인 녹천 고광순 의병장이 기병을 모의한 모의터, 기병터, 본 의 터

이며, 송산 일원에서 무기제작과 훈련을 하 던 곳으로 의향의 정기가 흐르는 곳이다. 

특히 고광순 의병장의 본 터 다는 점은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에서 의병을 모의

하고 훈련을 하고 무기를 제조하는 등 이 모든 문제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 해서 자율적인 마을의 실험의 원류 음을 강조한다. 즉 의병장이 마을을 거점으

로 당시 그 많은 활동을 해나갔다는 것은 간디가 마을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식민지 지

배에 저항했던 정신을 연상시킨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향의 기운은 마을에서 새로운 실

험을 하는데 있어서 큰 정신적 기둥이다. 

아～ 어쩌면 이 고광순 의병장의 그러한 삶을 수용했던 그러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도 다들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자기 뜻을 

세운 사람들인데 그걸 마을에서 수용해줬기 때문에 본형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럴 수 있었던 그런 그 아주 역사적인 토  토양 이런 게 참 있구나….(사례 가)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자치 마을이었던 ‘소도’에 한 강조에서도 나

타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한말 고광순 의병장이 처음 

출병 모의를 했던 본  터와 한승호 명창의 태생지를 살리는 역사 문화 테마벨트를 구

상 중이다. 2008년 5월경에 담양의 20여명의 예술인이 모여 자연학교에서 ‘소통을 넘어 

통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의 

귀향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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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때로 남도정신의 계승은 더 넓게는 민족정신의 계승과 연결된다. 마을 일에 적극적

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민

족이나 역사’에 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우리’ 민족을 ‘천손

민족’이나 ‘백의민족’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우리 민족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앞 장에서 언급했던 민족 고유의 공동체문화인 두레 문화

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 일환이다. 하지만 이미 전지구화가 진행되어 미시세계 곳곳에 

침투한 지금, 우리사회는 순수한 민족정신을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농촌으

로 시집온 이주 여성들을 비롯해 농촌사회에는 다양한 특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얽

혀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마을에서 강조하는 ‘ 동’문

화를 진정으로 복원하는데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나. 농업에서 싹트는 생활문화

  남도문화는 농경을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 다. 농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 속 노동은 

고통으로만 인식되지는 않았고, 삶 속에 녹아들어가 놀이와 어우러졌다. 생활문화의 예 

중에 하나 던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당산제와 화전놀이 등은 농촌의 인구 감

소와 더불어 사라졌다. 운산마을의 경우 집들이 때 풍물을 치면서 지신밟기가 간신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솟  만들기와 정월 보름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를 복원해 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10년 전에 그 맥이 끊겼지만 역사적으로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백중’을 부활시켰다. 전통적으로 백중은 여름 한창 농사일을 어

느 정도 마무리하고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7월 보름에 잠시 허리를 피는 시기 다. 그

래서 백중은 양반, 머슴 가리지 않고 술과 음식을 나누고, 놀이와 춤을 즐기며 노동의 

시름을 잠시 잊는 날이었다. 새롭게 재 복원된 ‘운산백중제’에서는 마을 잔치뿐만 아니

라 농도 교류의 장(場)이 함께 만들어져 20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 다. 그 내용을 보면 

윷놀이, 팔씨름, 말을 도랑에서 물고기 잡기, 야외 음악회와 상제가 열렸다. 또 한 해 

동안 쌀농사 및 콩 농사에서 많은 수확을 올린 농사장원을 뽑아, 도시에서 방문한 젊은

이들이 어르신의 목말을 태워주며 축하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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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운산백중제 윷놀이           <그림 10> 운산백중제(영농조합 앞)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은 농사만 짓기에는 수입 농산물 개방 이후 규모 친환경농

업을 하지 않는 이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또한 젊은 일손이 절 적으로 부족하고, 휴

경지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만으로는 사회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

지만 농사일이라는 육체노동은 매우 힘든 것이고, 귀향하기에 농촌의 사회문화적 자원

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은 두려움부터 갖게 되며 이것이 농촌에서 젊은이

들의 기근을 초래한 악순환 중 하나 다. 하지만 주민들은 귀향해서 농사를 짓는 것만

이 정도(正道)가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귀농’ 뿐

만 아니라 ‘귀향’해서 창조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쉽게 얘기를 해서 나는 스머프 사회를 무지 좋아해요. (웃음)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스머

프 사회 하면은 뭐 저기 북한 사회 뭐 주체사상 뭐 하지만은 그게 참 그 가가멜처럼 나쁜 

역할이 있으면서 서로 립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도 서로 어울리는 사회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심술 스머프가 있으면 심술 뭐 부리면…. 심술 스머프[가] 심술 못 부리게끔 어떻

게 할 것인가 막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농사꾼이어

야만 되냐. 그 좀 간단명료하게 말을 해서. 알콜 중독자도 있을 필요가 있다. 나는 그게 뭐

냐면 그래서 없으면 더 좋겠지마는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술 못 먹게 하고 마을 사람들

이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서로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일

색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을이…. 쉽게 애기해서 그 그... 어디 뭐 종교집단처럼 

무슨 뭐 종교공동체다 나는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사례 A) 

이 친구처럼 판매, 유통 잘하는 친구 있고…. 산야초, 꿀…. 그게 인제 황금알을 만들 친구

고, 각자 개성들이 있어. 또 우리 꿀 만드는 친구, 나무 만드는 솜씨가 좋으니까 솟  만들

고…. 내년에는 유채를 다 심을 꺼거든. 유채꿀로…. 자연산꿀로 하려고. 한몫하제. (이장님

은 어떤 기술이 좋아요?) 나는 사람들 부리는 기술이 좋아～ 농어촌 일을 하면 정말 창조적

이야.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하니까. (사례 가)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생활문화는 현재의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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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마을 곳곳에서 솟 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마을 주민의 솜씨로 현재 15개인 

솟 를 앞으로 더 세우고 돌담도 복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주민 한명 한명의 손으로 마

을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88만원 세 13)’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할 뿐

만 아니라, 고통스런 노동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강요하지 않더라도 농촌에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Ⅳ.  결론  제언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운산마을은 마을 내부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농촌에 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 기존의 전통마을의 문화 및 경관을 활

용하여 생태적 ‘적소’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

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와 지역주의는 ‘공동체’ 만들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운산마을

은 성별분업 관행이 강하며, 돌봄의 공적인 체계는 조금씩 만들어나가고 있지만 사적인 

돌봄 노동은 여전히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생태공동체운동이 ‘살림운동’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은 마을 내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생태공동체에서 경제적인 수입 창출의 측면은 88만원 세 를 비롯해 귀향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은 노동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중요

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상 적으로 공동체성은 약화된

다. 즉 주민들 사이의 유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주민이 행복한 마을은 단순히 경제적

인 풍요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운산마을에서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창조적으로 계

승하는 문화 부흥의 노력은 이러한 측면들을 잘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핵심적

인 요소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생태공동체를 핵가족 단위의 귀향뿐만 아니라 비혼(非

婚)인, 이주민 등 다양한 삶의 형태가 공존하면서 배려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상상하고 

싶다. 즉, 성공적인 생태공동체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람

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환경과 조화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소통과 돌봄을 실천해가는 열린 공동체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13) 우석훈·박권일(2007), 88만원세대, 레디앙. 책 표제이기도 한 ‘88만원 세대’는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비율 74%를 곱한 수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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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화된 생활습관이 보편화 되고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생활태도 때문에 1회용 

컵의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에

서는 2003년 1월 1일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가 낮은 컵 회수율과 기업의 경제적 손

실을 이유로 2008년 3월 폐지되기까지 여러 시민단체의 모니터와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홍보와 캠페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제

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회용 컵 보

증금 제도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1회용 컵의 수거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가는 외부

편익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본 논문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제대로만 시행 된다면, Take-out 커피전문점의 1회용품 수거 및 

재활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이 그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 자체의 폐

지보다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OECD는 1972년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오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정립한 바 있다. 자발적 협약 내의 컵 보증금 부과 정책은 판매자의 1회용품 사용억제를 강화 하는 장치이

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환경 개선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다. 자발적 협약이 아닌 법적 제도화를 통해 생

산자에게 오염 부담의 책임을 전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1회용품의 수거와 재활용의 비율을 제고시켜, 

보다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법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및 여타의 재활용 

체계의 기반을 정밀하게 확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

불어 각 경제 주체의 성숙된 사회적 책임의식이 더해질 때, 환경 개선 사업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우수상

환경 부담금 - 컵 보증금제 폐지의

효용성 여부와 개선방안

김나래·석지은·유보미·한나령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목 차

Ⅰ. 컵 보증금제도의 실시

Ⅲ. 컵 보증금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Ⅱ. 컵 보증금제도의 문제점과 긍정적 효과

Ⅳ. 결론

요  약



46 2008 대학환경상 수상집

Ⅰ.  컵 보증 제도의 실시

1. 컵 보증금제도의 실시 현황

가.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정의

  패스트푸드점 100평 이상, Take-out 커피전문점 50평 이상의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

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고, 테이크아웃 되는 1회용 컵에 해 일정금액(패스트푸드

점 개당 100원, Take-out 커피전문점 개당 50원)을 부과한 후 되가져오면 즉시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나. 실시배경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 보편화되어 패스트푸드점 및 Take-out 커피전문점이 증가하

고 있고, 환경에 한 고려 없이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패턴이 확산되면서 

1회용품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롯데리아 이철우 표이사 등 7개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와 스타벅스 정진구 표이사 등 24개 Take-out 커피전문 체인업체 표들은 환경

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10월 4일(금)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환경보전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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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1)    

오늘날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 행태로 1회용품의 사용이 범람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우

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테이크아웃 커피전문

점 사업자들은 생산적이고도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을 절약하며, 1회용품으로 인한 폐

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사업자들은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

식하여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고객이 매장 밖으로 들

고 나가는 1회용 컵에 대해서는 개당 50원을 받고 제공하되 되가져오는 1회용 컵에 대해서는 동일 

금액을 즉시 환불하여 준다. 

1. 협약사업자들은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166㎡

(50평)이상의 매장 및 2003년 1월1일 이후 신설되는 166㎡(50평)이상의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품을 다회용으로 전환한다. 다만, 매장 내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원할 경우 환불을 전제로 개당 

50원을 받고 1회용 컵을 제공할 수 있으나 다회용 컵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 매장면적은 계약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것임

1.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 컵에 대한 환불제도 실시에 따른 수지내역을 주기적(반기 1회)으로 공개하

고, 발생수익금은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1회용 컵에 대한 환불제도 실시 및 166㎡(50평)이상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금년 말까지 홍보 및 시설개수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3년1월1일부터로 한다.

1. 정부는 회수된 1회용 컵이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4. 10. 4  

<표 1> Take-out 커피전문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

 

다. 1회용 컵 보증금의 인식 및 홍보

  <표 2>는 2008년 1월, 서울시민 환경연합이 패스트푸드점과 Take-out 커피전문점 

20여개의 매장을 모니터한 결과이다. 이 표에 따르면 매장 직원의 협약 숙지부터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료를 판매할 때 다회용 컵 사용의

사를 물어보는 곳이 패스트푸드점은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기업들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한 홍보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들에게 1회용 컵 

1) 출처: 환경부 1회용품 홈페이지 http://one.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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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도를 실시할 만한 유인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분 항목 패스트푸드점
Take-out 

커피전문점
합계

매장 직원의

협약 숙지

판매할 때 다회용 컵 사용 의사 물어보기 0 7 35%

1회 용기사용을 원할 경우 회수 및

홍보내용 알려주기
1 0 5%

홍보

다회용기 사용매장 로고부착 여부

(다회용기 사용 적극 권유 여부) 
3 0 15%

미 환불 보증금 사용처 

매장 내 공개 여부
0 0 0%

<표 2> 1회용 컵 보증금의 인식 및 홍보에 대한 매장 모니터결과 

라. 1회용 컵 판매 및 환불현황

  <표 3>2)에 의하면, 1회용 컵 판매량은 증가폭이 큰 반면에 환불율의 증가속도는 미

미함을 엿볼 수 있다. 총 1회용 컵 판매금액 중 환불금액은 약 20% 정도를 웃도는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구 분 판매량 판매금액 환불금액 환불율(%) 미환불금액

2003년 65,085 5,843 1,105 18.9 4,738

2004년 80,788 6,471 1,825 28.2 4,646

2005년 87,262 6,909 2,152 31.1 4,757

2006년 88,461 6,693 2,514 37.6 4,179

2007년 112,348 7,927 2,948 37.2 4,979

<표 3> 1회용 컵 판매 및 환불현황 

2. 국가별 1회용품 규제사례3)

가. 해외사례

  미국의 1회용품과 포장재에 한 규제는 각 주별, 도시별 또는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

어 주와 도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주정부에서는 법령 제정 등의 제도화, 지역정

2) 출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보도자료 2008. 3. 

3) 출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보도자료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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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 폐기물 감량에 관한 기술과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폐기물

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며, 카운티와 시정부는 주정부의 보조금, 정보, 기술 등의 지

원을 토 로 여러 가지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방법도 주와 도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접규제와 간

접규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회용 컵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Minnesota, Florida, Maine주 등 3개 주에서는 사용금지 또는 과세를 시행 중에 있으

며 Massachusetts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 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California주의 Berkeley시, Oregon주의 Portland시에서는 즉석제품에 하여 1회용품

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New Jersey주의 Sea bright시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및 

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51개 주 중 31개 주가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이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덴마크에서의 1회용품 규제는 세금과 부과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8년에 재

생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1회용 부엌용품(1회용 컵 포함)이나 종이접시에 

해 판매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이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방정부가 1회용 컵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

는 1회용 컵에 해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패스트푸드 포장세를 부과함에 따라 1997년 

초에 맥도날드사와 분쟁이 있었다. 현재는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 컵의 사용을 직접

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 국내사례

  명동거리 남·여 각각 100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젊은이들의 1회용 컵 보

증금 제도 활용 정도와 이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환불 제도를 실제 이용해본 사람

은 전체 200명 중 47% 정도로 2명 중 1명은 컵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나쁜 향을 미친다고 답

한 사람이 전체의 80%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세 부과나 사용 금지, 컵 보증금 제도 재시행 등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60%, 의식 함양 등 소비자의 노력이 필

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33%, 외부 수거함 설치 등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은 29% 다. 약 1%의 사람들은 정부가 1회용 컵 반환 제도를 폐지한 현재 상황에 만

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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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회용 컵 보증 제도의 문제 과 정  효과

1. 컵 보증금제도의 문제점 

가. 컵 보증금제도의 폐지배경

  환경부는 2008년 3월 2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

는 미 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 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에 한 법적근거도 없

이 소비자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했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부과해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다. 이렇듯 정부가 시행해왔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환경오염 부담의 책임을 소비자

에게 전가시키는 셈이었다.

  1회용 컵이 환경에 얼마나 악 향을 끼치는지에 한 의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50

원이라는 컵 보증금은 그저 귀찮은 잔돈정도로 인식될 뿐이다. ‘까짓 거 50원 주고 내가 

환경 개선에 보탠다고 생각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1회용 컵 소비자들이 예상 외로 굉

장히 많은 것을 감안할 때, 50원의 컵 보증금은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환불해 가야만 

할 유인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조건부가치측정법 중 양분선택법을 실시하여 ‘컵 보증금

이 얼마라면 환불해 가시겠습니까?’란 질문에 평균 ‘500원’이라는 답이 나왔다. 이에 

기초했을 때 50원은 터무니없이 작은 가격이다.4) 

  또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Take-out 기업들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해야만 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은 당연한 결과다. 기업들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의 실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할 필요정도가 극히 낮

으며, 오히려 1회용 컵 보증금을 환불해 가지 않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기업에게는 더 

이익일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환불해 가지 않은 1회용 컵 보증금을 환경을 위해 사용한

다는 명목 하에 자사의 광고를 찍고 식기세척기와 다회용기 등을 마련한다. 식기세척기

와 다회용기 등은 기업에서 당연히 마련해야 하는 기업의 자산임이 분명한데 이를 환불

해가지 않은 보증금으로 사용한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모든 책임을 소

비자에게 전가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실시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어붙인 어리

석은 행동이며 정부는 이에 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4) 2008년 5월, 한양대생 100명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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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회용 컵 미 환불금 사용내역

  다음의 <표 4>5)를 보면, 1회용 컵의 총 미 환불금 중에서 공적으로 발표된 집행내

역의 집행비를 제외하고서라도 남은 잔액처리비용만 2007년도에는 10억이 넘는다. 이 

10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한 공개 된 자료는 없으며 또한 이 비용을 각각의 기업

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하는 기관도 없다. 

구 분
미 환불

금액

집 행 내 역

잔 액
소계

인센티브

제공

교육

홍보
장학금

환경

보전활동
기타

’03년 4,738 2,711 1,265 164 961 59 262 2,027

’04년 4,646 4,194 1,578 1,496 794 73 253 452

’05년 4,757 5,213 1,299 3,035 733 75 71 -456

’06년 4,179 3,220 1,241 948 908 70 53 959

’07년 4,979 3,976 355 1,842 1,170 559 50 1,003

<표 4> 1회용 컵 미 환불금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 잔액 중 -는 미 환불금 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임

  컵 보증금에 해 업체는 6개월마다 홈페이지에 그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환경

보전사업에 쓰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21곳이 환경부

와 일회용 컵을 줄이고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MBC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에 따르면 컵 보증금이 일부 패스트푸드 업체들에서 임의로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최근 환경사랑 캠페인을 가진 한 도넛업체는 소비

자가 찾아가지 않은 컵 보증금으로 만든 환경가방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고, 이는 도

넛 12피스 이상 구매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국내 패스트푸드 매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패스트푸드 업체는 엄청나게 모아진 환경 부담금으로 무료 환경캠프와 

톱 가수가 출연하는 CF를 제작했다. 자사 이미지 홍보활동과 다를 바 없다. 또 다른 패

스트푸드 업체는 이 돈으로 다회용 컵을 량으로 구입했고, 한 커피전문점은 식기 세

척기를 구입했다. 환경 부담금 사용내역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쓰이는 것이 다반사

으며, 실제 액수와도 차이가나는 경우도 있었다.6)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1회용 컵 수거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이

나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판매량은 112,348천개로 판매금액은 7,927,000원이며, 이 중 

5) 출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보도자료 2008. 3. 

6) 출처: 파이미디어 (www.pimedia.co.kr) TV리포트 2007년 8월 16일자.



52 2008 대학환경상 수상집

연도 협약업체 수 해지업체 수 해지비율(%)

2005 26 3 11

2006 28 0 0

2007 18 10 56

총계 31 13 42

<표 6> 자발적 협약업체와 해지업체 수

2,948,000원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환불되었다. 미 환불된 4,979,000원 중 공적으로 사

용된 집행비를 제외한 1,003,000원과 전기이월금 2,982,000원 등 국민이 1회용 컵을 사

용한 가인 총 3,985,000원의 사용내역이 불명확하다.

다. 업계의 1회용 컵 자발적 회수/다회용기 자발적 사용 노력이 미흡 

  시민 환경 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컵 회수율이 2006년 하반기 38.5%에서 2007년 

상반기 36.7%로 감소하 다.7) 또한 별도 수거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부분 미설치

한 것으로 나왔다.8) 그리고 1회용품을 줄이려는 자발적 협약의 원래 취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켜져야 할 것은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다. 최근 2008년 1월 시

민환경연구소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에서 자발적 협약 상 매장을 모니터한 결과

에 의하면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률은 온 음료 30%, 냉 음료 및 샐러드용기는 0% 다. 

또한 매장 내 다회용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발적 협

약 실적조차 기업에서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협약이 해지된 비율이 2008년 1월을 기

준으로 무려 42%에 달한다.9) 해지 비율이 높은 것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협약의 제

도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말 그 로 자발적 협약을 성공시키기 위한 환경부와 기업의 자

발적 의지, 노력이 미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 합계(%)

- 온 음료 30%

- 냉 음료 0%

- 샐러드 용기 0%

<표 5> 자발적 협약 대상 매장 모니터 결과

7) 출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보도자료 2008. 3. 

8) 출처: (사)시민환경연구소 제18회 시민포럼 보고서. 

9) 출처: 환경연합운동 시민환경연구소 논평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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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불이행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자발적 협

약의 근본적 한계가 있다. 자발적 협약은 양심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약속이다. 자발적

으로 맺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못하면 직접 규제할 때 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어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 법률에 근거도 없이 소비자에게 보

증금을 부과 하는 것도 부당하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확실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

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도 컵 보증금을 부과하여 업체의 이익으로 처리하

는 경우가 많다. 

2. 컵 보증금제도의 긍정적 효과 

가. 연도별 컵 환불율 증가

  컵 보증금 시행이후 1회용 종이컵 환불율은 매년 2～5% 포인트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그 증가 정도는 비록 미미하지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정책을 폐지

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환경은 단기간에 성

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을 두고 미미하지만 적은 성과를 차근차근 쌓아가

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성급했다.

<그림 1> 1회용 컵 환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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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긍정적 외부효과

  일자리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버려진 1회용 컵을 주워 

환불함으로써 긍정적인 경제적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이 사례는 MBC 불만제로에 소개

되었는데 실제로 7,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외부편익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그림 2> MBC 불만제로 1년 동안          <그림 3> MBC 불만제로 쓰레기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줍는 모습 

Ⅲ.  1회용 컵 보증 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분석이란 어떤 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

을 평가, 비함으로써 그 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비용분석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분석해보았다. 우리는 이 비용

을 기업이 부담하는 기업적 측면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었다. 기업

적 측면에 비용에는 수거비용, 가공비용, Take out 점원의 시간비용이 포함되고 소비자 

측면에는 Take out 사용자의 직접비용이 포함된다.  

기업적 측면 소비자 측면

수거비용

가공비용

Take out 점원의 시간비용

Take out 사용자의 직접비용

<표 7>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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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공비용(재처리비용): 430,000원/1t×4,164t=1,790,520,000원

  종이컵과 비슷한 재질의 폐지 재처리 비용10)이 1톤 당 430,000원이며, 연간 발생 하

는 재활용 가능한 1회용 컵의 무게가 4,164톤으로 조사되었다. 4,164톤은 연간 1회용 컵 

판매량인 43,054,000개11)와 1회용 컵 환불율인 0.372%12), 스타벅스 컵 무게 260g을 모

두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스타벅스 1회용 컵의 무게를 평균적인 1회용 컵의 무게로 가

정하 다.

나. 수거비용: (5대×500,000원+12월×1,000,000원)×61개×12월=10,614,000,000원

  수거 담당 업체당 평균 차량 5 와 12명의 근로자가 있으며 차량의 한  한 달 운

행비는 50만원,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은 100만원으로 가정하 다. 업체 1곳의 한 달 수

거비용은 1,450만원이며, 수거를 담당하는 업체는 총 61개로 이에 근거한 일 년간 수거

비용은 총 10,614,000,000원이다.

다. 테이크아웃 점원의 시간비용: 1,357,200원×1,537개=2,086,016,400원

  종이컵을 수거하여 정리하는 시간이 평균 한 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하루 3,770원13)

의 시간비용, 한 달 113,100원 소요되며 연 1,357,200원이 소요된다. 전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테이크아웃 업체수가 1,537개14)이며 각각 점원이 1명씩이라 가정했을 때의 총 

시간비용은 2,086,016,400원이다.

 

2. 편익분석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함을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해 보았다. 우리

는 이 편익을 외화 절감,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 비용 절감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 직접

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직접편익과 공해감소, 교육홍보 활동 등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간

접편익으로 구분해 보았다.  

10) 한솔제지 하청업체로부터 얻은 정보.

11) 환경부 자료.

12) 환경부 자료.

13) 최저 임금률 3,770원 적용.

14) 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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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편익 간접편익

폐지 수입 외화 절감 

지구촌 벌목의 절감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비용 절감

소각 시 발생하는 공해 감소

인센티브 제공

교육홍보

장학금

환경보전활동

<표 8> 편익분석 

가. 펄프 수입량 감소 편익: 3,539.4t×740달러=2,619,156달러(2,619,156,000원)

  펄프 수입량 감소 편익은 1회용 컵 수거 후 재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펄프 량만

큼의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외화 절감 편익을 말한다. 연간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1회

용 컵의 무게는 4,164톤이며, 폐지 1톤으로 만들 수 있는 펄프의 양은 0.85톤15)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1회용 컵으로 만들 수 있는 펄프는 총 3,539.4톤이 된다. 

여기에 톤당 펄프 수입 기준가인 740달러16)를 곱해 펄프 수입 감소에 따라 절감되는 

외화 비용을 구하면 2,619,156 달러 즉 2,619,156,000원17)을 절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쓰레기 매립비용 절감 편익: 2,145㎡×109억/6254평=3,738,487,368원

  1회용 종이컵의 반환으로 줄여진 쓰레기의 양인 4,164t에 폐지 1톤이 쓰레기로 버려

져 매립되었을 때 차지하는 매립지의 면적(1.7㎡/3.3)을 곱하여 나온 연간 발생하는 1회

용 종이컵이 차지하는 총 면적은 2,145㎡이다. 여기에 같은 크기의 매립지를 공원으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여 쓰레기 매립비용의 절감 편익을 구한다. 이 때 6천

245평인 유안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18)(매립 쓰레기 처리비용 27억 원, 보

상비 48억 원, 공사비 34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기준으로 면적 비 비용을 산출한다.  

다. 산림녹화 편익: 4,164t×1.7그루×1,000만원=70,788,000,000원

  폐지 1톤이 30년생 소나무 1.7그루의 가치를 가지며, 30년 이상의 소나무 가격이 소형차량 

즉 1,000만원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19) 연간 폐지로 사용될 수 있는 1회용 컵의 무게인 

4,164톤을 계산하여 연간 회수된 종이컵이 가지는 산림녹화 편익은 총 70,788,000,000원이다.

15) 출처: 자원순환사회연대 자료.

16) 출처: 07년 12월 기준 우리 선물자료.

17) 환율 1달러당 1,000원.

18) 출처: 시티뉴스 2006년 7월 13일자-곽창구 기자. 

19) 출처: (강릉=연합뉴스) 2004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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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용-편익 비교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과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해 보았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16,847,618,043원이고 총 편익은 77,129,957,407원으로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1회용 컵 보

증금 제도는 실시할만한 유인이 존재한다.

비용 편익

가공비용(재처리비용)  1,790,520,000원
펄프 수입량 감소편익 2,619,156,000원

수거비용 10,614,000,000원

Take out 점원의 시간비용 2,086,016,400원
산림녹화 편익

(지구촌 벌목의 절감)
70,788,000,000원

Take out 사용자의 비용
1,356,201,000원 + 

1,000,880,643원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비용 절감 편익
3,722,801,407원 

총 비용: 16,847,618,043원 총 편익: 77,129,957,407원

<표 9> 비용편익 분석 

Ⅳ.  결론

1.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활성화 방안

소비자 측면 기업측면

인식개선(컵 값이 아닌 컵 보증금)

외부 수거함 설치로 컵 반환의 접근성 증대

쿠폰제도 등 경제적 유인 제공

외부 수거함 설치 의무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 강제

경제적 유인 수단 제공(미 환불금으로 환경   

친화적 상품 제작 및 환경 친화 사업 진행 시   

기업 로고 부착 허용 등)

법 제 화

<표 10> 소비자측면과 기업측면에서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활성화 방안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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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화 필요성

  자발적 협약 내의 컵 보증금 부과 정책은 판매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보다는 소비

자의 사용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판매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장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보다 사용자의 참여가 제도의 시행에 큰 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상

황에서, 기업과 정부 간의 자발적 협약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20)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사실 소비자 행동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컵 보증금 반환 제도 자체가 가지는 허점에 의해 실패한 것이

다. 그렇다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된 환경 개선의 책임을 기업

에게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문제가 

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소비자와 기업 측면의 해결책은 모두 자발적 협약 내용의 법제화라는 

가정 하에 그 실효성을 가진다. 이는 기존 자료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테이

크아웃 커피전문점 관련인 인터뷰를 통한 내용이며 이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도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자발적 협약의 단순한 개선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 화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 없이는 환경 개

선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일회용 컵 반환이 소비자 참

여 중심인 것을 감안할 때,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회수 노력을 증 시키기 위해서 

첫째와 같은 이유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

비자의 비용 지불 측면 및 컵 보증금의 활용과 운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개선 사업은 효과가 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

므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화를 통해 환경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1회용 컵 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내용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받는 기업의 규모와 조건에 한 조건을 상세하게 명시함으로써 

20) OECD는 1972년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오염 원인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정립한 바 있다. 이후 대부
분의 나라에서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기본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 정책은 다음 세 가
지 이유에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한다. 첫째, 환경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오염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자들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둘째, 
다수의 대중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비용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오염수준을 상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수의 오염원을 통제하는 것이 훨
씬 비용 효율적이다. 셋째,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를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염량을 보다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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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 감량

(폐기물 발생 예방)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최소화)

소각, 매립

(폐기물처리)

제도의 사각지 를 줄여나가야 한다. 상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 수거비율, 외부 수

거함의 최소 설치 비율 및 관리에 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미달성 시 이에 따

른 행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도 법으로 규정한다. 

이 제도의 우수하게 준수하는 기업에게 외부 수거함 및 재활용 처리 비용에 한 보조

금을 지급해 주는 조항을 만들어 실시하며, 또한 우수기업에 한해 미 환불금액을 환경 

상품 제작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할 때 기업 로고 부착 등 간접적 마케팅 활동을 인

정하는 등 기업에게 경제적 유인 수단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제화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피구세 성격의 부과금

과 더불어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 다. 이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데 한 제재 뿐 아니라 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에 한 보상도 제공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불법적인 폐기물 투기나 매립 행위가 존재할 경우 단순한 부과금보다는 부과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형태의 예치환불제가 보다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1)  

2. 요약

  제도의 자발적 측면을 기업, 즉 생산자에 해 법적으로 강제하여 기존에 발생하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증 시킨 새로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

행은, 1회용품 수거 및 재활용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폐기물관리정책의 중점이 원천적 감량화로 전환되고 있고, 자원이 부족

한 반면 국토 면적당 폐기물 부하 량이 큰 우리나라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이 바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이다. 

 

      →   →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생

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4개 포장재(종이

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 5개 제품(전자제품,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군을 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EPR 지원을 위한 제도로 재활용의무 상 포장재

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지침에 따른 분리수거,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및 빈 용기 보증금제도 등이 있다. 

21) Fullerton and Kinnam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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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 시스템의 확 를 통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및 여타의 재활용 체계의 기반이 

확립되고, 또한 법적으로써 정비될 때 환경 개선 사업이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적 성격을 가진 환경 사업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결과물

을 통해 그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 성격의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

로 경제비용을 줄이는 것에 급급하기 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과 소비자에 해 

캠페인을 활발히 벌여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제도의 완전

성을 높여 장기적이고 보다 건강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

이다. 이러한 EPR의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으로 설명될 수 있다.22)

분리수거지침EPR

빈용기 보증금제도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용기의 보증

금을 제품가격에 추가시켜 판매 후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올려주는 제도

소비자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함.

분리배출제도

<그림 4> EPR 흐름도

  우리가 사는 지구는 1회용이 아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의 다음세 , 또 그 다음세

가 계속해서 사용할 삶의 터전인 지구는 우리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1회용품 사용

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1회용품 사용에 한 규제 

역시 1회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규제와 각 경제 

주체의 성숙된 사회적 책임 의식이 더해질 때, 환경 개선 사업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2) 출처: 환경자원공사-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안내.
    (http://www.envico.or.kr/majorWork/natureRotate/producer_SystemGuidanc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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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시간 2008년 5월

장소 명동거리

대상인원 남여 각각 100명

1.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파스쿠치 등)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구분 월 1회 미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주 4~5회 기타 총계

남 35 26 19 11 8 1 100

여 23 21 13 37 6 100

합계 58 47 32 48 14 1 200

* 기타의견: 안감

2.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맛 편리 유행 약속장소 기타  총계

남 17 32 6 39 6 100

여 30 25 6 23 14 100

합계 47 57 12 62 20 200

* 기타의견: 카페인 섭취, 휴식 시간의 활용, 분위기, 상대방의 요구 등

3. 1회용 컵 보증금을 환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남 43 57 100

여 51 49 100

합계 94 106 200

(3번 문항 있다고 답한 경우)

4. 컵 보증금을 환불 받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환불 받으십니까?

구분 90% 이상 50% 이상 30% 미만 10% 미만 총계

남 14 9 12 8 43

여 9 15 14 13 51

합계 23 24 26 2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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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컵 보증금을 환불받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구분
매장 밖으로 컵을
가지고 나갔을 때

환불금을 받기 
귀찮을 때

환불하는 것을 
잊고 나갔을 때

총계

남 17 18 8 43

여 27 19 5 51

합계 44 37 13 94

(3번 문항 없다고 답한 경우)

5. 컵 보증금을 환불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매장 밖으로 컵을
가지고 나가서

환불금을 받기 
귀찮아서

50원짜리 동전이
귀찮아서

어떻게 환불 받는지 
몰라서

총계

남 18 30 5 4 57

여 21 23 0 5 49

합계 39 53 5 9 106

 

5-1. 환불받지 않은 컵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구분 쓰레기통에 버린다 재활용품 수거함에 버린다 아무데나 버린다 총계

남 24 21 12 57

여 21 20 8 49

합계 45 41 20 106

6. 주문 시 머그컵 등 다회용기 사용을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남 59 41 100

여 46 54 100

합계 105 95 200

(6번에서 있다고 답한 경우)

7. 사용을 권유받았을 때 일회용기와 다회용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구분 다회용기 일회용기 합계

남 28 31 59

여 30 16 46

합계 58 4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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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에서 없다고 답한 경우)

8. 머그컵 등 다회용기 사용을 권유받는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분 다회용기 일회용기 합계

남 31 10 41

여 32 22 54

합계 63 32 95

9.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사용이 환경에 어떠한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

니까?

구분 오염 많이 유발 오염 약간 유발 오염 무관 환경 친화적 모름 총계

남 29 49 9 5 8 100

여 47 35 3 10 5 100

합계 76 84 12 15 13 200

10.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용 금지 환경세 부과 컵 보증금 반환 제도 부활 의식 함양 외부 수거함 설치 기타 총계

남 7 18 23 24 25 3 100

여 2 24 24 29 21 0 100

합계 9 42 47 53 46 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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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비약적 성장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라는 비용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여러 방식 중 본 

논의에서는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이라는 새로운 분과학문의 접근방식을 취해보고자 한다. 

먼저 법경제학의 일반화된 개요를 설명하고 특히 법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권리에 대해서는 Coase

가 정의한 바처럼 권리를 생산요소로써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법적 권리의 경제

학적 범주를 시도하였다. Calabresi와 Melamed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세 가지 구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의 이론을 토대로 환경 분쟁, 특히 이른바 최근에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조망이익의 권

리성을 고찰해보았다. 조망권은 일조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권리로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조망보호를 위한 권리라는 의미로 조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

률적으로 인정되는 독립된 권리라고 아직 승인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승인되었

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학자들의 상당수는 조망 이익의 권리성을 긍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즉 조망권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논의가 분분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논의에서는 앞서의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본래 조망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조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조망은 한정된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희소성을 갖게 되며, 이 경우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

제학의 근본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장려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의 법제화

- 법경제학  근 -

김대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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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의 문제로서 환경과 권리 

1. 서설

  현 사회의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라는 비용을 토 로 하여 이루

어진다. 이때 발생하는 물질적 부의 성장이나 생활의 편리라는 편익은 근 사회의 성장 

속에서 미덕으로 간주되어왔고, 절 적인 가치로서 장려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산업화와 근 화에 부수 물로만 여겼던 환경손상과 생물종의 

다양성의 파괴와 같은 환경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와 치료,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의 치유와 회복 등의 측면에서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새로이 환경문제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해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

만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피해자이자 동일한 정도의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1)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권력, 재화의 정도에 따라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고 

상이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른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라는 개념적 표지 

하에 논의되고 있다. 매우 자연적인 상으로 간주되어온 환경 또한 정의라는 규범적 

고려의 상일수 있다는 점은 환경을 객체화하여 착취의 상으로 삼는 입장과 환경을 

절 화하거나 종교화하는 입장의 양극단을 변증하여, 자연 또한 희소한 가치로서 공정

한 분배의 상이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환경

정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개념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실질적 정의, 환경

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 정책과 법, 계획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한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2) 문제는 이러

한 정의(正義)의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환경에 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실질적

으로는 합리적 (법)제도의 기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진다는 점에 있다. 따라

서 환경에 한 합리적 인식 틀을 형성한 후에,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제도화의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화의 기획은 우선적으로 환경재화의 공정한 분배하는 

환경정의를 실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인류공동의 가치인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존

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일 것이다.

1) 윤순진, 환경정의의 창(窓)으로 본 환경문제, 전환기 한국의 사회정의, 2006,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
소, 77쪽.

2) 윤순진, 환경정의의 창(窓)으로 본 환경문제, 전환기 한국의 사회정의, 2006,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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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에 대한 인식론 

가. 기존인식론의 한계

  근 사회 특히 서구의 합리주의 아래서 환경과 생태3)는 한낱 개발의 상이자 착취

의 객체로서 무정형의 무생물로 인식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그 결과는 자연과 생태의 

참혹한 파괴 및 그로인한 생물의 다양성 감소 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때문에 오늘날 많은 환경주의자들은 자연을 문명과 비시

키는 서구적 합리성을 비판하면서, 환경과 생태는 객체가 아닌 주체이고 그 자체의 존

재론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 하에서 자연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물자체로서 절 적인 존재론적 위치를 갖게 된다. 이러한 사고에서 인간은 자연과 생태

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거나 육식을 하는 행위의 정당성에 한 회

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연과 생태에 한 이러한 극단론들은 자연이 주체인지 아니면 객체인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은 인류와 문명의 파

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연을 객체로 보는 근 적인 자연관은 결국 자연

과 생태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명백하고, 또 자연에 존재론적 지위

를 부여하는 자연관 또한 결국 자연에 한 인간과 문명의 종속화를 가져와서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론으로 귀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인식론의 전환가능성

  이러한 양 극단을 지양하면 좀 더 절충적이고 합리적인 인식론이 가능하다. 예컨  

생태주의 윤리와 자연 중심주의 윤리를 비판하면서 전개되는 인도적 생태주의 윤리가 

그럴 것이다.4) 이 견해는 자연적 개체나 자연, 생태계에 해 그런 것이 인간의 도구를 

넘어서서 목적으로 우를 받을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

3) 일반적으로 ‘환경’과 ‘생태’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환경(environment)은 인간이 목적이고 자
연은 수단이라는 서양전통의 이분법적 우열의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인 반면, 생태(eco)는 인간을 포함
한 자연적 존재간의 내적 연관성을 중시하는 생태학의 자연 이해에서 출현한 개념이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련성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 한면희, 미래세대와 생태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7, 42쪽 참조. 결국 전자가 사회와 구분되는 자연계 내에서의 물리적 현상과 기술적 처방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자연과 사회의 밀접한 상호 관계성에 주목하여 정치, 제도적인 차원
의 문제 해결 전략을 모색하려는 문제의식을 비교적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자연에 대한 상대적 존재론적 위치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인간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과 생태를 굳이 구별하지는 않기로 한다. 

4) 한면희, 미래세대와 생태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7, 5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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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중심주의와 전체로서의 자연이나 생태계 자체가 윤리적인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는 생태 중심주의 윤리를 변증한다. 이에 따르면 자연에 해 간접적으로만 고려하는 

현재의 인간 중심주의는 그 보수적 접근으로 인해 자연의 이용을 심화하여 결국 수탈로 

이행함으로써 환경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을 너무 

치우침으로써 인간의 필연적 생존양식인 문화적 삶을 곤궁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기본적으로 인도적 생태주의 윤리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는 적어도 환

경정의를 인간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고 또 절차 및 결과를 고려하는 선에

서 자연의 사회적 활용에 따른 혜택과 부담의 공정성 구현에의 가능성에 개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을 인간에게 유의미한 것을 전제로 하는 사견으로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수용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중시하는 형태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

각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가지는 존재론적 위치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자연은 절 적으로 존재론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 자연의 의미 있는 가치라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인류가 멸종하고 자연만 풍성해지는 그

런 식의 자연환경의 보호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자연이라는 가치는 인

간에게 유의미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존재론적 가치를 갖는다는 결론이 가능해진

다. 자연과 생태를 어느 정도 객체화하거나 상화하는 것은 인류의 존속과 발전을 위

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근 사회가 저질러온 자연 파괴의 과오를 되풀이 해

야만 할까? 근 화의 폐해에 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생태는 유한하며, 인류와 

합리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인류와 자연 및 생태가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자연과 생태의 존재론적 가치를 긍정하되, 인간과의 합리적 관계설정을 통해서만 유의

미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연의 상 적인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함이 마땅하다. 자연과 

생태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가치이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에 한 제도적 분석과 접근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권리주장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욕구와 주장도 다양하게 전개된다. 특히 

민주적으로 구현된 법치국가의 틀 안에서 그러한 개인들의 욕구나 주장은 (법적)권리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오늘날의 민주적 법치국가는 전 지구적 자본주

의라는 물적 토 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들의 권리주장과 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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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이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효율적 사용이라는 경제학적 한계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때문에 개인들의 권리 주장이 법적인 형태로서 보호되기 위해

서는 권리주장이 규범적으로 정당할 것이 요구됨은 물론 권리가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

회의 후생을 증 시키는 것이어야 함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적 권리는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즉 경제학

적으로 법적 권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명될 수 있을까? 만약 법적 권리 안에 경제학적 

토 가 내재해 있고 또 적절한 과학적 분석방법이 있다면, 그 분석방법을 통해 법적 권

리의 본질을 좀 더 해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과학 분과 중에서 어느 정도 과학성을 담보

했다고 평가받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법적 권리에 한 한 측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문제에 한 제도적 접근의 원칙들을 검토할 것이다. 환경문

제가 제도적 원칙을 갖는다면 이에 한 경제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그 이

론적 틀을 도입해볼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개인이 갖는 자연환경이라는 가치가 개인에

게 어떠한 권리형태로 귀속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일조(日照)와 조망(眺望)이라는 자연환경의 가치배분의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Ⅱ.  환경문제에 한 제도  기  

1. 서설

  주지하다시피 자연의 자원은 더 이상 무제한으로 처분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자원

의 한계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자연의 단순한 보호에만 우리의 관심이 머무를 

수도 없다.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육성해 내는 데

에 인류의 관심이 놓여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에 한 구호는 ‘환경의 보호에서 환경의 

육성’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5) 즉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은 인간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고, 토지·물·공기·동식물 등을 인간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것에 가해지는 인간의 침해를 제거하는 것

이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정책상의 목적은 환경의 육성 그 자체가 고유한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인간을 위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6)

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8, 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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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찰

  현 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는 다차원적 위기

(multi-dimensional crisis)로 인식함에 따라 이 문제를 국가 활동의 주요 과제로 다루

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한경문제는 ‘민주주의’ 측면에

서 정치적 약자에 한 배려, ‘복지주의’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인 약자에 한 배려, ‘생

태주의’ 측면에서 생태적 약자에 한 배려의 과제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정치·사회·경제

적 생활의 총체적인 재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7)

  환경의 관점에서 국가 역할에 한 국가에 한 인식은 이중적이다. 이를 생태문제의 

‘해결자’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입장과 문제의 ‘원인자’의 관점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8)

  먼저, 생태문제에 한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에 높은 기 를 거는 진 에서는, 사적 

이윤추구의 시장논리나 자유 민주주의 정치논리로서는 만인의 욕망으로 인한 생태 공유

재 파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보면서, 보다 강력한 국가중심의 명령과 통제를 통한 생태 

권위주의적(eco-authoritarian) 해법을 추구한다. 즉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구조의 

재조정, 사회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율, 분화된 행정 역들 간의 조정과 협력, 

생태적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자들에 한 제재 등의 역할은 결국 국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가 생태문제의 주요 ‘원인자’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진 에서는 전통적

인 국가 역할의 해체를 통한 안적인 문제해결 경로를 모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

은 개인의 삶과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중심의 위계적 명령 및 통제구조와 인간의 자연

에 한 지배방식은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만큼,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국

가 역할에 새삼스럽게 기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오히려 확  재생산시킬 뿐이라고 

바라본다.

  최근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

임이 다소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해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의 전 지구적 금융위기 속에서, 구제금융 등의 방식으로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특히 환경과 생태와 같은 공공재적 성

격이 있는 가치들에 해서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필연적이므로 국가나 정부

6)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8, 832쪽. 

7) 정규호, 녹색국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 녹색국가의 탐색, 2006, 아르케, 17쪽.

8) 정규호, 녹색국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 녹색국가의 탐색, 2006, 아르케,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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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적어도 환경문제에 있

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법과 제도를 통한 해결이 불가결한 것

이다. 비록 기존 국가체제는 지방적 생태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크고 지구적인 생태문

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지역차원에서부터 지구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해결 전략을 구성함에 있어 국가는 매우 중요한 위상

과 높은 문제해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9) 

3. 환경(정책)에 대한 제도적 원칙들

 

  때문에 국가를 통한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

칙, 즉 사전 비의 원칙,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10)

가. 사전대비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사전 비의 원칙(Vorsorgeprinzip)은 오늘날 환경정책에 있어서 실질상·내용상의 지

도원칙이 된다. 사전배려의 원칙11)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원칙은 사전에 적절한 수단을 

도입하여 가능한 환경침해의 이협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환경에 한 잠재적인 침해를 

최 한으로, 그리고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환경의 이용에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은 환경

정책의 기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

히고 있다(동법 제7조의 2). 사전 비의 원칙은 단순히 환경정책상의 요구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많은 환경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되기도 한다(예 : 환경관련시설 승인제도). 

사전 비의 원칙은 환경의 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사전 비의 원칙이란 가능

한 환경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이로써 피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비의 원칙은 현재의 환경의 존속을 보장

(Bestandsschutz)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 비의 원칙에는 

존속보호의 원칙이 내재한다고 보겠다. 

9) 정규호, 녹색국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 녹색국가의 탐색, 2006, 아르케, 25쪽.

10) Schmidt, Einf hrung in das Umweltrecht, 1, RN.6ff.; Storm, Umweltrecht, RN.17ff. 한편, 일부 견해
는 환경정책상 기본원칙으로 본문에서 논급하는 3원칙 외에 존속보장의 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을 제
시한다(Breure, Umweltschutzrecht, in: Schmidt-Aβmann(H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RN.7ff). 그러나 존속보장의 원칙은 사전배려의 원칙에 내재하는 것이며, 공동부담의 원칙은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의 한 내용이라 볼 것이다.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8, 832쪽에서 재인용. 이하
의 내용은 같은 책 832~834쪽을 참조한다.

11) 예를 들어,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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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인제공책임 또는 책임의 원칙(원인자책임의 원칙)

  원인제공자책임의 원칙(Verursacherprinzip)은 환경관련목적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비용부담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은 비용귀속의 원

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책임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이 원칙은 환경침해를 방

지·제거·회복하기 위한 비용(환경 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의

미한다. 우리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동법 제7조).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동법 제9조)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12) 국가도 원인 제공

자일 수 있다. 물론 이 원칙은 자기로 인한 오염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함을 내용

으로 한다. 원인제공자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의 부담으로 해결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공동부담의 원인(Gemeinlastprinzip)이라 부른다. 결국 공동

부담의 원칙은 원인제공자책임의 원칙의 한 내용이 된다.13)

  한편, 사전 비의 원칙은 환경의 질의 유지·개선을 직접 목표로 하지만 원인제공자책

임의 원칙은 누가 환경침해에 책임이 있으며, 누가 침해를 제거·감소에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를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고 하여 원인제공자책임의 원칙을 단순히 환경침해의 제

거·감소에 한 비용부담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원인제공자책임의 원칙

은 환경침해의 극복의무에 관한 법적 규율이 명령·금지·부담이라는 법적 행위형식을 통

하여 실체적 책임과 관련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14) 환경법제가 근 법의 책임주

의를 일관되게 관철하기 위해서는 원인제공책임의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책임주의는 후술하는 권리론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다. 협력의 원칙(협동의 원칙)

  국가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만이 단독으로 환경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환경문제의 복합성, 다양성을 국가 혼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15) 이 때문에 협력의 원칙이 나타난다. 협력의 원칙(Kooperationsprinzip)은 형

식적이고 조직적인 의미를 갖는다. 협력의 원칙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환경정책의 

역에서 국가와 사회는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협력의 원칙

12)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한 배출부과금제도나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
조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급제도,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도 이를 구체화하는 법제이다. 자세한 것은 류
지태, 환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72~73쪽 참조.

13) 공동부담의 원칙과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을 대림개념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Arndt, Umweltrecht, 
in: Stiener(H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RN. 45).

14) R. Schmidt, Einf hrung in das Umweltrecht, 1, RN.10.

15) 송인성, 환경정책과 환경법, 집문당, 2005,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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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정책적인 의사형성절차·의사결정절차에 있어서 사회의 여러 전문집단의 사전적 

참여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16) 협력은 국

가기관 사이의 협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외에 공행정주체와 국민(주민), 그

리고 전문가간의 협력도 포함한다(환기법 제16조·제15조의 2·제17조).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관계자의 협력은 환경에 의미 있는 결정을 개선시키게 될 것이고 국가의 부담

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환경정책상의 의사형성절차나 결정절차상 사회의 사전적인 

참여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협력의 원칙은 사회와의 립이 아니라 사회와의 협

력을 통해 환경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고 협력의 원칙만

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협력의 원칙이 국가적인 규율을 완

전히 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소결

  이처럼 자연적인 환경일지라도 그 관리와 통제 및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제

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규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효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라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정

책이나 법이 합리성을 띠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및 도덕적 정당성

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예컨 , 어떤 권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은 특히 권리

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차원에서 총 효용을 극 화하고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가 정치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은 권리가 정치적

(정책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권리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권리에 한 가치 관념을 법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말한다.17) 

  특히 자본주의라는 물적 토 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는 

단순한 체계 그 이상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법과 제도라는 것이 역사적 보편성

과 일반성을 가지면서도 동시 의 시 정신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오늘날 

법과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물적 토 를 이론적 배경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형성되

어야 하며, 따라서 법과 제도에 한 경제학적 분석은 매우 필요충분적인 조건이라고 

16) R. Schmidt, Einf hrung in das Umweltrecht, 1, RN.13.

17)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생명의 공학화와 생명문화의 절차적 재생산, 39~40쪽, 아카넷, 2003. 다만 여
기서 말하는 도덕개념은 넓은 의미의 다른 도덕개념인 윤리 그리고 사회규범과 구별된다고 한다. 즉 
윤리는 규범이 각 개인(또는 일정 집단)의 양심을 기초로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규범은 
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선한 행동에 관한 직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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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특히 다원화된 현 사회에서 사회의 통합과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규범적 

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법적 합리성은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효율성, 윤리적 정당성을 

변증하는 것이어야 한다.18) 이와 같은 이유에서 환경적 가치에 한 경제학적 접근은 

효과적인 법제도의 기획을 위해 충분히 실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성은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함께 존중하고 숭상하며, 분배적 정의가 두루 확산되는 공동체

를 지향’하는 환경정의19)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Ⅲ.  ( 법) 경제학  근의 이론과 실천성

1. 법경제학의 의의

가. 법과 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략적 흐름

  법과 경제에 상호관계에 한 학문적 논의는 매우 유구하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  그리스의 Aristotle가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cs)』에서 가정이나 통치가 잘 되

고 있는 국가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것을 Economia라 했고, 오로지 돈벌이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을 Chrematistike라 불렀다는 사실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이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Kant와 Hegel의 경우에도 각각 자신들의 법철학에서 경제(적 

동기)에 의해 법이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법과 경제를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 적인 관점에서 법과 경제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

는 손’과 ‘분업의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유명한 Adam Smith가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역사발전을 통해 경제구조(하부구조)가 상부구조(법과 국가)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통찰을 제시한 Karl Marx와 ‘자생적 질서’를 통해 고전 경제학의 틀 속에

서 국가간섭의 배제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F. A. Hayek 등이 표적으로 

법과 경제의 관계를 고민했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체계(system)라는 

관점에서 Luhmann과 Habermas가 다원화된 탈근 사회에서 법과 경제의 관계에 한 

매우 설득력 있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양자는 공통적으로 화폐(경제)와 (행정)

권력을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Luhamnn은 법체계와 경제체계가 각각 독자적으로 자기 준거적 성질을 갖는

18) 이상돈, 의료파업과 법, 생명윤리(한국생명윤리학회), 제1권 제2호, 2000, 235～239쪽. 

19) Bunyan Bryant, Introduction」 in B. Bryant ed., Environment Justice: Issues, Politics, and Solutions, 1995, 
6쪽; 한면희, 초록문명론, 2004, 24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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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데 반해서, Habermas는 보다 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법이

라는 것을 각각의 사회(하부)체계의 통합을 매개하는 변압기(transformer)로 이해한다

는 데서 차이를 갖는다.

나. 법경제학의 개념적 이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학의 중심적인 문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

하여 사람들의 욕구(desire) 내지 필요(needs)를 최 한으로 충족시킬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생태를 의미 있는 가치(재화)로 보는 관점에서도 궁극적으로 자연과 

생태는 경제학적 고려의 상인 것이다.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의 문제, 즉 희소한 자원

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

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국가경제는 어떻

게 작동하는지 등을 연구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지식과 기술을 

익히려 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이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어떠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할 것인지 등은 법과 제도의 향을 받는다.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기업의 행동은 법과 제도가 제공하는 유인 구

조(incentive)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경제의 성과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20)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떠한 법과 제도를 

가져야 사회의 번 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올바른 법, 경제와 국가의 발

전에 기여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경제의 상호관계, 각종 법제도

의 기능과 효과, 법제도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이해관계 등에 한 이해의 제고가 요청

되며, 최근에 등장한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은 바로 이러한 요청에 부합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과학적 법학방법론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1)

  법과 경제(Law and Economics) 혹은 법에 한 (미시)경제학적 분석(Economic 

Analysis of Law)이라고도 불리는 법경제학은 ‘현실의 법리나 제도를 경제학 내지 경제 이

론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 분

20) 신도철, 경제학자가 본 법학의 연구와 교육, 사회과학자가 본 법학연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2006년 5월 29일) 참조.

21) 이에 대한 흥미로운 글로는 이철우,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법철
학연구 제9권 제1호 참조; 한편 이상돈 교수는 사회과학적 법학방법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법
을 과도하게 정책의 도구로 편입시킬 위험’이 있으며, ‘사회과학적 법학은 정책의 합리성이 미치는 곳
이라면, 실정법의 해석적용에서도 법 논리적인 타당성을 외면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를 한다. 이상
돈, [4]법학방법론, 법철학, 2003, 139~1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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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설명할 수 있다.

2. 법경제학의 이론적 기초

  법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학과 경제학의 공통분모를 

찾거나 매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법학과 경제학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법과 경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일 뿐, 사회과학으로서 법학에 새로운 함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법학과 경제학의 차이를 매개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보다 실천적인 작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학의 고유한 이론적 전제를 법학

에 투 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작업은 법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다

지는 의의를 갖는다.

가. 개인과 개인의 선호에 대한 가정

  법경제학에 있어서 분석의 상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다. 이 때 개인의 행위는 자신의 

효용을 극 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법경제

학에서는 모든 사회현상을 개인의 선호, 의도, 선택에 기초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현상을 개인의 선호, 의도, 선택이 결집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의 선호, 이익, 의도 등은 모두 주어진 것으로 상정된다. 이를 방법론적 개인주의

(methodological individualism)22)라고 부른다. 이처럼 거시적 사회현상에 한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상에 한 정교한 설명을 추구하는 것

은 법경제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2) Schumpenter가 교수자격을 얻기 위한 논문(Hibilitationsschift)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인 방법론적 
개인주의 혹은 개체주의는 사회의 법질서(윤리체계, 정치질서, 경제 질서와 같은 모든 사회현상도 마
찬가지로)를 분석할 때 분석의 출발점은 이러한 질서에서 살고 있는 또는 살게 될 개인에 두어야 한
다는 인식방법이다. 이것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뿐이고 초개인적인 주
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초개인적인 목적의 존재를, 따라서 유기주의를 배격한다. 그렇
다고 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개개인이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인 영향을 의인화된 독자적 존재로서 사회를 파악하는 총체주의처럼 의인화된 사회의 영향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를 독자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서로 갖고 있
는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민경국, 두 가지 종류의 법경제학, 고시행정 제17호, 2001, 
4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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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리성에 대한 가정

  합리성의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완전성과 일관성에 한 가정이다. 완전성

(completeness)의 가정은 각 개인은 모든 선택의 상에 한 선호의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A와 B라는 두 가지 안이 있다면, A와 B는 같다든지

(A=B), A보다 B를 더 좋아한다든지(A<B), 혹은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든지(A>B) 

하는 식으로, 모든 안에 해서 선호의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성

(transitivity)이란 B보다 A를 좋아하고, C보다 B를 좋아하면, 당연히 C보다 A를 좋아

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A>B이고, B>C라면, 당연히 A>C가 성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인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조건을 떠나게 되면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합리성 개념

은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합리성을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합리성의 개념에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포함하지 않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각 개인은 그것을 극 화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한

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을 따를 경우 각 개인은 이기적이건 이타적이

건, 그리하여 어떤 목적을 추구하건 간에 전략적·도구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려 한다

는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의 합리성 개념은 ‘목적 지향 합리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개인이 극 화를 

추구하는 목적의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23) 즉 합리성의 개념에 도구적 합

리성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선호와 신념까지도 포함시키는 흐름이다. 부분의 사람들은 

부(富)와 소득을 극 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치가들은 득표의 극 화를 추구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다. 교환관계에 대한 가정

  법경제학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교환(거래)의 관계(exchange relationship)로 이해

한다. 개인은 원자화된 개체로서 존재하며, 개인 간 관계는 평등한 당사자들끼리의 거래

관계이다. 예컨  법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의 개인 간 관계와 정치적 역에서의 개인 

간 관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상정된다.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이

23) Ferejohn은 도구적 합리성을 ‘얇은 합리성(thin rationality)’, 목적지향 합리성을 ‘두꺼운 합리성(thick 
rationality)’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Ferejohn, Rationality and Interpretation, The Economic Approach 
to Politics, Harper Collins, 1991,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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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극 화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것처럼, 정치 역에서도 정치인과 투표자등은 정

치적 이익의 극 화를 목표로 자신의 재화를 교환한다는 설명들이 그러하다. 기본적으

로 교환을 통해 특정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당사자에 그 재화가 주어진다

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라. 전략적 상호작용과 균형에 대한 가정

  법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동시에 전략적인 개인을 상정한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

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한 판단에 기초해서 자신의 행동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예측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시 

이 사람의 선택에 기반을 두어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수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선택과 재 선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선택을 변경시

켜 보아야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균형

(equilibrium)이라고 부른다. 균형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선택

을 변경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인 간 상호작용을 둘러싼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

는 한 균형은 지속되게 된다. 이를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부른다.

마. 보편성에 대한 가정

  법경제학에서는 이론적용의 보편성을 가정하면서 이론의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이 한 

특징이다. 법경제학에서의 보편성에 한 가정은 서로 연관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를 기초하고 있다. 첫째, 경제학의 기본주장, 즉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의 의도

(intention)로부터 발생하며, 모든 개인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등의 주장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인

간행위는 모든 수단- 목적의 관계(means-ends relationship)로서 이해할 수 있다.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적 역에서의 

인간행위와 공적 역에서의 인간행위는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합리적 계산에 근거한 

경제학적 방법론은 모든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경제학에서는 합리성만이 각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갖는 다른 개별적인 특성들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시해도 좋다고 

본다. 즉,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각 개인을 상호교환이 가능한 존재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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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경제학의 지향점

  법에 한 경제학적 접근 혹은 분석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경제학은 

경제학적 가치를 통해 법을 바라본다. 다시 말해 법과 제도에 내재된 경제적 토 를 밝

혀내거나 평가하고 혹은 전망함으로써 법과 제도를 분석한다. 따라서 (법)경제학적 가치

나 이념적 지향을 미리 드러내는 것은 법과 제도의 다른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나 연구방식의 가치 혹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은 매우 크다. 

가. 효율성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은 다른 사람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는 더 이상 한 사람

의 효용을 이전보다 증 시키지 못하는 자원의 분배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파레

토 최적화(Pareto Optimal)라고 한다. 한 사회의 자원 이용이나 배분 상태가 그 경제가 

갖고 있는 부존자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가령 구성원 약간 명이 상호 보유하

고 있는 자원을 교환한 경우 구성원 중 최소 한 사람 이상 그 교환에 만족했고 나머지 

구성원은 적어도 불만은 없었다고 하면 이때의 교환은 구성원 전체의 후생(welfare)을 

향상시킨 것으로 된다. 구성원 어느 누구의 복지도 해치지 않고 교환에 참가했던 사람

들 중 최소 한 사람의 복지만은 향상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서 복지 증진을 이룬 것을 가리켜 파레토 우위(Pareto superior) 또는 파레

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파레토 우위를 이루는 분배를 계

속하면 더 이상 분배를 해도 파레토 우위를 이룰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그 상태가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 상태인 것이다. 이런 파레토 최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

서는 소비에서의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과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그리고 

소비와 생산에서 동시적으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어야 한다.24)

  그러나 파레토 효율성 개념으로만 일관한다면, 법과 제도의 기획은 불가능하거나 매

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어떤 정책에 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해야만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25) 

24)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다른 어느 누구의 상태도 불리하게 하는 일 없이 한 개인의 상태를 유리하게 하
는 일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비교적 약한, 그러기에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쉬운 가치판단을 
기초에 둔다. 또 자원배분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소비자주권 
내지는 개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Jeffrey L. Harrison, Law and Economics, 2003, 제2장.

25)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떤 상태를 다른 상태보다 더 선호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상태를 선호해야
만 한다는 사회의사결정의 전원일치원리(unanimity principle)의 의미가 파레토효율에 담겨있다. 이만
우. 후생경제학, 태진출판사, 1999,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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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효율성의 형태, 즉 칼도-힉스(Kaldor-Hicks Efficiency) 혹은 부의 극 화

(wealth maximization)가 이러한 문제에 응하고 있다.26) 어떤 것이 ‘칼도-힉스’적으

로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정책(변경)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이것으로 손해를 본 사람

들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은 그 보상이 잠재적(potential)인 것이지 실제적(actual)인 것이 아니다.27) 물론 효율성

의 개념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28) 

나. 분배에 대한 고려

  위와 같은 파레토 원리는, 원래의 부존자원 분배 상태에 상응하는 파레토 최적상태와 

부존자원의 재 배분을 통해 달성될 파레토 최적상태를 사회(정부)의 입장에서 서로 비

교하여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인가를 결정할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파레토 

원리는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파레토 최적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  파레토 

원리와 파레토 최적 상태의 개념에만 근거해서는 서로 다른 분배 상태에 한 사회적 

선호의 순서를 짓지 못한다. 이것은 효율성에만 근거한다면 경제학은 부와 소득의 분배

에 한 정책적 결정을 정당화할 기준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29)

  일반적으로 부의 분배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부의 분배

에 한 방식과 정도에 해서는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분

명한 점은 분의 분배라는 문제는 권리(entitlement)30)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

26) 특히 부의 극대화(wealth maximization)는 Richard Posner의 개념이다. Posner의 The Economics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88쪽 Ⅰ. The Ethical and Political Basis of Wealth 
Maximization 이하 참조. Posner의 법경제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ichard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정기화 역), 2003. 

27) 만약,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칼도-힉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레토 기준으로 
충분히 해결되게 되므로, 칼도-힉스 기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만우, 후생경제학, 
태진출판사, 1999, 66쪽.

28) 효율성(efficiency)은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다. 이 개념은 존재와 당위의 세계에 동시에 놓여
있는 개념이다. 즉 효율성은 세계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
기 때문이다. Ugo Mattei,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7쪽; 효율성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분석으로는 Ugo Mattei,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참조; 한편 효율성과 효과성을 구별하기도 한다. 윤성식, 정부개
혁의 비전과 전망, 열린 책들, 2004, 249~250쪽. 이에 따르면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을 의미하며 효
율성은 산출/투입의 비율이다. efficiency를 능률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에 능률성과 효율성은 
동일한 개념이다. 효율성은 경제성(economy)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성은 낮은 투입액수를 의미하는데 절약에 의해서도 투입
액이 감소하지만 최저가에 투입요소를 구입하여 투입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29) 박만섭, 정의: 경제학적 분석, 전환기 한국의 사회정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설립 60주년 기념 연속 
학술 기획 시리즈, 17쪽.

30) entitlement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권원’으로 번역된다. 이는 entitlement가 권리에 대한 자격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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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절 적인 평등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돈을 가

지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들에게 시끄럽게 할 권리를 부여한 화폐

적으로 평등한 사회는-시끄럽게 할 권리의 교환을 통해- 즉시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은둔자들보다 소음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머리

가 좋은 사람이 자신의 민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회에서

는, 각자의 요구는 자신의 상 적인 능력에 따라 하고 기여는 자신의 상 적인 욕구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회와 다른 부의 분배가 일어날 것이다. 육체적으로 완전함에 해서

만 특히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면의 아름다움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다 외모가 아름다운 남자나 여자가 더욱 잘 살게 될 것이다.31)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완벽한 부의 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를 완벽하게 불

가능하리라는 점이다. 설사 그러한 사회가 존재한다면 그곳은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면

에서 동일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거나, 주어진 권리 때문에 발생하는 일체의 차이에 해

서 (누군가가) 정확한 보상을 해 주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외부성의 내부화

  경제학자는 공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불법행위, 범죄행위와 같이 개인 간 합의의 범

위를 벗어난 손해를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향을 미치나 그에 한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는 이른바 외부효과 혹은 외부성(externality)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다시 말

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한 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때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상 손해의 발생 그 자체는 가해자의 과실 있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의도하

지 않는 손해를 미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이러한 외부효과의 표적인 사례

이다.

  법경제학에서 법과 법제도의 경제적인 목적은 가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외부효과의 비

용을 내부화(internalize)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에

게 적절히 배상토록 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32) 잠재적 가해자

의 내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권원은 법학적으로 정립된 표현도 아
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라는 표현도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권원’과 ‘권리’를 구별하지 않고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31) Guido Calabresi&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vard Law Review, Vol. 85, No. 6, 1972, 1098~1099쪽. 

32) 외부성에 대한 전통적 해결방법으로는 외부성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외부성 만큼의 벌금(혹은 보조금)
을 부과하여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의 벌금을 pigou稅라고 한
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 사회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같게 되면 개인의 결정
이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식화하면 외부성은 시장의 가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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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손해의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은 효율적 수준의 안전성을 가져오는 유인(incentive)

이 된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의 법과 제도의 본질은 높은 거래비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 있다.33)

  예컨 , 불법행위법은 높은 거래비용에 따른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는 여러 정

책 수단 중의 하나이다. 불법행위책임 이외에도 손해가 발생하기 전의 위험활동을 통제

하는 사전적(ex ante) 안전규제, 사후적(ex post) 처수단인 형법에 의한 형사적 처벌, 

손해에 한 위험분산의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의 활용, 행정부의 조세부과 등의 정책 수

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수단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두 외부효과

를 내부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억제하려는 목표를 공통으로 갖는다.34)

라. 법경제학의 한계상황 : 희소성,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법경제학의 방법론인 경제학에서는 물질에 한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을 정도로 

큰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경제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이

해한다(희소성의 제약). 이러한 희소한 자원이 제약으로부터 물질적 욕망을 최 한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수입을 어떻게 써야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

택’의 문제에 직면한다(합리적 선택).35) 법경제학은 이렇게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을 통해 효율적 결과를 달성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과 제도를 기

획하게 된다. 그러나 법경제학이 효과적인 법 정책을 통해 법과 제도를 기획하는 경우, 

두 가지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발생과 정보의 비 칭성

(asymmetric information)이 그것이다.

  희소한 자원을 최 한의 효용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시장에서의 교

환 혹은 거래가 있다. 거래나 교환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수록 개인

과 사회의 총 효용이 증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화 또는 서비

스 등을 거래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이 바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다. 일반적

으로 거래비용은 거래에 따른 정보비용, 거래를 담당하는 개들의 제한된 합리성, 다른 

개인이나 조직의 기회주의적 행동, 비예측성 및 환경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거래되

구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①외부성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
접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②외부성으로 인한 피해액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③아니면 외부성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도록 명령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결방법인 것이다. 구체적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
가 있으나 결국 외부성에 대한 규제활동제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박세일, 법경제학, 
2002, 69쪽.

33) 이종인,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2006, 19쪽 참조.

34) 이종인,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2006, 20쪽; 규제수단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다룬 연구로는 김일
중, 규제와 재산권: 법경제학적 시각으로 본 정부 3부의 역할, 한국경제연구원, 1995 참조.

35) 최배근, 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학, 집문당, 2007,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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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품 및 그 상품을 투하하는데 투입되는 물적·인적자원의 특수성 등이 있는 경우 어

떤 형태의 거래비용을 수반한다.36)

  한편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로 공식화할 수 있다.37) 간

단히 말해서 권리가 완전히 구체화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0이라면, 분쟁 당사자는 협상

을 통해 최소의 권리의 할당과 상관없이 동일한 효율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38) 

공해발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거래비용이 0인 세계에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A가 오염

시킬 권리가 있는지 또는 B가 오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A가 

오염시킬 권리가 있고, B가 오염 안 된 환경에 부여하는 만큼보다 그 권리에 해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B가 A로부터 권리를 구입할 때 서로 이익이 되는 거래가 생길 여지가 있게 

된다. 역으로 만약 A가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B가 오염 안 된 환경에서 살 권리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면, B는 A가 오염을 포기하도록 할 만한 어떠한 가격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다. 만약 권리가 B에게 최소 할당 되었더라도 유사한 논리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거래비용

이 없는 상황에서는 합리적 극 화를 추구하는 개인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비용 

없이 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쪽에 권리가 주어질 것이다.  

  즉 거래비용이 0인 상황에서는, 법관은 효율적 권리 할당에 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같은 효율적인 결과가 판사의 결정과 무관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공학에 참

여하려는 법관의 시도는 필연적이고 무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리는 그것이 어떻게 

처음 배분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높이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주어질 것이

기 때문이다.39) 가계와 기업의 효용극 화와 이윤극 화는 가격 메커니즘의 ‘보이지 않

는 손(invisible hand)’의 작용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결과한다.40) 

36)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 of Capitalism: Firm, Markets and Rational Contracting, The 
Free Press, 1985, 19쪽.

37)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 1960 참조.

38) 물론 현실세계가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는 법관의 결정에 의존해야 한다. 이 때 법관의 판결은 종국상태
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효율성의 목표는 자체로서 권리가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식
으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위의 예에서 만약 오염자가 오염을 줄이는 비용
이 오염 때문에 생기는 피해보다 크다면, 효율성의 범주는 그 권리가 오염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지
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계약의 위반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위반에 따르는 비용보다 크다면, 법원은 
계약이 파기되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상 이러한 접근은 이른바 ‘시장모방’을 반영하며 
Coase 정리에서처럼 거래비용이 0인 세계를 가정한다. Guido Calabresi&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85, Harvard Law 
Review, 1072~1089쪽 참조.

39) William M. Landes and Richard A. Posner, Causation in Tort Law: An Economic Approach, 12 
Journal of Legal Studies, 1983, 109~110쪽.

40) 물론 이러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체계와 이른바 자유주의 국가의 법모델 사이에 단순한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으로는 이상돈, 법학입문(제3판), 법문사, 2006 참조. 
‘자유주의적 법모델이 전제하는 시민상을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나 이기주의에만 
빠진 인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자유주의적 법질서를 이기적이며 전략적인 행동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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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와 기업의 효용의 극 화는 그러나 거래나 교환에 참여하는 개별주체가 합리적이

어야 함을 전제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행위자인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위 하려고 ‘의

도’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으로 행위 할 수 있을 뿐이다(이른바 

제한적 합리성).41) 신고전경제학의 ‘합리성’ 가정에 한 반박으로 제시된 제한적 합리

성 가정은 인간의 인지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해 신고전경제학이 

상정하는 그런 종류의 완벽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렇다고 해서 인간 행동이 비합리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인지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한된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위 하려고 의도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개인의 합리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계약은 필연적으로 불완

전(incomplete)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인간이 완벽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면, 거래

상에 발생할 모든 종류의 정황변수들(contingencies)을 모두 고려하는 완전계약(complete 

contract)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제한적 합리성 하의 실제 인간들 사이의 계약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정황변수들에 응할 여지를 공백으로 남겨두는 불완전계약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42)

Ⅳ.  법  권리에 한 경제학  범주화

1. 서설

가. 법적 권리의 법경제학적 의의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정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균형)가격이 결정

되는 이른바 완전경쟁시장이 불가능한 가설에 불가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가

지 이유에서 시장은 매우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소유권의 불확실

성과  정보의 비 칭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부분이다.43) 권리가 불확실한 경우 당사자

를 짓는 규범적 질서로만 바라보고, 아담스미스가 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그와 같은 법질서에 
의한 사회형성을 (상호)보완하는 사회형성메커니즘으로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1) Williamson O. The Logic of Economics, The Nature of the Firm: Origins, Evolution,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92쪽.

42) Milgram and Roberts, Economic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rentice Hall, 1992, 5장.

43) 사적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입장들은 사유재산권이 인간의 합리성의 조건인데, 인간이성은 불확실하고 
개인의 사익추구가 정보의 불확실성을 보충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민경국, 사유재
산권, 왜 소중한가?, 사유재산권과 공공재, 철학과 현실사,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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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권리의 구조(entitlement)를 놓고 수동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자

기에게 유리하게 확정되도록 로비를 하는 이른바 지 추구(rent seeking) 행위가 활성

화되기도 한다.44) 또한 권리가 확정되어 있더라도 비 칭적인 정보에서는 협박, 버티기 

등 전략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협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

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의 추구를 극 화하다보면 

공적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된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보이듯이 모든 참여자가 협조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최적의 선택을 가져오

겠지만 이른바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상 방을 배신하는 것이 항상 지배적 전략

(dominant strategy)45)이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이익추구의 극 화가 권리주장의 

형식으로 나타날 경우에 그러한 권리가 공동체에 한 최소한의 고려조차 되어있지 않

다면 비도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46)이 초

래될 수 있다.

나. 법경제학에서 권리의 기능과 역할

  Coase에 의하면 권리를 생산요소(rights as a factor of product)로써 바라보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변화과정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변화된 제

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47)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이 유

해한 효과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절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생산요소의 개념에 

해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요소란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취득해서 

사용하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예를 들면 한 평의 땅 혹은 1톤의 비료)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옳지 못하다. 생산요소란 그 상물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a right to perform certain actions)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땅 자체를 생산요소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그 사람

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땅을 주어진 범위에서 사용해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권리이다. 생산요소의 개념을 이렇게 어떠한 상에 한 권리로 파악하면, 유

44) Jung Chul ho·Krutilla. Kerry·Viscusi. W. Kip and Roy Boyd, The Coase Theorem in a Rent-Seeking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Vol. 15, 1995, 259~268쪽.

45)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항상 이익이 되는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을 
지배적 전략(dominant strategy)이라고 부른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상대방이 ‘자백’을 하던 ‘부인’
을 하든, 한 개인은 ‘자백’을 하는 것보다는 ‘부인’을 하는 것이 항상 이익이 된다. 이때 ‘자백’이라는 
전략은 지배적 전략이 된다. 그리고 두 용의자 모두에게 ‘자백’이 지배적 전략이 되므로 두 용의자 모
두가 ‘자백’을 하는 것이 지배적 전략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자 유일한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다. 

46) Hardin Garrett,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1243~1248쪽 참조.

47)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 Vol 3, 1960,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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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효과(매연, 소음, 냄새 등)를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가 누군가에게 있다면 이 또한 

생산요소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토지에 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토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다른 사람의 전망을 가리거나, 

평온함을 해치거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권리가 부여된 경우라면) 어떠한 종류의 권리(생산요소)를 행사

함에 따르는 비용은 언제나 다른 부문에서의 손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48)  

다. 법경제학적 권리 기능의 한계

  당연히 권리에 한 경제학적 인식은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여러 비판

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체계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권리를 생산

요소로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교환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방식은 근 법의 기획한 세

계의 한 속성일 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법체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유형화49)

-자유주의적 법 모델, 사회국가적 법 모델,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 국가는 모든 개인들이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각 개인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권리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체계를 짜는 일을 해야 뿐이다.

따라서 근 법도 삶의 방식과 사회적 결합의 다원성에 일정한 규범적 테두리를 정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개인 스스로가 선택·결정한 삶의 프로젝트를 자기책임 

아래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근  법은 개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

록 조종하지도 않으며, 개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한 실질적 조건(재화)을 창출·공급

하지도 않는 형식법(Formalrecht)이다. 이러한 형식법은 법이 수행하여할 임무를 경감시키

고,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적 관계의 많은 부분을 사적인 규율에 맡겨 놓는다.50) 

  때문에 권리의 역인 부르주아 계급의 사적인 역과 민주적 참여의 역인 공적인 

역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적인 경제인들의 활동을 다른 간주관적

인(inter-subjective)활동들과 첨예하게 구분, 체계와 생활세계를 가교시킬 필요성을 인

정하지 않는다.51)

  Coase의 논문에서 이해되는 권리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48)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 Vol 3., 1960, 
159~160쪽.

49)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이상돈, 법철학, 2003, [5] 법체계의 발전과 절차주의화 참조.

50) 이상돈, 법철학, 2003, 163~164쪽.

51)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기본권을 통해본 시장과 민주주의, 
2004, 74쪽.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의 법제화  87

볼 수 있다. Coase정리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래비용 0의 세계에서는 법과 제도의 역할

이 부인된다. 거래비용이 0인 경우 권리의 배분구조와 무관하게 자원은 항상 효율적으

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거래비용이 높더라도 권리의 교환에 따르는 편익(교환의 잉여)이 

더 크다면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하며, 설령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때 비로소 법과 제도

가 거래를 촉진하도록 테두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법과 제도는 개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지도 않으며, 개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한 실질적 조

건(재화)을 창출·공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수행하여할 임무를 경감시키고,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적 관계의 많은 부분을 사적인 자율에 맡겨 놓는데 그 의의가 있다.

라. 법적 권리의 경제학적 범주화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특히 이런 권리들이 침해될 때, 국가의 보호에 의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렇게 보호되는 법적 권리들은 각각 다른 정도의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법적 권리를 바라본다면, 법적 권리는 부분적으로 시장

이 실패하는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다고 할 수 있다.52)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거래비용의 문제를 기준으로 두 가지 상황을 나

누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리적 협력, 완전 정보, 그리고 무거래 비용의 조건들이 전제

된 경우 법적 권리들은 어떤 형태로 또 왜 존재해야 할까? 교환이나 거래가 별다른 장

애 없이 다시 말해 거래비용이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합리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기위해 합리적 선택에 비효율적인 것들에 관해 협상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아래서 법적 권리의 체계는 직접적으로 자원배치의 적정수준 확정하기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적절한 결과로 유인하여 상호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래나 교환이 

실현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확정하는데 그칠 것이다. 최적의 결과

를 보장하는 데 있어 법적 권리의 이런 역할은 코즈 정리(the Coase Theorem)에 의해 

제시되었다.53)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불완전 정보, 비합리적 협력, 그리

고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세계이다. 당사자들이 교환이나 거래를 하기위한 협상에 있어

서 제약이 많게 되면,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거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효율적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권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그렇게 확정된 권리를 합리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높이게 된다. 다시 말해 

52) Jules L. Coleman & Jody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The Yale Law Journal, 
Vol. 95, No. 7, 1986, 1335~1336쪽.

53) Ronald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3,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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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정보나 높은 거래비용에 따른 비효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적 교환에 의존하는 

신 법원은 시장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이나 

생태적인 자원을 이용할 권리는 궁극적으로 자원에 가장 많은 가격을 지불했을 참여자

에 의해 획득된다. 그럴 때 법원은 권리들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당사자들에게 권

리를 확정하고 부여함으로써 제약이 없는 것과 같은 시장상황들을 의제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처럼 확정되고 부여된 권리들은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Calabresi와 

Melamed에 따르면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을 재산권 규칙, 책임 규칙, 양도불가능 

규칙의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법체계로 인해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권리(entitlements)’라는 문제이다. 국가는 

여러 사람이나 여러 집단의 사람들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

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이 없다면, 상품, 서비스, 심지어는 삶 자체도 ‘힘이 곧 정의’ -더 힘

이 세거나 더 약삭빠른 사람들이 이기는-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하는 근원

적인 역할은 립하는 쪽 중 어느 쪽이 이길 권리(자격)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끄

럽게 할 권리와 정숙하길 원하는 권리, 오염시킬 권리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아이를 

가질 권리와 산아제한을 할 권리 -이것들은 법적 판결(legal decision)의 첫 번째 순위

(order)이다. 어떤 선택을 한 후에도 사회는 그 선택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권리

만 부여하는 것은 ‘힘의 논리’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중략)… 국가는 누구에게 권리

를 부여할 것인가도 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첫 번째 순위의 결정과 똑같이 어려운 두 번째 

순위의 결정도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어떠한 형태로 권리부여(entitlement)가 보호되

고 개인들이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리가 거래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쟁에서 국가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하지만 승인

해 줄 보호의 종류도 결정해야 한다.54)

2.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Calabresi와 
Melamed의 권리보호규칙

가. 재산권 규칙

  일반적으로 어떠한 권리는 존속 그 자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만약 B가 자기의 자

동차를 가져갈 계획을 A가 알게 되었다면, A는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을 

얻을 수 있다. 만약 A가 그러한 판결을 얻지 못했거나, 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B가 자

동차를 가져가면, B에게는 이를 처벌하는 적절한 형법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예컨  B가 고의로 차를 

54) Guido Calabresi&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No. 6, 1972, 1090~1092쪽.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의 법제화  89

손괴했기 때문에 A는 금전배상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상의 정도는 물론 법

원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그 피해가 B의 행위에 해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비난 가

능성의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Calabresi와 Melamed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권리

보호는 재산권 규칙(Property Rules)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갖고 있는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가 그 권리에 

해서 동의할 만한 가치로 그에게서 그 권원을 산다는 면에서 권원은 재산권 규칙으로 보

장된다. 그것은 국가 간섭(일단 최초의 권원이 결정되면 국가는 그것의 가치에 해서는 결

정하려고 하지 않는다.)이 최소화되는 권리의 형태이다.55) 그러한 성질로 인해  당사자들 각

자가 그것의 가치에 해서 평가하게 되고 만약 그 권리를 사려는 사람이 충분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재산권 규칙은 권리의 가치에 한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집단적인 결정과 관계된다.

  재산권 규칙은 권리 보유자에게 그가 상호간의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에서 권리를 포

기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가 그에게 부여한 보호수준을 타인이 낮출 수 없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한다. 따라서 재산권 즉, 재산권 규칙에 의해 보호되는 권

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후생이나 부의 극 화라는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보호되는 방

식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Ronald Dworkin은 재산권 규칙 보호의 중요성

을 ‘권리가 효용을 이기다(rights trump utility).’ 라고도 하 다.

나. 책임 규칙

  그러나 재산권 규칙은 권리에 해 더 적은 가치를 부여하는 당사자들에게 권리를 고

정시킬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권리를 거래하거나 교환할 때 따르는 거래비용이 크

다면, 더 가치 있는 권리의 이용을 위한 협상에 따르는 비용이 수익보다 틀 것이기 때

문에 재산권 규칙은 비효율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어떤 개인들이 권리가 최초로 부여

된 사람들보다 그 권리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들이 사후적 협상 없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즉 그러한 당사자는 자신에게로

의 권리이전을 강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권리

는 그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참여자에 의해 획득된다. Calabresi와 Melamed

는 이를 책임 규칙(Liability Rules)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클 때에 효율성

을 고려한다면 책임규칙을 선호하게 되고, 재산권 규칙은 폐기되게 된다. 

55) Jules L. Coleman & Jody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The Yale Law Journal, 
Vol. 95, No.7, 1986, 1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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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권리에 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된 가치만큼의 보상을 하고 산다면 최초의 권리의 

분배 상태는 깨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권리는 책임원칙(liability rules)에 의해 보호된다. 이 

가치는 원래 그 권원의 소유자가 그것을 양도했을 때 보상받은 가치와 같은 가치가 될 것이

다. …(중략)… 책임 원칙은 명백히 국가 간섭의 여지를 상당히 남겨 놓는다. 권리를 보호하

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들의 이전 또는 침해가 당사자들 자신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결정된 가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56)

  법원에 의해 확정된 책임 규칙 아래서의 침해가 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권리가치에 

한 감소와 동일하다면, 최적 결과가 파레토 우월한 즉 상호 이익이 되는 강제 이전

(forced transfer) 통해 보장된다. 침해가 참해를 달한 당사자의 권리가치보다 낮게 확

정되면 비록 그 결과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해도 그 강제이전은 파레토 우월이 아니

다.57) 그러므로 재산권 규칙은 파레토 개선을 통해 최적 이전을 유도하는 반면에 책임 

규칙이 파레토 개선을 수반하는지의 여부는 (피해)보상의 수준과 책임규칙을 처리의 거

래비용에 따라 달라진다.58) 

다. 양도불가능성

  권리가 불양도 규칙을 통해 보호되는 경우 어떤 종류의 권리의 이전은 금지된다. 강

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투표권 같은 것이 양도불가능성

을 통해 보호되는 권리의 예들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양도불가능 규칙에 의한 권리보

호는 여타의 사회적 규범을 위해 효율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어

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기꺼이 교환하기를 원할 수 있고 그러한 결과가 사회적으

로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돈을 위해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권리를 교환

하려는 의사는 완전한 정보나 합리성의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그러한 이전은 완전하게 정보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채워진 시장

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불가 규칙 또한 효율성의 조건 안에서 설명

될(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59)

56) Guido Calabresi&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No. 6, 1972, 1092쪽.

57) 권리가 책임 규칙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만일 권리가 없는 참여자가 가치감소를 통해 사후적으로 보
상받을 수 있다면 그는 권리보유자의 희망에 관계없이 권리의 가치를 낮출 것이다. 감소된 가치, 즉 
손해는 보통 법원에 의해 확정된다. 감소된 가치가 권리보유자가 그의 권리가치의 감소에 관해 받아
들일 수 있는 가치감소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58) Jules L. Coleman&Jody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The Yale Law Journal, Vol. 
95, No. 7, 1986, 1337쪽.

59) Jules L. Coleman&Jody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The Yale Law Journal, Vol. 95, 
No. 7, 1986, 1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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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에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간섭이 필요한 많은 권원들이 있다. 법률은 누가 어

떤 권원을 가지고, 그 권원을 뺐거나 소멸시켰을 때 얼마의 보상을 해야 하는지도 정하지만 

그것을 팔수 있는지 없는지도 통제한다. 예를 들어 권원의 판매가 가능한 전제조건을 제시

한다던지 판매자체를 금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가양 원칙은 소유원리나 책임원리와는 실제

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쓰임은 앞의 두 개념과 같이 효율성과 분배적 목적이

라는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거래에 관여하는 권능에 한 제한이 효율성이라

는 목표를 훼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분석해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 그러한 

제한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거래로 인해서 심각한 외부효과 -제 3자에 

한 비용-를 발생시킬 때 나타날 것이다.60)

3. 권리보호규칙의 기능적 특성들

  Calabresi와 Melamed의 권리 보호의 범주화 방식에 있어서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

칙 그리고 양도불가능성의 개념 틀은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바람직한(효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한 통찰을 보여준다. 즉 권리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보호

되는지에 따라 다른 사회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규칙들을 

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번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기능적 구별의 기능적 특성이 큰 규칙들은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이다.

가. 시간적 선후에 따른 청구의 문제

  먼저 규칙들의 기능적 특성은 형식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을 

구별하는 형식적 차이는 사전(ex ante) 합의와 사후(ex post) 배상의 문제이다. 언급한 

바처럼 재산권 규칙에 따르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게 이전할 수 있다. 즉 다른 당사자 다시 말해 권리의 비보유자는 권리자의 사전 합의

를 통해서만 그 권리를 부여받는다. 반면 책임 규칙에 따르면 권리의 비보유자는 사전 

합의가 없더라도 권리자의 권리를 획득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그에 한 사후적 배상

을 하기만 하면 된다. 이에 해서 Coleman과 Kraus는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 및 

양도불가능 규칙을 다음과 같은 테제를 통해 정식화 한다.61) 필연적으로 모든 법(제도)

적 권리는 특권적 지위를 보증함으로써 특정한 합법적 권리 또는 자유를 지정하기 위한 

개념적 표지이다.

  이때의 특권적 지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권리로서 표시되는 각 

60) Guido Calabresi&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No. 6, 1972, 1111~1112쪽.

61) Jules L. Coleman&Jody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The Yale Law Journal, Vol. 
95, No. 7, 1986, 1342~1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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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권리는 어떤 합법적 청구(claim)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청

구(claim)를 수반한다.62) 이런 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청구권에 따른 규칙-재산권, 책임, 

또는 양도불가능성-의 기능이다.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이 발생시키는 청구권은 합법

적 이전(transfer)의 조건을 구체화한다. 어떤 규칙 또는 규칙들을 적용할지의 선택은 

토 이론63)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도적 권리가 어떤 일반적 목적에 봉사하

기를 원하는가를 알기까지는 권리의 내용이 재산권 규칙 또는 책임 규칙, 또는 그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는 지를 말할 수 없다. 권리의 내용결정을 위한 기반

을 제공하는 것 밖에도 토 이론은 이런 권리들이 만들어내는 클레임을 강제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들을 구체화한다. 

  이를 전제로 재산권, 책임, 그리고 양도불가능 규칙과 연관된 특정한 청구(권)는 다음

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권리의 내용이 재산권 규칙에 의해 부여된다면, 권리를 부여 

받은 당사자는 그가 부여 받은 권리의 정당한 이전에 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사전적 

동의(ex ante agreement)라는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 권리의 정당한 내용이 책임 규

칙에 의해 부여된다면, 권리를 부여 받은 당사자는 그가 부여 받은 권리의 정당한 이전

에 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사후적 배상(ex post compensation)이라는 정당한 청구권

을 가진다. 권리의 내용이 양도불가능 규칙에 의해 부여된다면 권리를 부여 받은 당사

자자는 그가 부여 받은 권리에 해 양도하지 않을 또는 이전하지 않을 정당한 청구권

을 가진다.

  이 경우 B의 권리의 내용이 단지 재산권 규칙에 의해서만 구체화된다면 그 때 그는 

B로부터 A로의 어떤 재화의 이전도 사전적 동의를 통해 성립된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

야 한다는 A에 한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 동의는 정당한 이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이다. B의 권리의 내용이 단지 책임 규칙에 의해서만 구체화된다면 그 때 B는 A가 B

가 부여 받은 것을 취득하는 경우에 A에 해 정당한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A

가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준비가 된다면 B는 A가 그의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 B의 권리의 내용이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 둘 모두

에 의해 주어진다면 그 때 B는 두 가지 청구권을 가진다. 하나는 A와 사전적 동의를 

통해 재화의 이전을 추구할 자유가 있게 되고 다른 하나는 A가 그에게 이전을 강제할 

62) 청구(claim)에 대한 설명으로는 J. Feinberg, Social Philosophy, 1973, 64~67쪽 참조.

63) 권리의 토대(foundation)는 무엇인지 즉, 권리를 만들어 내는 제도들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권리의 토대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대를 통해 법적 권리는 정
당화를 위한 규범적 기초를 갖는다. 가능한 토대적 관점 가운데는 자유에 기반을 둔 관점들(자유주의)
과 후생(공리)에 기반을 둔 관점들(공리주의)이 있다. 이런 관점들에 따라 권리를 만들어 내는 제도들
은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 또는 후생(개인적, 평균적, 또는 종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
된다. 자세한 것은 Jules L. Coleman&Jody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The Yale 
Law Journal, Vol. 95, No. 7, 1986, 1340~13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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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배상 받는 것이다.

나.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재산권 규칙은 권리들에 더 적은 가치를 부여하는 당사자에게 

권리를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 규칙을 통해서 

권리가 최초로 부여된 사람들보다 그 권리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당사자들이 협상 

없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예컨  Boomer v. Atlantic Cement Company(N. Y. 1970)64)에서 피고인 시멘트 

공장은 공장을 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 매연 또는 진동을 통해 금지를 청구

(injunction)한 8명의 원고에게 18만 5천 달러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만약 원고들에게 

시멘트 공장에 의하여 야기되는 먼지, 매연 및 진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공장폐쇄를 요구함으로써 시멘트 공장이 입게 되는 손해가 

공장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훨씬 초과한다면 거래비용이 들

지 않는 환경에서는, 공장이 원고인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쉽게 매수할 수 있다. 8명의 

매도인이 있는 경우, 버티기(hold out)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금지청구가 인

용된다면, 공장은 가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만약에 원고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책임규칙은 불법행위에의 경우에도 실천적일 수 있다. 특히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사건에서는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가 사전에 피해자와 교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해자는 피해자를 모르거나 사고를 예견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만약 재산

권 규칙에 따라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피해자들과 일일이 사전 동의

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책임 규칙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

고 사후적 배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재산권 규칙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

전에 허가를 위한 교섭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잠재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의 사회적 행위들이 불가능 할 것이다.  

다. 재산권 규칙과 책임규칙의 비교

  일반적으로 책임 규칙에 따를 때 사후적 배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권리의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해지며 그에 따른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

나 책임 규칙이 권리를 보호하는데 언제나 적절하지는 않다. 많은 경우 재산권 규칙이 

64) 이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설명으로는  Jeffrey L. Harrison, Law and Economics, 2003,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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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절한 법적 보호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책임 규칙에 따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박탈하는 것

이 허용한다. 비록 사후에 그에 한 배상 혹은 보상을 하고 또한 그 배상 혹은 보상이 

시장가격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동의에 한 정당한 권리-Coleman과  Kraus의 

표현을 빌면 청구권(claim)-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둘째, 책임 규칙은 어떤 특정한 권리나 재화에 해 특히 주관적 가치가 클 경우에 

문제된다. 누군가가 주관적 가치가 큰 권리나 재화를 침해한 후 그에 해서 단지 객관

적인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배상을 하는 경우, 그러한 배상은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배상

이 아닐 뿐더러 거래 그 자체가 어떠한 형태의 효율성도 가져오지 못한다. 만약 피해자

가 자신이 입은 손해와 동등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교환은 

파레토 우월적이지도 않고 부의 극 화(칼도-힉스 효율성)된 경우도 아닌 것이다.65)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Kaplow와 Shavell의 따르면 점유권 분쟁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66) 이들 저자에 따르면 거래비용과 상관없이 점유권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재산권 규칙이 책임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점유권에 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규칙은 상호침탈(reciprocal taking)과 순차침탈(sequential taking)의 두 가지 문

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예컨  A의 재화에 한 점유가 책임 규칙아래서 보호다고 있고 

그 침해에 한 배상이 매우 낮다면, B는 A의 점유를 침해해서 자기의 것으로 하고는 

그에 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다. A 또한 B로부터 자기의 점유를 회복하고 손해만 배

상하는 식으로 상호침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 당사자들까지 가

세하여 A의 점유를 침탈하면서 배상만 하는 식의 순차적인 침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에 한 해결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재산권 규칙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라. 형사 불법과 민사 불법의 한계 지움

  Calabresi와 Melamed의 권리보호의 규칙들은 특정 행위에 한 형법적인 제재가 (경제학

적으로) 정당화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Calabresi-Melamed의 관

점에서 형법은 어떤 개인이 재산권 규칙을 책임 규칙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67) 만약 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강제적인 권리의 

65) Jeffrey L. Harrison, Law and Economics, 2003, 제4장.

66) Louis Kaplow&Steven Shavell, Property Rules versus Liability Rules: An Economic Analysis, 
Harvard Law Review, Vol.109, No.4, 1996, 765~767쪽; 정진명,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사적 법익보호 
모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40호, 2007, 179~180쪽에서 재인용.

67) Posner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Richard  Posner, The Economics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201쪽 이하; 한편 Klevorick에 따르면 Klevorick은 재산 규칙의 책임 규칙으로의 전환으
로부터 개인들을 억제하는 것에 더불어 형법은 불가양도 그리고 책임 규칙을 재산규칙으로의 전환으
로부터 억제한다고 논증한다. 요컨대 Klevorick의 관점은 형법이 거래 구조 전체에 대한 순응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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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이 쉽게 발생할 것이다. 

물건 주인에 한 가치보다 절도범에게 그 물건의 가치가 더 크다면 그러한 법률로 경제적 

효율성이 작동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의심의 여

지없이 도덕적 기준들로 이야기가 옮아간다. …(중략)… 그 질문에 한 간단한 답은 모

든 절도행위가 적발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적어도 

그러한 가상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절도범이 항상 잡힌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절도범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객관적인 손해보다 더 크게 부과되기를 원한다는 문제에 한 

완전한 답은 될 수 없다. 이에 한 더 자세한 설명은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사이의 차이

를 고려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절도범에 한 형벌을 객관적으로 결정된 재산의 가치

만큼만 부과한다면 모든 재산권 규칙은 책임 규칙으로 바뀔 것이다. 하지만 왜 모든 재산권 

규칙이 책임 규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물론 답은 명백하

다. 책임 규칙은 그 물건의 원래 소유자가 평가하는 략적인 가치만 나타내고 이러한 략

적인 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는 그것이 원래 소유자보다 절도범에게 더 가치 있

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68) 

  이처럼 책임 규칙은 여전히 피해자의 탈취된 물품에 관한 가치를 과소평가해서 비효

율적인 권리이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권리이전에 한 협상이 가능했다면 이는 

거래비용이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책임 규칙으로 신 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산

권 규칙을 적용하여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69) 

  가치가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의 권리 침탈의 경우,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원래의 권리자의 권리나 재화에 한 가치를 공평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규칙으로의 전환은 더욱 억제해야 한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일관한다

고 하더라도 ‘강간피해자에 한 강간범의 비용과 그로인해 강간범이 얻는 효용을 객관

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강간은 금지된다.70) 

  그렇다면 절도와 강간에 해서는 형법이라는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사고나 불

법행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제재가 이루어질까? 이러한 차이는 거래비용의 

구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절취나 강간과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인은 피해자와 협상을 통한 거래가 용이한 즉, 거래비용이 낮은 반면 교통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협상을 통한 거래가 어렵다. 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역시 개별 당사자들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ules L. Coleman&Jody Kraus, Rethinking the theory of 
legal rights, The Yale Law Journal, Vol. 95, No. 7, 1986, 1365쪽 참조.

68) Guido Calabresi&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No. 6, 1972, 1125쪽.

69) Jeffrey L. Harrison, Law and Economics, 2003, 제4장.

70) Guido Calabresi&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No. 6, 1972, 1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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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협상에 나서지 않거나, 일부 당사자의 무임승차, 버티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운전자가 자신의 미래의 희생자에게 줄 피해의 가치를 협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거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지만 절도나 강간의 경우는 자신이 하려

는 행동과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 없이 협상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운전하기로 혹은 과속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의 정보만 존재

하고 그 상태에서 잠재적인 희생자에 한 협상 수준은 부적절하다. …(중략)… 오염자는 

그가 하는 행동을 알고 있고 그로인해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무임승차나 버티기 문제들은 오염자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협상

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어느 쪽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적어도 권리를 거래함으로써 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이 평가할 수 있는 책임 규칙은- 그것이 권리를 고의적이고 강제적으로 빼앗

는 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거래비용이 오염자와 피해자간의 협상을 

막지 않는 경우나 어느 쪽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한 경우, 고

의적인 침해를 허용할 아무런 효율성 근거는 없고, 금지명령이나 형벌을 사용하는 재산권 규

칙이 적절하다는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71)

마. 환경재에 대한 의의

  자연이나 환경을 인간에게 의미 있는 가치로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가치에 한 분쟁

을 늘 발생한다. 특히 기존에는 별 다른 의미를 갖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그 가치를 인

정받으면서, 다툼의 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문제

는 이러한 환경재에 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가 법제도

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Calabresi와 Melamed의 권리보호의 규칙에 한 

이론적 논의들은 환경재에 한 분쟁에 있어서도 실천적인 함의를 갖는다.

  어떤 자연이나 생태학적 가치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재산규칙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보호하게 되면 자연과 생태의 존속을 보호하는데 효과적

이다. 소유권을 갖는 개인들이 사적 재산으로 인식하면서 존속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자

발적으로 그 가치를 지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귀속이 불분명하고, 침해

가 사회적 후생을 위해서 부득이 하다면 침해를 인정하면서 그에 한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보호정도는 재산규칙에 비해 미약하더라도, 책임규칙을 통

해 권리자는 환경재를 보호할 인센티브는 갖기 때문이다. 또한 그 환경재가 공동체에 

보다 의미 있는 가치로서 활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71) Guido Calabresi&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 85, No. 6, 1972, 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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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제도의 인센티브는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는데 보다 적절하며,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의 배분과 

설정을 통한 방식은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한 문제해결 주체의 형성 및 역량 강화와 참

여경로의 다양화로 의사결정체계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민주주의의 ‘심화’ 노력을 

통해 생태합리성에 기반을 두어 양적 경제성장으로 환원되었던 근 적 발전 이념으로부

터 발전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함으로써 개인 선호와 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와 문화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생태적 합리성을 

창출해 내는 담화적 맥락(discursive context)을 적극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

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72)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을 일조와 조망의 사례를 통

해 적용해봄으로써, 논의의 실천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Ⅳ.  응용-조망 이익의 권리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최근 쾌적한 주거에 한 관심의 높아지고 조 하고 복잡한 고층중심의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일조와 조망의 확보와 그 침해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조와 조망의 이익에 한 권리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종의 환경 분쟁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익집단의 갈등, 개인의 인격침해와 생활방해, 그리고 환경권과 관련한 

재산권 등으로 인한 분쟁들로써 전국이 환경 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73)

  특히 최근에는 환경과 삶의 질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의 과 화와 함께 고층

의 주거형태가 늘면서, 조망에 한 침해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조망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이를 ‘조망권’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법적 보호를 주장하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어떠한 의사나 이익을 법적 권리라고 부를 때에는 그 의사나 이익이 법적

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음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법적 구

제수단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망권은 일조권의 경우와

는 달리 이를 권리로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 조망보호를 위한 

권리라는 의미로 조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독

72) 정규호, 녹색국가에 대한 이론적 탐색, 녹색국가의 탐색, 2006, 아르케, 36~37쪽.

73) 헌법상의 권리인 환경권(헌법 제35조)은 그 내용과 범위 및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방침규정으
로서 해석되어,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다. 조은래, 
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 2004,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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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권리라고 아직 승인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승인되었다고 보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74) 다만 최근의 법원은 일정한 요건아래 조망 이익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학자들의 상당수는 조망 이익의 권리성을 긍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어떠한 법

률적 근거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즉 조망권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논의가 분분하다. 

예컨  조망권 방해를 이유로 한 방해제거예방청구 등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그로 인하

여 침해되는 이익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권리에 기하여 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구성이 아직까지 

정립된 바 없다.75) 

  그러하다면 조망권 개념을 인정의 실익은 무엇일까?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성립요

건으로서 ‘권리의 침해’를 요구하지 않고 위법성만 갖추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조망이익을 권리로 정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사후적인 구제, 즉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조망이익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인정근거

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 법

원은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 수인한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설

은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사후적인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하고 있고 사전적인 유지청구

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적 권리보호로서 유지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권

리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한다.76) 권리의 불가침성에서 유지청구의 논거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77)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조망이라는 이익이 

법적 권리로서 승인할 만한 것인지를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망에 한 개략적 설명과 학설과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면서 앞에서 논의했던 법

경제학의 이론들 특히 Calabresi와 Melamed의 권리보호의 규칙들을 응용하여 조망 이

익의 권리성을 검토할 것이다. 

74) 송오식, 조망방해와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통권 제37호, 2007, 193~194쪽.

75) 김종률,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조망권의 법적 구성론-,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제
26호, 2002, 28쪽.

76) 송오식, 조망방해와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통권 제37호, 2007, 196~197쪽. 이에 따르면 '유지청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그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침해제거 및 예방청구권(actio negatoria)에 관한 문제는 이른바 
예방적 권리보호의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예방적 권리보호란 일반적으로 권리영역의 위협적인 침해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이해하는데, 아직은 법적 보호형태에서 비중이 큰 분야라고 볼 수 없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을 인정하는 권리에는 물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민법 제621조)
이 있고,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77) 판례도 인격권에 기해서 유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판결. 그러나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은 환경권에 기해서 방해배제청구권을 직접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99. 7. 22. 선고 96다5615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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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망의 의의

  

  일반적으로 조망은 일조와 같이 다루어지거나 일조에 부수하여 판단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특히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시에 침해되기 마련인 일조, 조망 프라이버

시는 중요도에 있어서 1순위는 일조, 2순위는 조망, 3순위는 프라이버시라고 한다.78) 따

라서 조망에 한 이해는 일조에 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구체화될 수 있다. 

가. 일조의 경우

  햇빛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건으로서 이러한 햇빛의 

가치는 최근 들어와서 건물의 고층화· 집화로 인하여 매우 강조되고 있고, 이를 일조권

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된다. 이에 따라 일조권이라 함은 북측 건물의 거주자

가 인접한 남측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측 토지의 사용권자

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측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79) 일조권의 침해 기준에 하

여 판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 경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침해여부

를 판단한다.80)

나. 조망의 경우

  좋은 경치와 전망은 개인의 소유는 아니지만, 여관 및 호텔 등의 숙박업소들이 아름

다운 자연의 경치를 상품화하는 것처럼, 토지나 건물에서는 좋은 경치가 전망에 한 

장소적 독점과 연관되어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본질적으로 일

78) 대전지방법원은 ‘일응 환경권을 보장하기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라 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형태와 일본의 규정 및 실무와의 대비를 고려하는 한편, 건축법의 관련 법령 등이 
주로 일조 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소의 우선순위를 조사
한 결과 그 중요도에 있어 1순위는 일조, 2순위는 조망, 3순위는 프라이버시인 점을 참작하면 수인한
도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일조의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후 부차적으로 조망과 프라
이버시의 침해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
터 15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조망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를 
불문하고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다만 위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조망권의 침해가 가
장 심한 상태인 조망침해율(기준 동·호의 천공 가시율 등급-해당 세대의 천공 가시율 등급/5)이 0.4
인 경우이거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급이 1인 경우(가해 세대
로부터 피해세대 거주자의 표정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범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 대전지법 1998.1.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79) 전경운, 일조권과 전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법행정, 제39권 제11호, 1998, 26~27쪽.

80) 김현, 일조권과 조망권-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손해배상-, 자연과 문명의 조화 
(구 토목-대한토목학회지), 제53권 제10호 2005,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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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이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조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보편적 중요

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특히 조망은 그 가치가 인간의 정신 활동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주관적인 것이다.81)

3. 조망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가. 대법원 판례의 입장

  우리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조망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듯한 판결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망권이 어떠한 근거 하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82) 법원 판결에서 조망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이른바 부산 학교 사건)과 봉은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및 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에서 조망은 

일조나 사찰의 평온등과 같은 다른 이익과 함께 열거되는 정도 다고 할 수 있다. 한강

의 조망이익이 문제된 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108 판결에서는 독자적으로 

조망의 이익이 다루어졌으나 한강 조망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으로 보지 않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면서도 그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

단을 그 로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에서 조망의 이익이 법적인 보호

의 상이 되는 요건,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기 시작했다. 이 사

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 후, 조망이

익의 침해가 불법행위로 평가받기 위한 요소를 피침해 이익의 면과 가해행위의 위법성

의 면으로 나누어, 피침해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으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과 가해행위가 위법하게 평가받기 위한 요건을 판시하고 있다.83) 예외적으로 법

원 2004. 9. 13. 선고 2004다 24212 판결(공보불게재)에서는 일조 침해와 조망침해를 모

두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종전과는 달리 조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조망권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 보호의 상이 된다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하의 판결들 법원 2004. 9. 24. 선고 2003다54070 판결, 법원 2004. 10. 15. 

81) 조은래, 조망권의 민사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26권 제1호, 2004, 255쪽.

82) 전경운, 조망권의 성립여부, 비교사법, 제12권 2호, 2005, 16쪽.

83) 김경호, 조망이익의 침해와 수인한도론, 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제19집, 2008, 355쪽. 그러나 이 
판결에서 원고들의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당초부터 원고들 주택
의 전망이 양호하지 않았으며, 피고들 아파트를 달리 배치한다 하더라도 원고들로 하여금 현재보다 
나은 조망을 확보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
하여 원고들의 조망이익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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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2다3402 판결 등에서는 모두 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을 참

조판결로 법리를 전개하면서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판례의 입장에 대한 고찰

  조망의 침해가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조망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예가 

드물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망에 관한 이익을 하나의 권리로서 표현하기를 자제

하고 있다는 점이다.84) 그러면서 참조판결인 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

결을 통해 일관되게 조망의 이익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때의 조망이익을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으로서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

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보호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조망의 이익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이익, 즉 법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

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

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상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다. 수인한도의 문제

  한편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러한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법원에 따르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

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

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

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접하게 결부되어 

84) 김경호, 조망이익의 침해와 수인한도론, 판례연구(부산판례연구회) 제19집, 2008, 360쪽 다만,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 24212 판결과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다54070 판결에서는 조망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원심판결의 판시를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한
다. 같은 논문 각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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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

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고 한다.

4. 학설의 입장

가. 법적 보호의 인정여부 및 근거

  우리나라에서 개의 학자들은 조망 이익을 법적권리로서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그 

근거로서는 환경권설, 인격권설, 불법 행위설, 물권적 청구권설, 상린관계 유추 적용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조망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고, 이에 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 일정

한 경우 그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해서는 체로 같은 의견으로 보인다. 

나. 조망권 침해의 요건과 법적 효과

  조망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지금까지 주장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조망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85) 첫째, 지역적 특수성으로 조망하는 장소

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위치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조망되는 곳의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풍물적 요소를 갖춘 곳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관이라고 부를만한 가치가 없는 곳에 한 조망의 이익은 조망권을 구성하지 않

는다. 둘째, 시설의 소유로서 조망하는 곳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한 자에 해서만 조망권이 인정된다. 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는 잠재

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망권이 인정될 필요성이 없다. 셋째, 시간

적 선후의 문제로서 인접한 토지 사이에서 먼저 조망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에게만 우선

적으로 조망권이 인정된다. 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

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망권이 인정될 필요성이 없다. 셋째로 시간적 선후의 문

제로서, 인접한 토지사이에서 먼저 조망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조망

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먼저 신축된 건물 등이 뒤에서 건축된 건축물 등에 하여 

85) 권성·조해형·장성원·박순성·김상현,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1995. 446-448면; 김종률, 환경침해
에 대한 사법적 구제-조망권의 법적 구성론-,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6호, 2002, 
112-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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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의 이익을 침해하여도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86) 넷째로 조망의 차

단으로서, 건물 등의 신축으로 기존에 누리는 조망이 차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망권 침해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조망을 차단당한 시설의 보유자 등은 

사법적 구제로서는 사후적으로는(ex post)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과 사전적으로는(ex 

ante) 일정한 높이 이상의 공사 중지 청구, 즉 방해예방청구나 방해제거청구를 생각할 

수 있다.

5. 조망의 (법적) 권리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가. 조망 침해의 외부성 여부

  기존의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새로운 건물 

등의 신축으로 기존의 소유자등이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이 방해받는 경우에 이를 외부

효과(externality)로 평가할 수 있을까? 만약 경관이나 조망의 방해가 제거되어야 할 외

부성이라면 이를 내부화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역할임은 분명하다. 외부성은 극복해야 

할 상이므로 법은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거나,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 조망 

침해의 경우, 당사자가 애초부터 의도하지 않은 효과라는 점에서 외부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조망의 이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와 조망을 침해하는 당사자 사이

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 이익을 다투는 경우 이에 

한 실정법의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87), 법원은 기존의 다른 실정법을 유추 해석하여 

법해석의 근거로 삼거나, 정책적 고려나 기타 원리들을 통해 권리를 확정하는 사회 공

학적 기획을 할 수밖에 없다. 

86) 권성·조해형·장성원·박순성·김상현,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1995. 447면.

87) 소유권에 대한 소극적 침해로서 종종 조망방해의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소유권에 대한 일조방해의 경
우에는 일조방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나 방해예방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바
로 대표적인 공법적 상린관계법으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용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법인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인접한 부동산의 일정한 일조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
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인접한 부동산에 일조방해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소극적인 침해
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조방해와 대조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조망방해를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현행법상에는 없다고 한다. 전경운, 조망권의 성립여부, 비교사법, 제12권 2호, 2005, 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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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망 이익의 경제학적 한계상황들

  효과적인 유인(inventive)체계를 통해 사회적 후생과 효율성에 한 사회 공학적 기

획을 고려하는 법경제학이 직면하는 한계상황은 특히 자원의 희소성과 거래비용의 존재

여부일 것이다. 본래 조망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조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조망은 한정된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

문에 희소성을 갖게 되며, 이 경우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학의 근본적

인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희소한 조망이라는 이익을 어느 당사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결정의 문제는, 결

국 조망 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를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권리주장자에 한 법적 보호가 강할수록 다른 상 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고, 반 로 법적 보호가 얕을수록 다른 상 방에게 권리

를 배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기서 Calabresi와 Melamed

의 권리 보호의 규칙들이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산권 규칙의 적용 가능성 검토

  만약 조망권이 재산권 규칙에 의해서 보호 받는다면 조망권의 보유자인 기존의 건물

이나 토지의 소유자 등은 새로운 건물 등이 신축되는 경우, 스스로의 판단아래 조망권

을 팔거나 건물의 신축에 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건물 신축자가 조

망의 권리를 사야하는 경우라면 이에 한 비용은 건축비에 반 이 되어 부동산의 가격

이 급격히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건축 중인 건물의 철거는 개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산권 규칙아래서 조망권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첫째, 조망의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일조권의 경

우 실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이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화가 가능하다.88) 그러나 조망권은 법적인 기준이 전혀 없어서 일조권과 달리 객관

적 수치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89) 조망의 이익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객관적인 판

88) 일조권의 침해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 경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한다. 즉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①9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
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②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89) 더러 피해나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정하려는 연구가 있으나 지엽적이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모델을 
전제로 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정은정·김재수, 시야중심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조망권의 피
해산정에 관한 연구, 공업기술개발연구지, 원광대학교 공업기술개발연구소, 제26호, 2006, 안승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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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경

우 거래비용은 높아진다. 둘째, 조망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복합적인 주거의 형태인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매우 많기 때

문에 건물 신축자가 일일이 개개의 당사자들과 협상을 하기 어렵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무임승차와 버티기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매우 높아진

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권 규칙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망권을 인정하여 방해제거청구나 방해예방청구 등을 인정하게 되면, 건축법상의 건

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규정 및 도시계획법 등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이

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등을 신축할 때 어떠한 기준 하에 어떻게 토지를 이용해

야하는지 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90)

라. 책임 규칙의 가능성 검토

  한편 조망권이 책임 규칙에 의해서 보호 받는다면, 건물을 신축하는 당사자는 상 방

의 조망권을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즉 사전에 조망권자와 협상이나 거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신축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법원이 산정한 조망 침해에 따른 손해는 보상(혹은 배상)해야 할 것이다.91) 건물 

상호, 조망권의 측정 및 조망침해로 인한 경제적 가치 변동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 계 제24권 제1호, 2004. 후자의 연구에서는 일조, 조망 등의 침해에 의한 경제적 가치  
감소액은 대상 단지 혹은 인근지역 유사 아파트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부터 일조 등의 침해가 없을 
경우 형성될 정상적인 각 호텔 가격을 거래사례비교법(시장성과 대체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사 부동산
의 거래가격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한 뒤, 현재 침해 상태와 비교 가
능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분석하여 역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침해상태의 각 호별 가격을 산정
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실제 일조, 조망 등의 침해분쟁은 토지의 고도 이용이 활
발해진 최근의 문제로 사례가 많지 않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용인이 작용하고 있
어 비교 가능한 사례를 구하는 현실적으로 것이 어려우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희소성 등 특별한 
개별조건을 가진 소수 물건 외에는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이라고 한
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이 일반 부동산에 비하여 가격형성요인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물건은 가격형성
요인의 총 가격에 대한 영향을 회귀분석에 의한 가격결정모델을 구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이를 통
하여 일조, 조망 등의 침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 감소액을 산정할 수 있다. 조망침해로 인한 가치 하
락분=조망권 가치x침해율. 특히 537~538쪽 참조.

90)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경운, 조망권의 성립여부, 비교사법, 제12권 2호, 2005, 30쪽.

91) 조망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손해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은 조망방해로 인한 토지
나 가옥의 가액저하, 영업수익의 저하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거주환경의 악화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조망방해로 인한 토지나 가옥의 가액저하는 조망방해의 발생 후에 구입
가격보다 조망방해로 인한 토지나 가옥의 가액저하는 조망방해의 발생 후에 구입가격보다 조망방해로 
인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저하하였는가를 입증하는데 곤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인정할 것인가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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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자에 의한 조망의 침해(방해)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조망의 이익이 

우연의 산물이거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가 부분이다. 다시 말해 조망이익은 건

물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향수할 수 있는 이익이라기보다는 조망의 

상과의 사이에 차폐물로서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향수할 수 있는 일종의 반사적 이익인 경우가 많다.92)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무릅쓰고 

법이 우연하게 형성된 반사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공평하지 못할뿐더

러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 법원이 조망 이익의 권리성에 해서 소극적인 것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

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법적 보호의 요건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여 

결국 법관의 자의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법 

실무상 그런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 또 그러한 요건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또

다시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

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비교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망방해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해 있다면 손해배상액
의 산정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업수익의 저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료수입의 저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조망방해 후에 임대료가 낮아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해로 보면 될 
것이나 조망방해로 임대료의 증액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조망방해로 
인한 거주환경의 악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이익 등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자
료로서 배상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운, 조망권의 성립여부, 비교사법, 제12권 2호, 2005, 8~9쪽.

92) 송오식, 조망방해와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통권 제37호, 2007,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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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되면서, 급기야 2000년대에 이르러 새 집 증후군

이 화두가 되었고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

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내계획요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비자들의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한 연

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친환경아파트의 실내계획요소를 분석하고 향후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

켜줄 수 있는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의 계획 및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아파트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인

식과 요구도, 그리고 인식과 요구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요

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건축

설계 시 정직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가격을 낮추고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해야만 계층에 상관없이 친환경적인 실내 환경을 모두 누

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산층 이상뿐만 아니라 

서민층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장려상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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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환경오염은 자연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한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도시 지

역은 환경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공해로 인한 질병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안식을 취하기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담으로 많은 사

람들이 건강까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강한 삶을 위하고

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사회에 well-being 열풍을 일으키게 하 고, 마침내 

인간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도 건강한 주생활을 목적으로 한 친환경주거가 도입되기 시

작하 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는 1970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도 향상되었다. 최소한

의 삶의 유지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오직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왔던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수준을 달성하게 되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오찬옥, 

2004). 

  주생활의 측면에서 우리 선조들은 건축은 물론 주생활 자체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었으나,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외래건축의 유입으로 인해 근 주거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기 시작하 고, 2000년  이후 새 집 증후군이 화두가 되면서 최근 

건축부문에서도 환경오염에 한 인식으로 친환경 건축에 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백경현, 2006).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도 적지 않아 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

들 사이에서 건강한 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환경주거에 한 향후 관심은 

더욱 증가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회문화 및 학문

분야 전반에 걸쳐 친환경에 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건축 분

야에서도 이에 큰 향을 받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도 친환경적으로 차별화된 주거의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최유리, 2007), 그 표

적인 사례가 친환경 인증아파트이다. 

  친환경인증아파트가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자하

는 소비자들로부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 를 가지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구매

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만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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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적 욕구는 주거의 역에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내계획요소를 중점으로 구체적인 소비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30～50  남녀를 아파트에 한 실구매자로 보고, 그들

을 상으로 친환경인증아파트의 실내계획요소에 한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

다. 또한, 향후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

의 계획 및 발전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를,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해 보다 관심이 있고 구매 

할 가능성 있는 소비자로 보았다. 그 소비자를 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바

탕으로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고 그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관련 변인에 따라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은 어떠한가?

        1-1>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에 따라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

는가?

        1-2> 주거특성 변인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관련 변인에 따라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2-1>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에 따라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2> 주거특성 변인에 따라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관련 변인에 따라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인식과 요구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용어 정의

  

가. 친환경인증아파트 

  친환경인증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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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본 연

구에서는 앞의 정의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아파트를 말한다.  

  

나.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

  친환경인증제도 심사기준은 9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이 9가지 범주 중 하나인 실내 

환경은 세부적으로 공기환경, 온열환경, 소음환경, 빛 환경, 노약자지원시설환경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는 친환경인증제도 중 실내 

환경 부문의 5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재정립시킨 실내계획요소를 의미한다. 

 

다. 소비자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

용하는 자 또는 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1)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실제 주택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30～50  남녀로 국한하며, 친환경 아파트에 한 구

매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거주자로 지칭한다.

라. 요구도

  본 연구에서 요구도는 친환경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친환경인증아파트 실

내계획요소에 한 소비자의 요구정도를 의미한다. 

Ⅱ.  이론  배경

1. 친환경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기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운 ·관리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실

내부문 인증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보호법 제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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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범   주 평 가 항 목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실

내

환

경

 1 공기환경 1.1 각종 유해물질 저 함유 
자재의 사용

각종 유해물질 저 함유 자재에 대해 평가 평가
항목

6

1.2 환기 설계의 정도 환기구 또는 장치 설치 유무 및 환기설계
의 정도 평가

평가
항목

3

 2 온열환경 2.1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 자동 온도조절장
치 적용 비율

평가
항목

2

 3 소음환경 3.1 층간 경계바닥의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요소의 하나인  바
닥 구조체를 통하여 아래층 세대로 전달되
는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평가

- 바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189호, 2005.6.28)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른다.

평가
항목

4

3.2 세대 간 경계 벽 
차음성능 수준

1) 경계 벽의 구성 재료가 콘크리트 옹벽인 
경우: 벽체의 두께로부터 평가

2) 경계 벽의 구성 재료가 콘크리트 이외인 
경우: KS F 2808 또는 KS F 2809에 의
한 측정결과를 KS F 2862에 의해 산출
한 ‘단일수치평가량+스펙트럼조정항’을 
이용하여 평가

평가
항목

3

3.3 단지 내 소음환경 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소음분야) 상의 소
음도 평가결과 또는 별도의 소음도 (예측) 
평가서 제출물을 토대로 환경기준(환경정
책기본법시행령 제2조)과 비교하여 평가

가산
항목

3

4 빛 환경 4.1 세대 내 일조 확보율 심사대상 건물(단지)의 전체 세대수에 대
한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 6
시간동안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를 받는 
세대율(%)을 평가

가산
항목

4

5 노약자지원
시설환경

5.1 노약자, 장애자 
지원시설의 적절성

노약자/장애자 배려한 설계 수준에 따라 
평가

가산
항목

2

평가항목 점수합계 18

가산항목 점수합계 9

평가 및 가상항목 합계 27

<표 1>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 기준(공동주택 실내 환경 부문)

  

* 출처 : http://huri.jugong.co.kr/eco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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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9가지 부문으로 분류가 되어 각각의 역별로 평가가 이루

어지고 점수에 따라 인증의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의 등급은 우수와 최우수로 구분하되 

등급별 점수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 2008). 9가지 부문 중 실내 

환경 부문에서 평가 및 가상항목 합계 점수는 27점이며 평가가 이루어지고 등급이 결정

된다. 평가 및 가상 항목 합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 84점 이하일 경우에 우

수 등급, 85점 이상일 때 최우수 등급으로 결정된다. 참고로 64점 이하에서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표 2>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65점 이상 84점 이하

* 출처 : http://huri.jugong.co.kr/ecohouse

  본 연구에서는 실내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중 실내 환경 부문

만을 바탕으로 친환경 실내계획요소를 추출하여 소비자들을 상으로 각 세부적인 실내

계획요소에 한 인식과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현 인의 주생활은 하루 90%이상이 실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백인혁, 

2003). 이러한 현실에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인체에 많은 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쾌적한 실내 환경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 실내 환경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각각의 범주에 따른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환경

  공기환경의 경우 크게 마감재에 관한 연구와 환기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

저 마감재에 관한 연구를 보면 ‘국내 건축자재의 친환경 인증제도 분석과 적용사례에 관

한 연구’(김도경, 2005)에서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와 친환경 건축재 사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분류하고, 현장의 상황을 예로 들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항목을 강화시켜야 함을 역설하 다. 또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에 한 조사연구’ 라는 제목의 국내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에 하여 살

펴보고, 이에 관한 건축 관계자들의 인식 및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적용 현황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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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손규일, 2007).

  환기에 관한 연구의 경우 ‘공동주택의 국소환기장치에 따른 실내공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이민아, 2000)에서 주택 내 주방에서 발생한 실내공기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오염공기를 차단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나. 온열환경, 소음환경, 빛환경, 노약자지원시설환경

  소음환경의 경우, 소음진동의 정도와 바닥충격음 실태를 분석하고(강 준 외, 2006),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시공에 따른 차단성능평가’(이만섭, 2007)에서는 공동주택을 

상으로 층간소음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목표로 층간소음의 차단성능을 평가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외부 소음 예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광태 외, 1997). 빛 

환경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에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한 연구’(최찬

환 외, 2000)를 통해 현행 일조규정의 분석 및 외국의 일조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일조

규정의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노약자지원시설환경 요소에 경우 ‘주거

의 기능 측면에서 공동주택 평가 도구 개발’(박종혜, 2007)에서 공동주택 평가 체크리스

트를 작성하는 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항목을 추출하여 중요성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노약자지원시설에 한 평가항목의 필요성이 100%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기환경, 소음환경, 빛 환경, 노약자지원시설환경 요소에 관한 연구에 

반해 실내 온열환경에 한 연구는 미흡하여 최근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친환경인증제도 실내계획요소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공기환경에서 마감

재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그에 반해 환기

나 온열환경, 소음환경, 빛 환경, 노약자지원시설환경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새 집 증후군’과 같은 신드롬이 실내공기환경과 유해물질 저 함

유(低含有;Low-Volatile Organic Compounds) 마감재 등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친환경인증제도의 실내계획요소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중 실내 환경 부문에서 평가항목과 세부평가기

준, 그리고 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실내계획요소를 정리하 다. 먼저 친환경 건축물 인

증제도의 실내 환경 부문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다섯 가지 범주는 공기환경, 온열환경, 소음환경, 빛 환경, 노약자지원시설환경 부분

이다. 각 평가범주마다 평가기준과 평가목적, 평가방법, 배점, 근거 등을 살펴보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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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내계획요소를 요약·정리하 다. 

가. 공기환경

<표 3> 공기환경

평가항목 내  용

평가기준 각종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마감재의 사용

평가목적
실내에 적용된 자재로부터 실내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거주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마감재의 사용 유도 목적

평가방법
-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사용여부

-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사용여부
-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사용여부

배    점 6점 

평가기준 환기설계의 정도

평가목적 재실자(在室子)에게 제어가능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 제공 목적

평가방법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설치여부

-개폐가능한 창 면적 비율 설계정도

배    점 3점

 
  공기환경 부분에서는 자재와 환기설계정도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자재부분에

서는 실내에 적용된 자재로부터 실내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거주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마감재 

사용여부에 해 평가한다. 그리고 환기설계의 정도에서는 환기구 또는 장치 설치 유무 

환기설계의 정도를 평가하고 거주자에게 제어가능하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기환경 부분에서 추출할 수 있는 실내계획요소는 실내에 적용된 각종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마감재사용과 환기구 또는 장치 설치 여부이다. 좀 더 구체적

으로는 최종 마감재와 접착제, 기타 내장재 부분에 한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마감

재 사용여부와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의 설치여부가 있다.

나. 온열환경

<표 4> 온열환경 

평가항목 내  용

평가기준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평가목적
각 실별 자동 온도조절장치 채택 여부를 평가하여 쾌적한 

실내온열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목적

평가방법
- 난방구역마다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설치여부

- 특정실에 통합자동온도조절 장치 설치여부

배    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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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환경에서는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쾌적한 

실내온열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부분에서 실내계획

요소는 각 실별 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여부와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고 특정실에 통합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여부가 있다.

 

다. 소음환경

<표 5> 소음환경

평가항목 내  용

평가기준 층간 경계바닥의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평가목적
바닥 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평가방법

-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바닥 설치여부
바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평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5-189호 2005.6.28)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배    점 4점(경량충격음:2점 중량충격음:2점)

평가기준 세대 간 경계 벽 차음성능 수준

평가목적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세대 간 

경계 벽에 대한 소음차단능력(공기 전달음에 대한 차단성능) 평가

평가방법

- 세대 간 경계 벽에 소음차단성능 벽체 설치여부
1) 경계 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옹벽인 경우: 벽체의 두께로부터 평가
2) 경계 벽의 구성재료가 콘크리트 이외인 경우: KS F 2808 또는 KS F  

2809에 의한 측정결과를 KS F 2862에 의해 산출한 
‘단일수치평가량+스펙트럼조정항’을 이용하여 평가

배    점 3점

평가기준 단지 내 소음환경

평가목적
교통소음 등 각종 건물(단지)외부 소음원에 의한 음환경 및 단지 내로 

유입되는 소음의 차단을 위한 적정 방음대책 수립정도 평가

평가방법

- 단지 내로 유입되는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 벽 설치
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소음분야) 상의 소음도 평가결과 또는 별도의 
소음도(예측)평가서 제출물을 토대로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과 비교하여 평가

배    점 3점(가산항목)

 

  소음 환경에서는 층간 경계바닥의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과 세  간 경계 벽 차음성능 

수준과 단지 내 음 환경에 한 부분이 평가기준이다. 소음 환경에서의 실내계획요소는 

층간 경계바닥의 충격흡수 가능한 바닥구조, 세  간 경계 벽의 소음차단 가능한 벽체

적용, 외부 소음원에 의한 단지 내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시설·건물배치 등의 계획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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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빛 환경

 <표 6> 빛 환경

평가항목 내  용

평가기준 세대 내 일조 확보율

평가목적
일조권은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차단을 당하지 않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들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환경권)의 하나이다. 
본 항에서는 세대 내 생활공간의 직사광선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 평가 목적 

평가방법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의 적정성여부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창문 설치여부

- 세대 내 일조 확보를 위한 건물의 향 및 형태, 배치 고려
심사대상 건물(단지)의 전체 세대수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 6시간 동안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를 받는 세대율(%)을 평가

배    점 4점(가산항목)

 

  빛 환경에서는 세  내 일조 확보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생활공간의 직사광선에 

한 접근성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빛 환경에서는 남향배치와 습기에 강한 

창틀 설치 등의 실내계획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   

마. 노약자지원시설환경

<표 7> 노약자지원시설환경

평가항목 내  용

평가기준 노약자, 장애자 지원 시설물 설치의 적합성

평가목적
세대 내 고령자 및 장애자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장애에 대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를 반영한 정도 및 세대 내 거주자의 연령증가에 따른 개조나 

고령자용 부품의 설치 용이성 평가

평가방법

- 충분한 공용복도 폭 확보여부
- 공용계단에 연속난간에 손잡이 설치여부
- 출입구 현과 내외, 문턱의 단차해소여부
- 엘리베이터 충분한 유효 폭 확보여부

- 출입문의 충분한 폭 확보여부
- 공용계단참 여유 폭 확보여부
- 낮은 욕조높이 설치 여부 

배    점 2점(가산항목)

  이 부분에서는 세  내 고령자 및 장애자의 신체적 기능저하와 장애에 비하여 무장

애 공간 설계를 반 한 정도 및 세  내 거주자의 연령증가에 따른 개조나 고령자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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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설치 용이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내의 단차해소, 문의 폭 확보, 세  내 

화장실의 낮은 욕조높이 등의 실내계획요소를 정리하 다. 

  위의 친환경인증제도의 공동주택 실내 환경 부문 다섯 가지 범주에 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그 근거 등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최근 친환경인증아파트의 실내계획요소를 분석하고, 설문을 통

하여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둘째, 그들이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하여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거주자들이 보다 만족할만한 친환경인증아파트의 실

내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관련문헌 조사와 설

문조사의 방법을 채택하 다. 본 연구를 위한 절차, 조사내용,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조사 상은 2008년 4월 현재 서울 및 경기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30～50  성인  

남녀 200명을 상으로 하 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주자를 조사 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수도권 지역이 공해와 집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친환경 아파트

에 한 필요를 보다 더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30~50 로서 실제 아

파트를 구매할만한 연령이기 때문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첫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에 관한 질문들로 선

행논문을 참고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 다. 둘째, 친환경인증제도의 기준에서 실내 환경 

부문의 계획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토 로 세부적인 요소들에 한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5점 척도의 문항으로 구성하 고 셋째, 일반사항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118 2008 대학환경상 수상집

가.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로서, 친환경아파트의 개념과 친환경 인증제도 및 실내계획

요소에 한 정보를 탐색하 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참고문헌 조사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제도 중 공동주택 실내 환경의 5가지 부문을 토 로 실내계획요소를 정리한 조사도

구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참고로 조사도구를 수정, 보완 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본 조사도구로 사용하 다.

나.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역은, 친환경인증아파트 인식에 관

한 질문이었고, 둘째 역은,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세 번째 역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 다.

3. 자료처리

  200부의 설문지 모두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등을 실시하 다.

<표 8>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 설문지의 주요 내용

구   분 설  문  항  목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
(5문항)

응답자에게 가장 익숙한 친환경주거 관련 개념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친환경인증아파트 특성에 대한 인식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기대치

친환경아파트 구매 장애 요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파악
(21문항)

공기환경
(5문항)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사용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사용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사용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설치

창 면적 비율

온열환경
(2문항)

자동온도조절장치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소음환경
(3문항)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 바닥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단지 내 방음 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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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문  항  목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파악
(21문항)

빛환경
(3문항)

세대 내 일조 확보

채광 및 환기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고려

노약자 
지원시설

환경
(7문항)

공용복도 유효 폭

연속난간

단차해소

엘리베이터 유효 폭

문의 유효 폭

공용계단참 여유

낮은 욕조 높이

전반적
선호도

각 환경요소별 선호도 조사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
(8문항)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주거형태

하루 평균 거주시간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

거주 지역

Ⅳ.  결과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먼저 조사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고, 친환경인증아파트와 

실내계획요소에 한 인식과 요구도,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과 요구도, 친환경

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인식에 따른 요구도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

음과 같았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으로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의 세부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수입, 하루 평균 거주시간,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로 하 다. 

주거 특성의 세부 변수는 주거형태, 거주 지역으로 하 다. 그 다음 인구사회·경제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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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주거 특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범주별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빈도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분석 방법이면서, 단순하지만 분포의 특성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정 질문

에 한 빈도분표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거나, 조사 연구나 실험연구에서 본격적인 실증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가. 인구사회 경제학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 및 경제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

력, 월평균 소득, 새집증후군 경험여부, 하루 평균 거주시간 등으로 나누어 각 범주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94 47.0

여 106 53.0

소    계 200 100.0

연령

30   대 72 36.0

40   대 70 35.0

50   대 58 29.0

소    계 200 100.0

학력

고졸이하 92 46.0

대졸이상 108 54.0

소    계 200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2 26.0

201만원~300만원 이하 56 28.0

301만원~400만원 이하 65 32.5

401만원~500만원 17 8.5

500만원 이상 10 5.0

소    계 200 100.0

새 집 증후군 경험

예 41 20.5

아니요 159 79.5

소    계 200 100.0

거주시간

0~8시간 44 22.0

9~15시간 133 66.5

16~24시간 23 11.5

소   계 200 100.0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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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상자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53.2%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은 30 가 

36.0%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졸 이상이 54.0%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301만

원～400만원 이하가 3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만원～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새 집 증후군 경험 여부는 ‘아니요’라고 답한 응답자가 79.5%로 

부분이었다. 하루 평균 주거거주시간은 9시간이상 15시간미만이 6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시간미만이 22.0%, 16시간이상 24시간미만이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주거 특성

  조사 상자의 주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인으로 주거형태와 조사 상자의 거주 지

역으로 나누어 각 범주별 빈도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조사 상자의 

주거 형태는 자가가 73.5%로 가장 많았다. 조사 상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50.5%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 28.5%, 인천시 2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조사대상자의 주거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주거 형태

자    가 147 73.5

임    대 35 17.5

기    타 18 9.0

소    계 200 100.0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

서 울 시 57 28.5

경 기 도 100 50.0

인 천 시 43 21.5

소    계 200 100.0

  

                                                                             n=200

2.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가.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

  조사 상자의 친환경 인증아파트에 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를 분석하

다. 변인은 친환경 관련 개념 중 익숙한 용어, 친환경인증에 관한 인식정도, 친환경인증

의 특성을 반 하는 1,2순위, 친환경인증아파트 거주 시 기 되는 생활변화 정도, 친환

경인증아파트 구매 시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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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     

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익숙한 친환경 

관련 개념

친환경자재 99 49.5

친환경 건축물 44 22.0

친환경 인증제도 21 10.5

그린 빌딩 6 3.0

웰빙 아파트 28 14.0

생태건축 2 1.0

소    계 200 100.0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혀 모르겠다 15 7.5

모르겠다 70 35.0

보통이다 61 30.5

잘 알고 있다 41 20.5

매우 잘 알고 있다 13 6.5

소    계 200 100.0

친환경인증아파트 

거주 시 생활변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9 4.5

잘 모르겠다 26 13.0

나아질 것이다 126 63.0

매우 나아질 것이다 39 19.5

소    계 200 100.0

친환경인증아파트 

구매 시 우려사항

가격이 비쌀 것이다 131 65.5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을 것이다 16 8.0

지금 사는 곳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26 13.0

신뢰할 수 없다 27 13.5

소    계 200 100.0

  

n=200

  조사 상자들의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 관련 개념 중 

익숙한 용어는 친환경자재가 49.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광고와 같은 매체나 리모델링 

등 친환경 자재가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친환

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 조사에서는 ‘모르겠다’가 35.0%로 가장 많았지만 다음으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0.5%로 두 번째로 많아서 친환경인증아파트라는 개념을 접해본 

경험은 있으나 정확하게는 인식하고 있지는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인증아파트 거주 시 생활환경은 ‘나아질 것이다’가 63.0%, ‘매우 나아질 것이다’

가 19.5%로 거의 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 다. 친환경인증아파트 구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가격이 비쌀 것이다’가 65.5%로 가장 많아서 친환경인증아파

트에 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가격에 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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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뢰할 수 없다’ 13.5%, ‘지금 사는 곳 과 차이가 없

을 것이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친환경인증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하는 용어 우선순위

구분 분류 1순위 빈도*2 2순위 빈도*1 계

친환경인증아파트  

특성 반영 용어

안  정  성 39*2 22*1 100*

쾌  적  성 62*2 66*1 190*

안  전  성 3*2 16*1 22*

자연친화성 64*2 46*1 174*

건  강  성 32*2 50*1 114*

*중복 응답으로 n=200과 일치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은 순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가중치를 부가하여 각 

변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가중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지

정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 적 중요성이 가장 높은 1순위 빈도에 가장 큰 가중

치를 주고 순위가 낮아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가중치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

다(우수명,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인증아파트의 특성을 가장 잘 반 하는 

용어의 1순위 빈도에 가중치 200%, 2순위 빈도에 가중치 100%를 곱하여 전체 빈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친환경인증아파트의 특성을 잘 반 한다고 생각되는 용어로는 쾌

적성, 자연 친화성, 건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환경인증아파트

이라고 하면 안전성이나 안정성 같은 특성보다는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친화적인 아파트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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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평균 요구도

   0      1       2      3       4      5

공기

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 

최종 마감재
22 77 101 4.40

유해물질 저 함유

접착제
1 2 22 82 93 4.32

유해물질 저 함유

내장재
1 4 31 71 93 4.26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4 36 93 67 4.12

창 면적 비율 6 60 83 51 3.90

온열

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1 14 46 92 47 3.85

자동온도조절장치

(통합)
6 16 50 91 37 3.69

소음

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 바닥
1 21 72 106 4.41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21 70 109 4.44

단지 내 방음 벽 5 25 67 103 4.34

빛환경

세대 내 일조 1 34 80 85 4.25

채광 및 환기 24 85 91 4.34

건물의 향 및 

형태 배치 
2 36 94 68 4.14

노약자

지원

시설

환경

공용복도 유효폭 1 11 61 82 45 3.80

연속난간 4 53 94 49 3.94

단차 12 56 88 44 3.82

엘리베이터유효폭 6 63 81 50 3.88

문의 유효 폭 11 50 91 48 3.88

공용계단참 여유 7 76 83 34 3.72

욕조 높이 5 29 60 73 33 3.50

나.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친환경인증아파트의 실내계획요소별로 요구도를 알아보았고 그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을 실시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n=200

  조사 상자들의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

과 소음환경 요소에 관한 요구도가 ‘필요’와 ‘매우 필요’에 한 응답률이 50%이상으로 

나타남으로 부분의 사람들이 소음이 적은 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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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  간 소음차단 경계 벽에 한 필요가 가장 높았고,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바

닥, 단지 내 방음벽 순으로 각 세  간의 소음 유입을 차단하는 실내계획요소에 한 

필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공기환경 실내계획요소는 유해물질 저 함유 최종 마감재와 유해물질 저 함유 접착제

에 한 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적절한 창 면적

비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기환경 요소에서는 마감재나 접착제 등의 내장재의 유해

물질 저하에 한 필요가 높게 나타났고, 상 적으로 환기장치나 창 비율 등의 환기요

소 부문에는 필요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다.

  빛 환경 실내계획요소에서는 채광 및 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세  내 

일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비해 일조확보를 위한 건물의 향 및 형태 배치의 필요

성은 상 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온열환경 실내계획요소에서는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에 한 필요가 가장 높았고, 

노약자지원시설환경 요소에서는 공용계단에 도중에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도

록 난간 손잡이 설치하는 연속난간의 항목에 해 가장 높은 필요를 보 다. 이렇게 

부분의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부분의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시켜주는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를 필요로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구  분 분  류 빈도(명) 백분율(%)

세부요소에 대한 

요구도

공기환경 114 57.00

온열환경 10 5.00

소음환경 25 12.50

빛환경 41 20.50

노약자지원시설환경 10 5.00

소    계 200 100.00
 

n=200

  크게 환경 요소별로 나누어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에 한 

질문에는 공기환경 요소가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빛 환경 요소가 20.5%, 소음환

경 요소가 12.5%, 온열환경과 노약자지원시설환경에 한 요소가 각각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자동온도 조절장치나 노약자지원시설환경 등과 같은 선택적 요소

보다 공기 질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에 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른 요소에 

비해 공기환경 실내계획요소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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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인식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특성은 성별, 연

령, 과거 새집증후군 경험여부, 연령, 한 달 평균수입, 하루 평균 거주시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가.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인식

  조사 상자의 성별, 학력, 과거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에 따른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

해 T-TEST를 실시하 고, 연령과 한 달 평균수입, 하루 평균 거주시간에 따른 인지도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ONE WAY ANOVA를 실시하 다. 

<표 15>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도

항  목 분  류 평  균 t  값

성  별 
남  자 3.05

2.77*
여  자 2.64

학  력
고졸이하 2.99

1.9ns
대졸이상 2.70

새집 증후군 경험여부
예 3.10

1.81ns
아니요 2.77

  

 *p < 0.05, ns유의하지 않음                                                   n=200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성별

에 따른 결과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인지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이는 조사 상자의 분포를 보았을 때 여자보다 상 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과 활동의 역이 넒은 남자의 경우가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개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에 따른 인지도는 졸이상 집단에 

비해 고졸 이하 집단이 인지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p=0.054), 과거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도 ‘예’라고 응답한 집단이 ‘아니요’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왔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6).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나 과거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와 같은 요인보다는 성별의 차가 더 작용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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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상자의 연령과 수입, 하루 평균 거주시간에 따른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 다. 연령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도에서는 40

가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 , 30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p=0.001). 이는 중장년층이 건강에 

한 관심이 높고 그에 따라 건강관리의 한 방면으로써 친환경인증아파트의 개념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수입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도는 한 달 평균수입이 300만 원 의 사람

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400만 원 , 500만 원 이상의 

순이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000). 이를 통해 중산층에서 좀 더 친환경인

증아파트에 하 개념에 익숙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입이 올라갈수록 주택의 가

격보다 주거환경의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하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아파트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16>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도

항  목 분  류    평  균 F  값

연령

30대 2.49

7.06 ***40대 2.96

50대 3.12

수입

200만원 이하 2.58

5.38 ***

201~300만원 2.55

301~400만원 3.78

401~500만원 3.00

500만원 이상 2.60

하루 평균 거주시간

0~8시간 2.41

6.27 **9~15시간 3.02

16~24시간 2.65

 

**p<0.010, ***p<0.001                                                        n=200

  하루 평균 거주시간에 따른 인지도를 살펴보면, 8시간이하를 집에서 보내는 거주자가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p=0.002). 이는 하루 

중 아파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실내 환경의 향을 적게 받고 그로인해 주거내

의 친환경성에 한 관심이 적어 친환경인증아파트를 접할 기회가 비교적 드물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130 2008 대학환경상 수상집

나. 주거 특성에 따른 친환경인증 아파트의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인식

<표 17> 주택특성에 따른 인지도

항  목 분  류    평  균 F  값

주거 형태

자가 2.97

5.01 **임차 2.46

기타 2.44

거주 지역

서울시 2.67

5.57 **경기도 3.10

인천시 2.51

**p < 0.010                                                                  n=200

  조사 상자의 주거 형태와 거주 지역에 따른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 다. 주거형태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도에서는 자가

인 사람들의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기타인 사람들이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p=0.008). 이는 자가 아파트 거주자가 

다른 주거형태 거주자에 비해 주거의 질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이로 인해 친환경인증아

파트를 접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

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p=0.004). 이는 경기도 내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의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보

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관심이 많기에 친환경인증아파트를 접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공기환경, 온열환경, 소음환경, 빛 환경, 노약자지원시설환경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인

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 다. 조사 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의 인구사회경제학

적 특성과 주거형태, 거주 지역 특성의 주거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가.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의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1) 성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의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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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성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항    목
성별

t 값
남자 여자

공기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4.24 4.53 -3.01**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4.17 4.45 -2.71**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4.14 4.36 -1.89ns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4.10 4.13 -0.34ns

창 면적 비율 3.72 4.05 -2.83**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3.77 3.92 -1.27ns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3.68 3.69 -0.06ns

소음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바닥 4.28 4.53 -2.47*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4.19 4.66  -5.07***

단지 내 방음 벽 4.26 4.41  -1.43ns

빛 환경

세대 내 일조 4.09 4.39  -2.90**

채광 및 환기 4.22 4.43 -2.17*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4.09 4.18  -0.80ns

노약자지원

시설환경

공용복도 유효 폭 3.68 3.89  -1.76ns

연속난간 3.78 4.08  -2.67**

단차해소 3.73 3.90  -1.36ns

엘리베이터 유효 폭 3.91 3.84 0.64ns

문의 유효 폭 3.93 3.84 0.72ns

공용계단참 여유 3.67 3.76 -0.85ns

욕조 높이 3.35 3.63 -1.97*

 *p<0.050, **p < 0.010, ***p < 0.001, ns유의하지 않음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보 는데, 

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요구도가 크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

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9개 다. 9가지 항목의 실내

계획요소 모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집

안에 거주하는 시간과 활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한 필요를 더 느끼

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실내계획요소에 한 선호도를 정

리하면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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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성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 차이가 유의한 항목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성별의 유의도p=0.003,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성별의 

유의도p=0.007, 창 면적 비율-성별의 유의도p=0.005,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바닥-성별의 유의도

p=0.013,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성별의 유의도p=0.000, 세대 내 일조-성별의 유의도p=0.004, 채광 

및 환기-성별의 유의도p=0.029, 연속난간-성별의 유의도p=0.008, 욕조 높이-성별의 유의도p=0.050)

(2) 연령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연령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부분의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온열환경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추위나 더위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노약자지원시

설환경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항목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러한 요소들에 한 필요를 더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연

령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5개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항목 중 부분은 40～50 에 비해 30 의 요구

도가 높았으나, 노약자지원시설환경에서 욕조높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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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연령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항    목
연령

F 값
30대 40대 50대

공기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4.56 4.33 4.29 3.28**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4.49 4.26 4.20 2.92*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4.49 4.17 4.07 4.82ns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4.24 4.05 4.04 1.42ns

창 면적 비율 4.04 3.94 3.70 3.36**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3.64 3.83 4.14 5.45ns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3.42 3.76 3.93 5.07ns

소음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바닥 4.44 4.41 4.36 0.21ns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4.50 4.34 4.36 0.67ns

단지 내 방음 벽 4.47 4.32 4.20 1.82ns

빛 환경

세대 내 일조 4.32 4.23 4.17 0.65ns

채광 및 환기 4.46 4.36 4.16 3.31**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4.19 4.17 4.03 0.85ns

노약자지원

시설환경

공용복도 유효 폭 3.93 3.73 3.70 1.38ns

연속난간 3.99 3.93 3.90 0.23ns

단차해소 3.75 3.83 3.90 0.49ns

엘리베이터 유효 폭 3.81 4.04 3.76 2.34ns

문의 유효 폭 3.86 3.93 3.84 0.19ns

공용계단참 여유 3.74 3.77 3.64 0.48ns

욕조 높이 3.28 3.59 3.67 2.88*

*p<0.05, **p < 0.01, ns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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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 차이가 유의한 항목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연령의 유의도p=0.040,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연

령의 유의도p=0.56, 창 면적 비율-연령의 유의도p=0.037, 채광 및 환기-연령의 유의도p=0.039, 욕

조 높이-연령의 유의도p=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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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학력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0>과 같다. 

<표 20> 학력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 요소에 대한 요구도

항    목
학력

t 값
고졸이하 대졸이상

공기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4.30 4.47 -1.73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4.15 4.46 -2.98**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4.09 4.40 -2.63**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3.98 4.23 -2.36ns

창 면적 비율 3.82 3.96 -1.28ns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3.96 3.76 1.59ns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3.83 3.56 1.92ns

소음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바닥 4.34 3.47 -1.31ns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4.34 4.54 -2.16*

단지 내 방음 벽 4.25 4.42 -1.46ns

빛 환경

세대 내 일조 4.21 4.28 -0.67ns

채광 및 환기 4.21 4.44 -2.49ns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3.99 4.27 -2.71**

노약자지원

시설환경

공용복도 유효 폭 3.70 3.88 -1.50ns

연속난간 3.91 3.96 -0.46ns

단차해소 3.86 3.79 0.60ns

엘리베이터 유효 폭 3.85 3.90 -0.43ns

문의 유효 폭 3.86 3.90 -0.33ns

공용계단참 여유 3.70 3.74 -0.41ns

욕조 높이 3.66 3.36 2.16*

*p<0.05, **p < 0.01, ns유의하지 않음

  학력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를 보면, 공기환경, 온열환

경, 소음환경, 빛 환경의 항목에서는 졸이상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요구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노약자지원시설환경은 학력과 상관없이 비슷한 요구도

를 나타냄으로써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약자지원시설환경에 한 요구

도는 학력보다는 연령에 의해 더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학력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5개 고, 

이 중 4가지는 졸이상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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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나머지 1가지 욕조높이는 고졸이하가 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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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학력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 차이가 유의한 항목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학력의 유의도p=0.003,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학력의 

유의도p=0.008,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학력의 유의도p=0.028,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학력의 

유의도p=0.007, 욕조 높이-학력의 유의도p=0.035)

(4) 한 달 총 소득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한 달 총 소득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한 달 총 소득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를 보면, 부분

의 항목에서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이 

200만원～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요구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는 소득이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소득의 유의도p=0.000, 유해

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소득의 유의도p=0.000,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소득의 유의도p=0.000,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소득의 유의도p=0.005, 창 면적 

비율-소득의 유의도p=0.041, 세  간 소음차단 경계 벽-소득의 유의도p=0.000, 세  내 

일조-소득의 유의도p=0.003, 채광 및 환기-소득의 유의도p=0.002, 연속난간-소득의 유

의도p=0.004, 욕조 높이-소득의 유의도p=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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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 달 총 소득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항    목

한달 총 소득(단위, 만원)

F 값200

이하

201~

300

301~

400

401~

500

500

이상

공기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마감재 4.50 4.63 4.08 4.29 4.80 7.28***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4.44 4.61 3.98 4.18 4.50 6.65***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4.33 4.57 3.91 4.00 4.70 6.84***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4.10 4.30 3.91 4.00 4.70 3.82**

창 면적 비율 4.05 3.74 3.91 3.53 4.20 2.54*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3.83 3.84 3.94 3.47 4.10 1.18ns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3.69 3.84 3.60 3.35 3.90 1.12ns

소음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 바닥 4.58 4.34 4.28 4.41 4.80 2.19ns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4.52 4.59 4.14 4.65 4.80 5.67***

단지 내 방음 벽 4.39 4.50 4.18 4.18 4.50 1.54ns

빛 환경

세대 내 일조 4.33 4.41 3.95 4.53 4.30 4.20**

채광 및 환기 4.52 4.41 4.06 4.53 4.40 4.38**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4.02 4.30 4.30 4.35 4.40 2.35ns

노약자

지원시설

환경

공용복도 유효 폭 3.30 3.84 3.78 3.35 3.80 1.35ns

연속난간 4.06 4.09 3.68 3.83 4.40 3.96**

단차해소 3.71 4.03 3.66 3.94 4.00 1.94ns

엘리베이터 유효 폭 3.80 3.98 3.80 4.00 3.90 0.56ns

문의 유효 폭 3.84 4.02 3.78 3.88 3.90 0.61ns

공용계단참 여유 3.65 3.88 3.63 3.76 3.70 0.86ns

욕조 높이 3.25 3.82 3.49 3.29 3.40 2.48*

*p<0.050, **p < 0.010, ***p<0.001 ns유의하지 않음

(5) 하루 평균 거주시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거주시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거주시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를 보면, 부분의 항

목에서 거주시간이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을

수록 쾌적한 실내 환경에 한 필요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거주시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항목은 1개로 나타났다. (세  간 소음차단 경계 벽-거주시간의 유의도

p=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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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거주시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항    목
하루 평균 거주시간(단위, 시)

F 값
0~8 9~15 16~24

공기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4.23 4.40 4.61 2.54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4.16 4.36 4.46 1.34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4.05 4.30 4.35 1.79ns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4.20 4.11 3.96 0.79ns

창 면적 비율 4.00 3.89 3.74 0.78ns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3.80 3.91 3.61 1.25ns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3.43 3.80 3.52 2.75ns

소음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 바닥 4.32 4.39 4.65 1.71ns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4.25 4.44 4.78 4.85**

단지 내 방음 벽 4.18 4.36 4.56 1.84ns

빛 환경

세대 내 일조 4.23 4.20 4.52 1.79ns

채광 및 환기 4.30 4.36 4.26 0.27ns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4.05 4.14 4.35 1.28ns

노약자지원

시설환경

공용복도 유효 폭 3.64 3.86 3.78 1.06ns

연속난간 3.93 3.93 4.04 0.20ns

단차해소 3.57 3.89 3.95 2.72ns

엘리베이터 유효 폭 3.84 3.89 3.86 0.07ns

문의 유효 폭 3.82 3.92 3.57 2.42ns

공용계단참 여유 3.55 3.78 3.74 1.49ns

욕조 높이 3.52 3.49 3.61 0.13ns

**p < 0.01,  ns유의하지 않음

(6) 새 집 증후군 경험 여부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새집증후군 경험 여부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부분의 항목에서 새 집 증후군에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집 증후군으로 인한 피

해경험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이에 친환경인증아파트의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

의 요구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자동온도조절장치, 세  간 소음 차단 경

계 벽, 연속난간으로 3가지 다. 3가지 항목 모두 새 집 증후군에 한 경험이 있을수록 

요구도가 높았다.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 유의도p=0.002, 세  

간 소음차단 경계 벽-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 유의도p=0.004, 연속난간-새 집 증후군 경

험여부 유의도p=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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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항    목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

t 값
예 아니오

공기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4.66 4.33 2.83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4.44 4.29 1.14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4.46 4.20 1.82ns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4.10 4.12 -1.16ns

창 면적 비율 3.90 3.89 0.07ns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3.95 3.82 0.83ns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4.10 3.58 3.85**

소음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 바닥 4.54 4.38 1.27ns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4.71 4.37 3.69**

단지 내 방음 벽 4.41 4.32 0.68ns

빛 환경

세대 내 일조 4.36 4.21 1.38ns

채광 및 환기 4.49 4.30 1.62ns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4.15 4.14 0.06ns

노약자지원

시설환경

공용복도 유효 폭 4.76 4.81 -0.32ns

연속난간 4.17 3.88 2.18*

단차해소 4.02 3.77 1.75ns

엘리베이터 유효 폭 3.85 3.88 -0.17ns

문의 유효 폭 3.83 3.89 -0.37ns

공용계단참 여유 3.66 3.74 -0.56ns

욕조 높이 3.44 3.52 -0.43ns

*p<0.05, **p < 0.01, ns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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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새 집 증후군 경험여부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 차이가 유의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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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1) 주거형태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주거형태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주거형태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항    목
주거형태

F 값
자가 임차 기타

공기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4.37 4.52 4.39 0.66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4.26 4.52 4.45 1.94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4.21 4.46 4.28 1.34ns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4.12 4.03 4.22 0.41ns

창 면적 비율 3.90 3.86 3.94 0.07ns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3.87 3.57 4.22 3.50*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3.71 3.51 3.83 0.80ns

소음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바닥 4.37 4.51 4.56 1.00ns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4.42 4.43 4.61 0.63ns

단지 내 방음 벽 4.33 4.40 4.28 0.16ns

빛 환경

세대 내 일조 4.27 4.26 4.06 0.64ns

채광 및 환기 4.31 4.40 4.45 0.52ns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4.13 4.11 4.28 0.35ns

노약자지원

시설환경

공용복도 유효 폭 3.88 3.63 3.44 2.81ns

연속난간 3.95 3.83 4.11 0.82ns

단차해소 3.86 3.66 3.83 0.80ns

엘리베이터 유효 폭 3.93 3.77 3.61 1.57ns

문의 유효 폭 3.88 3.80 4.00 0.35ns

공용계단참 여유 3.70 3.74 3.83 0.25ns

욕조 높이 3.54 3.31 3.50 0.73ns

*p<0.05, ns유의하지 않음

  절반이상의 항목에서 주거형태가 임차일 경우보다 자가일 경우가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상자 소유의 주택이

기 때문에 임차로 거주자들에 비해 상 적으로 장기 거주할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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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들에 한 요구가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형태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

트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자동온도조절장치’이 으

며 두 항목 모두 임차보다 자가의 경우가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동온도조절장치-

주거형태 유의도p=0.032)

(2) 거주 지역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

  거주 지역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표 25> 거주 지역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의 ANOVA

항    목
거주 지역

F 값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공기환경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4.49 4.42 4.21 2.28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4.32 4.34 4.28 0.10ns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4.23 4.32 4.14 0.76ns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4.14 4.12 4.07 0.11ns

창 면적 비율 3.77 4.06 3.67 4.40*

온열환경
자동온도조절장치 3.93 4.06 3.26 14.72***

자동온도조절장치(통합) 3.74 3.99 2.91 23.35***

소음환경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 바닥 4.47 4.37 4.42 0.38ns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4.42 4.45 4.44 0.03ns

단지 내 방음 벽 4.18 4.37 4.49 2.08ns

빛 환경

세대 내 일조 4.14 4.27 4.33 0.87ns

채광 및 환기 4.32 4.29 4.47 1.02ns

건물의 향 및 형태배치 4.05 4.18 4.16 0.57ns

노약자지

원

시설환경

공용복도 유효 폭 3.70 3.90 3.67 1.48ns

연속난간 4.05 3.96 3.74 2.07ns

단차해소 3.88 3.92 3.51 3.81*

엘리베이터 유효 폭 3.86 3.85 3.95 0.25ns

문의 유효 폭 3.95 3.88 3.79 0.43ns

공용계단참 여유 3.77 3.74 3.60 0.62ns

욕조 높이 3.30 3.82 3.02 12.11***

*p<0.050, ***p < 0.001,  ns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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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지역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는 서울시보다 경기

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높았는데, 이는 서울시에 비해 경기지역이 친환경실내계획요소에 

한 보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미 친환경요소들을 많이 접해본 서울시민들

에 비해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

획요소에 한 요구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창 면적 비율-거주 

지역 유의도p=0.014, 자동온도조절장치-거주 지역 유의도p=0.000, 자동온도조절장치(통

합)-거주 지역 유의도p=0.000, 단차해소-거주 지역 유의도p=0.024, 욕조 높이-거주 지

역 유의도p=0.000)

다.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의 관계

  조사 상자의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과 각 친환경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6>참조),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과 몇 개의 친환경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이 높은 경우 유해물질 저 함

유 최종마감재와 내장재, 통합된 자동온도 조절장치에 한 요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른 친환경 실내계획 세부요소 보다 유해물질 저 함

유 최종마감재, 유해물질 저 함유 최종 내장재, 통합된 자동온도 조절장치의 요구정도가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도에 더 많이 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6>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실내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1.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 

2. 유해물질 저 함유 최종마감재 요구도 -0.18**

3. 유해물질 저 함유 최종내장재 요구도 -0.16* 0.71***

4. 통합된 자동온도 조절장치 요구도 0.18*  0.21** 0.22**

*p<.050  **p<.010  ***p<.001

요구도와 인식도는 서열척도이므로 spaerman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30～50 로, 한 가구당 한명씩 총 200가구

를 상으로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과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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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과 요구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르겠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35.00%, 30.05%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의 중장년층이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충

분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표내에서 친환경자재에 익숙하다는 응답

이 49.50%로 과반수인데 반해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지도가 적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 있고,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게 홍보 전략을 

내세워 정부와 기업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해 홍보하여 소비자들

의 인식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친환경인증아파트 거주 시 생활환경 변화에 해서는 63.00%가 ‘나아질 것’이라는 긍

정적인 반응을 보 지만 우려사항에서 65.00%가 가격에 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 나타난 13.5%는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인증아파

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요구도가 5점 척도 중 3.00점 

이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13>참조). 그 중에서도 소음환경 요소에 관한 요

구도가 모두 4.00점 이상의 결과를 보 다. 

  이렇게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요구도 값의 결과를 통해, 부분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한 욕구가 있으나 가격에 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고려해 적절한 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사 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식과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표 15>참조), 성별에 따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소득 면에서는 300만원  까지는 소득이 많을수록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이 

커지다가 400만원 부터 인식 정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 다. 또한 거주시간에 

따른 인식에서는 9시간부터 15시간의 평균적인 거주시간을 나타내는 조사응답자가 친환

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6>참조). 주거형태에 따

른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은 자가인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거주 지역에 

따른 인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수의 응답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식에 

있어서 친환경인증아파트 거주 시 우려사항에서 가격에 한 부담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다수에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점들을 잘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환

경과 조건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인증

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한 인식과 요구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과 몇 개의 친환경 실내계획요소의 요구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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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한 인식과 실내계획요소에 한 

세부적인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신

뢰를 얻을 수 있도록 건축설계 시 정직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가격을 낮추고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계층에 상관없이 친환경적인 실내 환경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중산층 이상뿐만 아니라 서

민층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본 연

구조사의 결론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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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귀 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심화에 따른 건강에 한 욕구증가

와 맞물려 최근 친환경성이 두되면서 도입되기 시작한 친환경인증아파트의 실내계

획요소에 한 소비자의 인식 및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친환경인증아파트 개발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하신 자료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

깐 시간을 내시어 끝까지 답해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경희 학교 주거환경 전공

김지상

이은정 

이지

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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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친환경인증아파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용어정의

친환경인증아파트: 친환경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본 연구에서 친환경인

증아파트는 앞의 정의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1. 다음은 친환경과 관련 된 개념입니다. 가장 익숙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① 친환경 자재              ② 친환경 건축물               ③ 친환경인증제도

   ④ 그린 빌딩                ⑤ 웰빙 아파트                 ⑥ 생태건축

2. 귀하께서는 친환경인증아파트에 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르겠다        ② 모르겠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3. 다음 중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아파트 특성을 가장 잘 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

니까?

   1순위 :                     ,   2순위 :                      

   ① 안전성                ② 쾌적성                       ③ 안정성    

   ④ 자연 친화성             ⑤ 건강성    

4. 귀하께서 향후에 친환경인증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 생활(거주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②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나아질 것이다           ⑤ 매우 나아질 것이다

5. 향후 친환경인증아파트를 구매하신다고 가정하 을 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가격이 비쌀 것이다 

   ②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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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  목 내    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실내 벽면, 천장, 바닥면에 
유해물질 저 함유 마감재 사용

① ② ③ ④ ⑤

   ③ 지금 사는 곳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④ 신뢰할 수 없다

   ⑤ 기타

II. 다음은 친환경인증아파트 실내계획요소에 관한 귀하의 요구도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앞으로 친환경인증아파트에 사신다고 가정할 때, 아래의 항목들에 한 귀하

의 요구 정도를 V표 해 주십시오.

<예 제>

1. 공기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세부계획요소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

기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  목 내    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최종 마감재  

실내 벽면, 천장, 바닥면에 
유해물질 저 함유 마감재 사용

① ② ③ ④ ⑤

2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실내 벽면, 천장, 바닥면의 최종마감재에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접착제 사용

① ② ③ ④ ⑤

3
유해물질 

저 함유(低含有)  
내장재 

실내 벽면, 천장, 바닥면에 
유해물질 저 함유 내장재 사용

① ② ③ ④ ⑤

4
제어 가능한 

환기구 또는 장치 

외부에 면한 벽면, 창틀 혹은 창유리 
등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필요한 양의 

바깥 공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치 설치(환기량 제어가능)

① ② ③ ④ ⑤

5 창 면적 비율
개폐가능한 창 면적을 전용면적의 

15% 이상 설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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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열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세부계획요소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

기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  목 내    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자동온도조절장치
각 실별 또는 난방구역마다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① ② ③ ④ ⑤

 2
자동온도조절장치

(통합)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고 특정실에 

통합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① ② ③ ④ ⑤

3. 소음 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세부계획요소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기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  목 내    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층간 충격음 
차단 경계바닥 

층간 경계바닥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구조체(아래층 세대로의 충격음 차단) 설치

① ② ③ ④ ⑤

2
세대 간 소음차단 

경계 벽
세대 간 경계 벽에 소음차단성능 벽체 설치
(쾌적한 거주 공간 창출 및 프라이버시 확보) 

① ② ③ ④ ⑤

3
단지 내 
방음 벽

단지 내로 유입되는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 벽 설치

① ② ③ ④ ⑤

4. 빛 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세부계획요소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

기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  목 내    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세대 내 일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② ③ ④ ⑤

2 채광 및 환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적절한 창문 설치 ① ② ③ ④ ⑤

3
건물의 향 및 
형태  배치 

세대 내 일조 확보를 위한 
건물의 향 및 형태, 배치 고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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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약자지원시설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세부계획요소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지 표기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  목 내    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공용복도 유효 폭 충분한 공용복도 폭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연속난간
공용계단에 도중에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도록 난간 손잡이 설치
① ② ③ ④ ⑤

 3 단차 건축물 출입구 현관 내외, 문턱의 단차해소 ① ② ③ ④ ⑤

 4
엘리베이터 
유효 폭

엘리베이터의 충분한 유효 폭 확보 ① ② ③ ④ ⑤

 5 문의 유효 폭 출입문의 충분한 폭 확보 ① ② ③ ④ ⑤

 6
공용계단참 

여유

공동계단참 여유 확보
(계단참: 층높이의 1/2 지점에 
바닥의 폭을 넓게 하여 둔 곳) 

① ② ③ ④ ⑤

 7 욕조 높이 욕조 높이를 낮게 설치 ① ② ③ ④ ⑤

6. 이상의 세부계획요소들 중 귀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공기환경      ② 온열환경     ③ 소음환경 

   ④ 빛 환경       ⑤ 노약자지원시설환경

II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이십니까?   

   ① 30 ② 40    ③ 50         

3. 귀하의 학력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 졸이상 

4. 귀 의 한 달 총 수입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200만원 이하       ② 201만원～300만원        

   ③ 301만원～400만원      ④ 401만원～500만원 ⑤ 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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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 의 주거 형태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① 자가                 ② 임차           ③ 기타 

6. 귀하께서 하루 중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__________ 시간

7. 귀하께서는 ‘새 집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을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8.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을 적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 시(도) _________________ 구(시, 군)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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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

설 추진과 관련하여, ‘한반도 대운하’ 건설 이후 경부운하를 통한 운송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대기오염피해의 경제적 가치

와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부운하 건설 이후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다속성 효용이론(MAUT)에 기반을 둔 

조건부 가치 추정법(CVM)’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즉, 경부운하 건설이 완료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2005년 현재 

국내 화물수송의 전부(약 37965294.12 TEU)를 화물운송 또는 운하운송으로 각각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화물운송 시

에 총 535,440t, 운하운송 시에 총 450,570t의 대기오염물질이 각각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상

적 상황 하에서, 운하운송 및 도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대기오염 피해의 경제적 가치는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가치측정의 대상인 운송수단별 대기오염의 화폐적 피해정도는 물류 및 환경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는 사망, 질병, 먼지, 시정거리, 농업생산, 지구온난화의 6가지 속성으로 구분하여 각 속성별 가치에 

가중치를 반영한 값을 종합한 것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부운하를 통한 물류운송의 경우 연간 약 1,429억여 원의 

경제적 피해비용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물류운송의 경우 연간 약 1,240억여 원의 경제적 피해비용이 발생함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운하를 통한 물류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환경비용 절감 

효과는 다른 모든 영역의 환경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경우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환경적 차원에 있어 한

반도 대운하 건설 문제는 ‘이수와 치수’의 목적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선회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입선

운하운송 및 도로운송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의 경제적 가치 비교분석

-경부운하와 경부고속도로를 심으로-

왕영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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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07년에 발행한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상당수의 생태계가 지역적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향을 받을 것이며,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 몇 세

기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IPCC, 2007). 특히 다음 두 세

기 동안에는 한 세기 당 최소 0.2 〫C 정도 증가할 것이며, 2100년 까지 지구평균기온은 

현재수준 보다 최  5.8 〫C 정도 더 상승하며, 해수면은 약 88cm 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촉발되는 강우량과 기후변화는 유거수(流去水)의 량과 물의 가용성

을 떨어트려 인류는 이로 인해 식량난 및 급수난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세

계적으로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온실효과와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서 환경

관련 최  이슈가 되었다. 이와 같은 기 질 문제에 한 국제적인 논의는 1996년 한

국이 OECD에 가입한 이후로 한국 내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1) 즉,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의 사전평가에 있어 기

환경가치에 한 고려가 충분히, 그리고 당위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후변화와 기오염에 관한 국제적·국내적 논의에 비추어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운하 건설 사업이 환경-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의 효율성을 갖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경부운하 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

이라 기 되는 물동량 운송의 이전효과가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총량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이며, 경부운하에서 발생하게 될 기오염물질의 환경비용은 기존의 

도로운송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과 비교하 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이

다. 먼저 이와 같은 연구과제에 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운하건설사업의 주 내용과 그에 한 찬·반 논의,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반도 운

하’ 건설을 위한 연구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부운하 건설 논의

  2007년 선 당시 이명박 통령 후보의 주요 선공약이었던 ‘한반도 운하’ 건설 

1) 1997년 12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AnnexⅠ국가 
38개국은 2008∼2012년간 전체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
게 되었다. 한국은 1993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으나 AnnexⅠ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온실
가스배출량 규제의무가 없었지만 1996년에 OECD에 가입함으로서 특수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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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쟁점현안이 되고 있다. ‘한반도 운하’ 

계획은 남·북한 총 연장 3,100km에 달하는 17개 노선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구상에는 

남한에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등 12개 노선, 총연장 2,100km를, 북한에는 경

원(서울-원산)운하, 평원(평양-원산)운하 등 5개 노선, 총연장 1,000km를 계획하고 있

다(박석순, 2007). 이 중 경부운하 건설 계획은 ‘한반도 운하’ 구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남한강과 낙동강을 한강하구-서울-여주-충주-문경새재- 강-문경-

낙동강-구미- 구-남지-삼랑진-낙동강하구로 잇는, ‘한반도 운하’ 구상 중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국토 개발 사업이다(우주호, 2007). 이러한 경부운하 건

설계획 중, 본 연구의 주제인 운송수단에 따른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과 관련된 요

인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하구 강화도에서 낙동강하구 명지의 낙동강하구

언까지 총연장 540.3km, 소요시간은 약 27시간에서 30시간이다. 둘째, 경부운하를 운행

하게 될 상선박은 한강·낙동강 본류구간 약 465km구간에서 5,000톤급 컨테이너선, 화

물선, 탱커, 그리고 4,000톤급 여객선이 운행되고 한강-낙동강 연결구간에서 2,500톤급 

바지선, 컨테이너선, 탱커, 그리고 2,000톤급 화물선 및 여객선이 운행된다. 셋째, 양 구

간에서 운행하게 될 선박의 시속(km/h)은, 전자 구간의 경우 최  32.8km/h, 최소 

10km/h이고, 후자 구간의 경우 최  20km/h, 최소 10km/h이다. 넷째, 경부운하가 완

공되어 이용이 가능한 2012년이 되면 운하를 통해 전체물동량의 약 14%인 연간 약 

103.9만 TEU가량의 물동량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반도 운하연구회, 

2007).2) 1TEU는 약17톤 이므로 비례식을 통해 2012년 우리나라의 전체물동량을 추정

해보면 약 7,421,428.571TEU, 톤 단위로 환산하면 126,164,285.7t 임을 알 수 있다. 다

섯째, 1톤의 화물을 선박을 이용하여 경부운하를 통해 1km 운송할 경우 발생하게 될 

기오염물질의 총량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약 0.000653톤(0.653kg)이 됨을 알 수 있

다.3) 

  이와 같은 현 정부의 경부운하 건설계획의 근본논리는 운하건설을 통해 ‘이수(利水)’

와 ‘치수(治水)’가 가능하고, 그로써 한민국의 ‘국운융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경제성

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과 지역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

해 경부운하 건설을 반 하는 입장에서는 경부운하가 경제성 및 효율성이 없을 뿐 아니

라 수질악화와 기오염 등으로 인해 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경부

운하 구상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찬·반 양 측의 주장을 넘어서, 한민국 역

사상 가장 거 한 국토개발 프로젝트4)인 ‘한반도 운하’ 건설 계획에 관한 학술적 연

2) 현재 독일의 운하부담률은 14% 내외이므로 이에 준용하여 2011년 경부 축의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약 
761만 TEU, 환적물량 제외, 해양수산부·한국종합물류연구원 예측자료(2006))의 14% 내외인 103.9만 
TEU가 경부운하에서 흡수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 2007.  

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Ⅱ장에서 다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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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그 질적·양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은 앞으로 이에 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심도 깊

은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 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주제로서 ‘한반도 운하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은 다양한 경제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여기에는 운하 건설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물류편익

으로서 수송비용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효과 등의 요인, 그리고 운하건설과정에서 채취

한 골재판매 수입 등의 다양한 경제적 효율성에 한 연구주제가 포함된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 운하 변 공간개선효과, 홍수방지 및 용수공급개선에 관한 효과, 그리고 기 

질 개선효과 등의 세부 주제가 존재할 수 있다. 언급한 ‘한반도 운하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의 하위주제들은 ‘경제’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종합할 수 있다. 이는 

1950년  이후 환경에 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등장한‘환경경제학’적 접근으

로 인해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운하건설에 있어 환경에 한 

고려도 경제적 분석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이명

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운하 건설 사업이 환경-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효율성

을 갖는지에 해 환경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그 구체적인 연구 상은 경부운하에

서 발생하게 될 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이 기존의 도로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과 비교하 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이다.  

  운송수단에 따른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속성 효용이론

(MAUT)에 기반을 둔 조건부 가치 추정법(CVM)’을 이용하여 각 운송수단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추정해보도록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전제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부운하 건설 논의의 찬·

반에 한 사전적인 편견(bias) 또는 정치적인 고려가 없음을 밝혀둔다. 둘째, ‘한반도 

운하’ 건설 구상에는 호남운하와 금강운하 등 한반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세부적 운

하건설기획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경부운하 구간 하나만을 그 연구의 상으로 한

다. 셋째, 환경, 즉 기오염의 개선 또는 악화됨에 따른 효익 및 피해에 의해 국민들은 

특정한 경제적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상을 받게 된다.5) 넷째, 본 연구에서 측정

하는 편익의 개념은 힉스의 후생개념 중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와 동등잉여

4) 경부운하 사업은 그동안 언급된 공사비만 해도 15조원에서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이다, 
홍종호, 2007.

5) 이와 관련된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분석틀로서 Common and Stagel(2005), Russell(2001), 김재홍(2006), 
권오상(200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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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surplus)에 기반을 두고 있다.6)  

  본 연구의 진행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오염 및 환경오

염의 비용추정이 국내·외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되짚어보고, 제Ⅲ장과 제

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해 구체적으로 설

명하고, 그것들의 실증적용방법에 해 논의한다. 또한 제Ⅴ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각 오염원에 따른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치를 비교 검토한

다. 마지막으로 제Ⅵ장, 결론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결과의 핵심을 간추려 제

시한 다음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책적 함의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

한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함으로써 후속연구의 방향을 예상해본다. 

Ⅱ.  운송수단별 기오염원배출 황  선행연구의 검토

1. 도로운송과 선박운송의 대기오염원 배출 현황

  환경부(2005)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물질의 배출량

은 도로이동 오염원 118만 3,347톤(32.9%), 비 도로이동 오염원 31만 9,802톤(8.9%), 총

합 150만 3,14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359만 6,583톤의 약 4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원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는 1998년에 집계된 수송부문 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의 191만 톤(1998년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377만 톤의 50.8%)과 비교하여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이나, 수송부문이 전체 

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크다. 특히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동절기 난방이나 화력발전소 등에서의 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각각 4.8%와 18.2%에 불

과한 실정이며,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 배출량도 26.2%에 머물고 있어 

부분의 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수송부문에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신승식, 2002).

6) 보상잉여는 환경의 질이 개선되었을 때 원래의 효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된 환경의 질을 소
비하기 위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으로 정의되며, 보통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로 표현될 수 있다. 보상잉여는 정의에 따라       로 계
산된다.  한편, 동등잉여는 환경의 질이 개선된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과 동일한 효용수준에 
도달하기위해 실제 환경의 질 개선 없이 소비자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최소보상액으로 정의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불수용액(willingness to accept: WTA)으로 표시된다. 동등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Freeman, 1994; 곽승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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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의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율(2005년 기준)

* 자료: 환경부,『National Air Pollutants Emission 2005』2007.  

  또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아래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에 배출된 약 5억 980만 톤 가운데 수송부문에 해당하는 이동배

출원에서 발생한 양이 18.49%인 약 9431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90년부터 2002년

까지 수송부문에서 연평균 7.5%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한 에너지 소비량 증가량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7) 

<표 1>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1990~2002)
<단위: 천TOE>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90-’02

증가율(%)

전 환 18,085(14.6) 28,475(13.8) 43,046(12.4) 45,460(5.6) 48,185(6.0) 8.5

산 업 36,150(17.1) 62,946(5.1) 83,912(5.1) 85,158(1.5) 89,187(4.7) 7.8

수 송 14,173(15.5) 27,148(13.8) 30,945(8.1) 31,909(3.1) 33,763(5.8) 7.5

가정상업 21,971(9.4) 29,451(13.4) 32,370(1.4) 32,893(1.6) 34,299(6.8) 3.8

공공기타 2,812(5.9) 2,416(-2.2) 2,625(-0.9) 2,989(13.9) 3,191(6.8) 1.1

합계 93,192(14.1) 150,437(9.6) 192,887(6.4) 198,409(2.9) 208,636(5.2) 6.9

*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통계연보(2003)에서 발췌

7)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소비는 1990년 14,173천TOE를 소비하였으나, 2002년에는 33,763 천TOE를 소비
하여 이 기간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소비비중은 15.2%에서 16.2%로 
증사하였다. 이는 산업성장에 따른 물류증가와 자동차 대수 급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
지 경제 연구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장기정책 및 전략, 200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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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2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요약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CO2

배출

CO2

흡수
CH4 N2O HFCs PFCs SF6 순배출량

(CO2 천톤)
(CH4

천톤)

(N2O

천톤)
(CO2 천톤) (천TC)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509806 -43864 1233 52 8555 2152 12843 144930

1. 에너지 466202 275 3 129013

 가. 연료연소(부문별) 466202 44 3 127691

  1. 에너지 산업 146564 0 1 40037

  2. 제조업 및 건설업 147663 11 2 40459

  3. 수송 94311 16 1 25874

  4. 광업, 농림어업, 
     가정산업, 공공기타

77664 17 1 21321

  5. 기타 NO NO NO 0

 나. 탈루성 배출 0 231 0 1321

  1. 석탄 0 44 0 254

  2. 석유 및 천연가스 0 186 0 1067

이 하 생 략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6.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10년 까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게 될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5,873 천TC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 <표 3>에서 보는바

와 같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부분이 육상운송에 기인(21,330 

천TC, 약 78%)하며,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14%(3,875 천TC)로 

그 뒤를 잇는다. 반면 항공운송과 철도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약 

7%(1,883 천TC)와 1%(283 천TC)로 나타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량의 약 90% 이상이 도로와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 (2004년 기준)
단위: 천TC8)(%)

연도 합계 도로 철도 해운 항공

2002 27,381(100) 21,330(77.9) 283(1.0) 3,875(14.2) 1,883(6.9)

2010 35,873(100) 27,965(78.0) 387(1.1) 4,944(13.8) 2,578(7.2)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6. 

8) TC: Ton of Carbon Equivalent(탄소환산톤)-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을 지구온난화지수(GWP)에 기준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만든 단위를 말한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이를 탄소의 무게만으로 
다시 환산하여 비교하도록 만든 측정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는 탄소원자 1개와 산소원자 2개가 결합하여 
생기므로 이 중 탄소만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환산치에 44/12를 곱하여 추정한다(온실가스 
배출량×지구온난화지수(GWP)×44/12). 참고: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 http://energyvi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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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5년에 발생한 기오염물질의 총량은 3,596,583톤으로서 이 중 화물차(경부

고속도로 이용)에서 전체의 약 11.35%인 408,260톤, 선박(연한해운항로 이용)에서 전체

의 약 3.34%인 119,965톤이 각각 발생하 다. 이는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화물 

수송량인 약 40,438,294TEU의 76.5%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량 수송과 17.4%를 담당

하고 있는 선박수송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의 양을 각각 산출한 것이다. 기오염

물질 각각의 배출량은 다음 <표 4>와 같다.9)  

<표 4> 트럭과 선박의 연간 대기오염 배출량 (2005년 기준)
단위: 톤(t)/1년

TSP SOx NOx CO PM10 VOC NH3 계

화물차
15,265
(3.74%)

2,541
(0.62%)

254,000
(62.22%)

97,389
(23.85%)

15,265
(3.74%)

23,712
(6.81%)

88
(0.02%)

408,260

선박
3,261
(2.72%)

51,882
(43.25%)

54,311
(45.27%)

6,027
(5.02%)

2,022
(1.69%)

2,371
(1.98%)

91
(0.08%)

119,965  

*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 2007.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해 2005년을 기준으로, 1TEU의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기오염물질 배출량10)은 화물차에서 0.013192t/TEU가 발생하고, 선박에서 

0.017068t/ TEU가 발생함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거리(km)의 개념을 추가하여, 

1TEU의 화물을 화물차와 선박을 이용하여 1km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물질 배출량11)은 화물차(426.3km)에서 0.00003094t/TEU-km이, 선박(829.5km)에서 

0.00002057t/TEU-km 이 각각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경부운하가 

완공되리라고 예상되는 2012년에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운하를 이용하여 1TEU의 물류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기오염물질의 양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 시, 1TEU의 화물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

오염물질 피해

TSP 가시거리 피해, 아황산가스와 결합하여 호흡기질환 유발

SOx 눈을 자극하고 호흡기질환 유발, 수증기와 결합하여 농작물피해

NOx 눈과 호흡기를 자극, 스모그현상 발생시킴, 산성비의 원인

CO 혈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저해, 두통 현기증 유발

PM10 아토피, 천식, 안구건조증, 심혈관계 질환 유발

VOC
호흡기관 장애 및 암 유발, 광화학반응을 통한 스모그의 형성, 악취 발생, 도시오존농도의 상승, 

인화성이 높아 화재 및 폭발의 원인물질

NH3 악취, 농작물 피해, 폐와 눈을 자극

9) 또한 위의 일곱 가지 대기오염물질이 인간 및 환경에 각각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힌다.  

10)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간수송되는물류의총량
연간대기오염물질총량 

11)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간수송되는물류의총량
연간대기오염물질총량 

÷수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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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기오염물질량은,  

  연간수송되는물류의총량
연간대기오염물질총량 

÷수송거리 ×  .............................. <식 1>

이므로, 화물차에서 0.013192t/TEU-km의 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부운하를 이용한 선박운송 시, 1TEU의 화물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기오염물질량은,  

  연간수송되는물류의총량
연간대기오염물질총량 

÷수송거리 ×  .............................. <식 2>

이므로, 선박에서 0.011101t/TEU-km 의 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

다. 한편,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운하를 이용하여 1TEU의 물류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

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기오염물질의 양을 기오염요소 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12) 

<표 5> 대기오염물질 별 발생량 추정
단위: 그램(g)

TSP SOx NOx CO PM10 VOC NH3 계

화물차 28.99 4.69 482.57 185.01 28.99 52.86 0.13 775.87

선박 17.29 282.56 296.08 32.96 10.81 12.97 0.54 653.76

*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 2007을 기초로 추정.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보면, TEU-km당 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육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선박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오염물질의 양보

다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논의와는 반 로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지에서 선박운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오염의 정도가 육상운송으로 야기되는 기오

염의 정도 보다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역이 증 하고 해상물

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15년 정도 후에는 해안지역 기오염의 절반 정도가 선박

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

과 함께, 유럽 지역 내에서는 조만간 선박에 의한 기오염이 유럽 내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2020년에 이르러 육상의 모든 기오염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

석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Korea Maritime Institute, 2007).13)

12) 이 결과를 좀 더 실질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즉, 우리가 
2006년 국내 화물수송의 전부(약 690,000천 톤)를 화물운송 또는 운하운송으로 대체한다면 화물운송 
시에 총 535,440t, 운하운송 시에 총 450,570t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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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의 ICCT(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연구소는 전 세

계 해상에서 운행하는 선박들이 지상의 자동차, 트럭 및 버스가 배출하는 이산화황 양

보다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

고 있다(ICCT, 2007).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까지 기오염을 유발

하는 물질은 주로 육상운송수단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선박 

등 해상운송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기오염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양 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한 화폐가치 추정의 방법을 통해 활발한 논

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

이며 최근 일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육상교통 분야에 한해서 환경비용 추정이 시

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여 신승식(2002)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환경에 한 관

심이 급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적 환경오염 유발자인 운송수단에 한 비용 

추정이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론

이 최근에야 도입된 점을 1차적인 이유로 보면서도,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환경

오염속성이 지나치게 다양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다. 

 

2. 대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과 관련한 국내연구 사례

  경제적 측면에서 기오염이 초래하는 환경적 피해를 화폐적비용으로 환산하는 연구

는 서유럽과 북미지역에서는 이미 50여 년 전에 태동하기 시작하 다는 점에 비추어보

면 우리나라의 연구 실적은 상 적으로 빈곤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오염

과 환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연과학 및 보건학,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 자리 

잡기 시작한 환경학을 중심으로 기오염이 인체나 동·식물, 자연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환경에 한 경제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

는 1990년  초반이래로 꾸준히 그 지평을 확 해 가고 있는 중이며, 이를 시  순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 식·전 섭·나 린(1993)은 우리나라에서 기오염물질에 한 화폐적 가치 

추정에 있어 선구자적 연구를 시도하 다. 이들은 서울시내 665가구의 속성자료를 이용

하여 헤도닉가격모형(Hedonic Pricing Method)으로 오존(O3)의 농도가 0.03ppm에서 

13) 일례로,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향후 13년간 선박 대기오염이 
33~45% 증가하고 이산화황(SOx), 이산화탄소(CO2), 산화질소(NOx)의 경우 해상에서의 배출가스증가
량이 육상에서 줄어든 양을 상회하여 총체적으로 순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EEA, 
Transport and Environment: On the Way to a New Common Transport Policy, 2007. 2. 26, 
www.ee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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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ppm으로 개선될 경우에 한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오존의 단위ppm 당 환경비용을 

계산하 다. 그러나 이들은 운송부문과 관련된 환경오염 비용을 추정하지는 않았으며, 

추정 상 오염물질도 오존에만 한정하여 전반적인 환경오염비용을 추정하는 데는 미흡

한 부분이 있었다.

  Kwak and Russell(1994)은 조건부 가치 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서울시를 상으로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계획한 

수원지 수질 자동화  측정 장치와 비상보조저수지의 설치에 따른 환경 편익을 추정하

다. 수질상태, 타 환경재화, 기타 소득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관한 지불의사 함수를 

만들어 회귀분석 한 결과 298개 표본가구 당 지불의사는 월평균 2,560원 정도로 나타났

고 서울시민 전체의 평균지불의사는 연간 약 710억 원에서 940억 원까지로 추정되었다.  

  조준모(1996)는 복용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를 이용하여 이산화질소

(NO2)의 배출량과 호흡기질환 발생자수의 상관관계를 구한 후 피해함수 추정법에 의해 

재산 및 동식물에 한 피해비용을 추정하 다. 추정 결과는 1994년도를 기준으로 질소

산화물의 배출로 인한 인체 재산, 동식물 피해비용은 연간 약 7,463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준모(1996) 역시 임 식·전 섭·나 린(1993)과 마찬가지로 NOx 하나의 속성

에만 한정하 으며, 종합적인 환경비용을 추정하지는 못하 다.  

  임종수·김용건 et.al.(1997)의 연구에서는 CO, TSP, NOx, O3, SO2 등 주요 기오

염 물질을 포괄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 다. 이 연구에서는 기오염물질로 인한 호

흡기 질환 발생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조 415억 원에 달하며 이는 GNP의 약 

0.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엄 숙(1998)은 간접추정방법(Indirect Questioning Method) 중 회피행위 접근법

(Averting behavior Model)을 이용하여 환경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단위로 추정하 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표본 추출된 6,791가구의 2만 2,450명에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들이 호흡기 질환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완화비용(mitigating 

expenditure)을 통해 오존오염 감소의 한계편익을 계산하 는데 분석결과 1인당 연평균 

지불 의사액이 23,500원에서 34,600원으로 나타났다.

  유승훈·곽승준·김태유(1999)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다속성 효용이

론을 접목한 MAUT/CVM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서울시 기 질의 가치측정을 시도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기 질의 속성별 화폐적 가치의 총합은 개인 평균 약 

11,490원 정도임을 밝혀냈다.  

  홍갑선(1999)은 『교통관련 사회비용의 내재화 방안』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육상교

통 관련 사회 환경비용을 추정하 다. 홍갑선은 교통부문의 사회 환경비용을 유럽연합

교통본부(ECMT: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fer)의 구분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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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 소음, 교통 혼잡, 교통시설공급 등으로 나누고 조준모(1996)의 연구결과를 활용

하여 1997년의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인체손

상 외에도 재물의 손상이나 동식물 피해도 함께 다루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임 태(2000)는 간접추정법(Indirect Questioning Method) 중 속성가격기법(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하여 소음의 수준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차이를 분석하 는데, 분

석결과 한계소음가격은 지역과 평수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음 1dB 증가

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률은 0.3%로 추정되었다. 

  이성원·이 미(2000)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및 소음 등 여러 가지 환경

피해의 화폐적 환산을 위한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 가운데 포괄적의미의 환경피해 추정이 

가능하고 상 적으로 적은 자료수집비용이 요구되는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Stated 

Choice)을 통해 시법추정을 시도하 다.

  장지인(2001)은 경 학적인 시각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비용은 전통

적 회계에서는 인식의 상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타당성을 Exxon사의 Valdez 호수 기름유출사건의 예를 제시하

여 역설한다. 그는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환경재의 가치역시 기업의 재무지

표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김강수(2001)는 명시선호법(SPM: Stated Preference Method)을 이용하여 교통과 관

련된 표적인 환경 향인 기오염과 소음피해의 화폐적인 가치를 주택가격의 차이를 

통하여 추정하 다. 이 연구는 속성가격기법과 명시선호법을 혼용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오염에 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 의사액은 오염요소에 

따라 최저 4,700원에서 최고 5,540만원까지로, 소음에 한 지불 의사액은 가구당 평균 

67,400원으로 추정되었다. 

  신 철(2002)은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오염 수준이 급

성 호흡기 질환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고, 그 향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 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 개인이 일정 단위 간격의 

환경악화가 초래하는 호흡기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한계

의사지불비용(WTP: Willingness-to-Pay)을 조사하 으며,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10% 변화하는 것의 경제적 비용은 약 5억 3,000만원으로 추정됨을 주장한 바 있다.

  신승식(2002)은 유승훈 et al.(1999)과 마찬가지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다속성 효용이

론을 접목한 MAUT/CVM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운송수단별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

을 시도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도로운송과 연안 해운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은 각

각 2조 4371억 원, 1조 222억 원 임을 밝혀냈으며, 이는 총 3조 4,539억 원으로 2000년 

우리나라 GDP 51조 7,096억 원의 약 0.67%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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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훈·곽승준·이주석(2003)은 컨조인트 분석방법(Conjoint Analysis)을 이용하여 서

울시 기오염 향의 환경비용을 추정하 는데, 이 연구에서 유승훈·곽승준·이주석은 

서울시에서 현재의 악화된 기오염으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약 55,139원의 환경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추정하 다.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1조 7,106억 원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서, 이는 곧 비 시장재인 서울시 기오염 향의 환경비용이 연간 1조 

7,1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을 의미한다.  

  김상겸·김종호(2003)는 유지비용 접근법(Maintenance Cost Approach)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사업과 같은 국가개발 사업에 한 비용·편익분석 시 사회적 가치로 포합

되어야 하는 환경가치추정을 시도하 다. 이 연구는 교통부문의 개발 사업이 발생시키

는 환경적 가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 과정에 반 할 것인지를 개별 사업단위

별로 적용해 본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고 있으나, 기본 자료의 불

완전성, 환경비용 추정 방법론상의 문제, 그리고 환경비용 과소추정의 문제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조승국·장정인·김정인(2006)은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을 이용하여 수도

권 기오염 개선으로 인한 건강효과의 경제적 가치에 한 평가를 지도하 다. 이 연

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최고수준의 기 질에 한 건강효과의 가치는 연간 약 2,528억 

원에 달하며, 이와 같은 수준의 기상태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주민 각각은 최  

38,856원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승훈(2007)은 다속성 효용 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개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섬진강 하구의 환경가치 측정을 시도하 다. 이 연구에서 유승훈은 낙동강 하구의 환경

가치를 화폐단위로 추정하 을 때, 낙동강 하구가 인근지역주민들에게는 연간 15억 

2,000만원의 가치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140억 5,000만원의 가치가 있음을 밝혀냈다.  

3. 대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과 관련한 국외연구 사례

  환경에 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비교적 일찍부터 활성화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환경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한 연구가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상겸·홍종호, 

2003). 현재까지 환경을 포함한, 위생 교통, 건강 등을 주제로 한 가치평가 연구를 살펴

보면 약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1600건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Carson 

et al., 1994c). 이들 중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나열해보면 먼저, Randall, Ives and 

Eastman(1974)의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4개 주의 기 질에 관한 연구, 

Carson and Mitchell(1993)의 청정수법(the Clean Water Act)으로 인한 국가 수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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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편익에 관한 연구, Smith and Desvousges(1986)의 모농겔라강(Monongahela 

River) 정화작업에 관한 연구, 그리고 Briscoe et al.(1990)이 수행한 브라질의 식수공

급에 관한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기관에서 실시한 환경가치평가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표적이다.  

  80년  말부터 90년  초 까지 유럽각국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한 연구사

례로는 OECD 산하 ECMT(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fer, 1998)의 

연구가 표적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으로서 기오염과 이산화

탄소, 소음 및 교통사고의 비용을 추정하 는데 이 가운데 유지비용법(Maintenance 

Cost Approach), 속성가격기법(Hedonic Price Model), 명시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을 활용하여 추정된 도로소음의 비용은 략 GDP의 0.3%로 나타났다. 또한 

INFRAS/IWW(1995)의 공동연구에서는 손실함수법(Damage Function Approach), 유

지비용법(Maintenance Cost Approach), 명시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 등의 

방법론을 함께 적용하여 추정치 차이를 비교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손실함수법을 이

용해 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인체, 건물상의 피해를 전체적으로 추정하 다. 그 결

과, 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별로 최저 GDP의 0.25%에서 최고 1% 정도 수준으

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10년간의 환경의 가치추정과 관련된 연구들 중 기오염의 

화폐적 가치추정을 시도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Wardan et al.(1997)은 국 에딘버러의 가구와 회사에 한 명시선호 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기환경의 질과 교통접근도의 화폐적 가치를 도출한바 있다.

  Lee and Lee(2001)는 항공기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기 위해 헤도

닉가격기법을 적용하여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한 김포공항주변지역의 2000년도에 매매

된 아파트 220가구를 상으로 추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감지단위 한 단위가 증

가할 경우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3.19%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agliara et al.(2002)과 Kim et al.(2003)은 국 옥스퍼드 지역주민들의 주거입지선

택요인―교통, 소음, 교육 등―과 각 요인의 가치와 교환비용에 해 명시선호 자료를 

이용하여 컨조인트 이산선택모형으로 추정하 다. 

  Elliason et al.(2002)은 컨조인트 이산선택모형과 헤도닉가격모형 모두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에 내재된 기 질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 으며 두 모형으로부터 얻어진 추

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en et al.(2005)는 만의 기오염표준지수(the Pollution Standard Index)를 이

용하여 기 질 개선이 건강에 미치는 향의 화폐가치(WTP)를 다양한 조건부가치측

정법으로 추정하 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출발

점편의(starting point bias), 정박효과(anchoring effect), 긍정응답편의(yea-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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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의 정도를 추정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ㅡ정박효과와 긍정응답편의를 통제할 

때 기 질 개선이 건강에 미치는 향의 화폐적 가치가 더 크게 추정되었으며 그 이유

는 출발점 편의와 정박효과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긍정응답편의는 추정

된 평균 WTP의 1.46% 수준으로, 화폐가치로는 기오염수준이 ‘건강에 나쁨

(unhealthy)’에서 ‘중간(moderate)’ 수준으로 개선될 때 NT72$, ‘중간(moderate)’에서 

‘좋음(good)’ 수준으로 개선될 때는 NT4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Mitchell(2005)은 국 Leeds 지역을 상으로 주행세가 기 질 개선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 도시 기 질의 개선 가치를 추정하고 있지는 않

지만 다양한 주행세를 적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주행세의 적용이 도심의 기 질

(NO2)을 개선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응용하면 주행세 적용 이전과 이후

의 기 질 개선정도와 차량운행 감소정도를 이용하여 기 질 개선 편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Maddison(2005)은 런던의 일별 병원이용 자료와 기오염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을 한 결과 PM10 이 1% 감소할 경우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확률을 0.14%저감

시킨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심장질환에 관련된 비용이 기오염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PM10 의 집적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병원이용

의 13%를 설명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응급치료비용은 1996/7년 가격으로 1

건당 평균 1,400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운송수단에 따른 기오염피해의 경제가치 측정방법

  김상겸·홍종호(2003)는 화경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가치추정의 상과 추정과

정에 따라 크게 물리적 연계모형(Physical Linkage Model)과 행태적 연계모형

(Behavioral Linkage Model)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연계모형은 추정과정

상 실험적 방법에 의존하거나 개선의 직접적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범

주에 속하는 표적인 방법으로는 유지비용 접근법(Maintenance Cost Approach)과 손

실함수 접근법(Damage Function Approach) 등이 있다. 

  반면 행태적 연계모형은 환경가치를 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묻느냐, 체시장에 포함 되어

있는 환경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 다시 구분된다. 전자에 속하는 방법으

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Analysis)이나 명시선호분석법(Stated 

Preference Method), 속성가치를 감안한 조건부 가치 측정법(MAUT/CVM: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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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행위 모형(Averting Behavioral Model) 추정법, 여행 비용모형(Travel Cost 

Model) 추정법, 속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추정법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김상겸홍종호(2003)의 대상과 과정에 따른 환경재의 가치 추정법 분류

Physical Linkage Model Behavioral Linkage Model

Maintenance Cost Approach

<Direct Question> <Indirect Ques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verting behavior

Model

Damage Function Approach

Stated Preference

Method
Travel Cost Model

MAUT/CVM Hedonic Price Model

  

  한편 유승훈(2007)은 조사하고자 하는 상의 가시적인가 또는 가상적인가를 기준으

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즉, 현시 선호 평가법(Revealed Preference Method)과 

진술 선호 평가법(Stated Preference Method)으로 나눈다. 현시 선호 평가법은 사람들

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 즉, 현시된 선호(revealed preference)에 기반 하여 비 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표적인 방법으로 여행비용 평가법과 헤도닉 

가격기법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진술 선호 평가법은 현시된 선호를 관측하기 어려울 때나 그 선호가 정확하다

고 보기 어려울 때, 가상적인 시장에 사람들을 몰입시켜 그 상황에서 가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여 이에 한 선호, 즉 진술된 선호(stated preference)를 이용하여 환

경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적 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컨조인트 분석방법(CA: Conjoint Analysis)이 있는

데, 여기서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은 편익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직접적 접

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컨조인트 분석법(CA)은 간접적으로 편익을 유도한다는 측

면에서 간접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유승훈(2007)의 가시성과 가상성에 따른 환경재의 가치 추정법 분류

현시 선호 평가법

(Revealed Preference Method)

진술 선호 평가법

(Stated Preference Method)

성격 가시적 가상적

종류 1
여행비용 모델

(Travel Cost Model)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직접적 접근법]

종류 2
헤도닉 가격 기법

(Hedonic Price Model)

컨조인트 분석방법
(CA: Conjoint Analysis)

[간접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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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기존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환경비용에 관한 가치추정

을 시도한 부분의 연구는 주로 기오염물질의 한 종류, 예를 들어 NOx 또는 CO2 

등 특정 환경속성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국내에서 진행된 운송부문

의 환경비용 추정은 여전히 방법론적 정립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환경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운송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이 환경과 인간에 미

치는 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환경비용의 추정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

승훈(200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즉 현재까지 개발되고 응용

되어온 연구 방법론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 가장 공감을 얻고 있는 방법일 것,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환경피해 추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적용

된 방법론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 등에 따라 연구방법론을 선정하 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술 선호 평가법 중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한다. 첫 번째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환경재와 

같은 비시장재에 한 공공의 지불 의사액을 결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방법

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며(유승훈, 2007), Bjornstad와 Kahn(1996)

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도 

타당성 및 신뢰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 기준에 의한 선

행연구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신승식(2002)의 도로수송과 연안해운의 환경비

용을 추정 및 비교한 연구에서 다속성 효용이론(MAUT)과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

을 혼합한 다속성 효용평가법(MAUT/CVM)을 사용했음에 주목한다. 또한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 예를 들어 유승훈·곽승준·김태유(1999)의 서울시 

기 질 속성의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신 철(2002)의 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효과의 경

제적비용에 관한 연구 등에서도 역시 다속성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다속성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조건

부 가치 측정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1. 연구방법: MAUT/CVM

  최근까지 환경오염이나 기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 가치추정방법론

은 현시적인 모형으로는 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과 여행비용 모형

(Travel Cost Model)이, 명시적인 모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 있다(신승식, 2002). 운송수단에 따른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

정에는 명시적 모형으로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 유효할 것이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은 마치 환경에 해 그들의 지불이 요구되는 것처럼 환경자원에 하여 얼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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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부여하는지에 해서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는 환경에 관련된 사회적 가치

를 추정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온 방법으로, 시장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상품들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 방법에 의해 계산된 가치들은 환경

개선 또는 환경저해를 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원가와 효익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분석가와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한다. CVM은 거의 모든 환경재의 가치평

가에 현재 사용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하나는 비사용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손실이든 환경개선이

든 아무 것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CVM은 제안된 환경변화에 한 사전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계획을 위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장지인, 2001).

  그러나 이러한 가치추정 방법은 오존(O3) 등과 같은 단일속성이 야기하는 환경비용을 

추정하는 제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운송 수단으로부터 발생

하는 기오염의 세부적인 피해사항, 즉 호흡기 질환의 발병위험 및 그로인한 사망위험 

증가, 지구온난화, 먼지피해, 그리고 시정거리 피해 등 환경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

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Kahneman and Knetsch(1998)도 이 방법론의 단점

으로서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의 결여 및 비 구분효과(embedding effect)의 발생

가능성의 두 가지를 제기14)했는데 이는 현재 조건부 가치 측정법 결과의 신뢰성에 해 

의문을 품는 학자들의 반 논리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단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학자들은 가치유

도에 있어서 보다 ‘구조적인(constructive)’ 접근방법을 제안한 바 있으며(Gregory et 

al., 1993), Baron(1996)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의 단순적용에 효과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환경재 가치의 다차원적 성격과 인간선호의 구조적 성격에 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람들이 선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오염의 속성이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이들 속성의 가치가 종합되어 하나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속성 효용이론과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 혼합된 ‘다속성 효용

평가법(MAUA: Multi-Attribute Utility Assessment)’, 다른 표현으로는, ‘다속성 효용

이론에 근거한 조건부 가치 측정법(MAUT/CVM: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도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MAUT는 복잡한 의사결정에 한 식견을 얻는 데 유용한 통계적 의사결정이론으로

14) 여기서 이전가능성이란, 상황변화에 따라 어떤 연구결과를 수정하여 다른 대상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것의 결여는 매 연구대상에 따라, 혹은 작은 상황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운 연
구를 시행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또한 비 구분효과는 여러 개의 대상을 동시에 평가하려고 
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독립적인 대상의 각각 다른 속성적 가치의 
총합과 전체적으로 평가되는 대상 집합의 속성적 가치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즉,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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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개념적인 구조를 도입하고 있으며, 심리학, 경 학 등으로부터의 일련의 응용기법

과 실증경험에서 개발된 의사결정이론을 포함한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속성의 가치로

부터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가치에 숫자를 무리 

없이 부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공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유승훈 et al., 1999). 즉, 

MAUT는 원래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에 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의 선택에 

가중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선택에 도달하는 경 학의 의사결정방법론으로서 

출발하 으며, Gregory et al.(1993)등에 의해 환경재의 가치평가에 처음으로 적용되었

다.15) 그러나 Manemann과 Kaninnen(1996)은 통상적인 MAUT가 환경재의 가치에 

한 사람들의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반 하지 못하므로 화폐적 가

치를 제시하는 후생개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 고, 이에 McDaniels(1996)는 

전력산업의 환경평가에 해 MAUT를 적용하여 안평가를 위한 다속성 효용지수를 

도출하 을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WTP 후생개념의 가치측정

을 제안하 다. 이에 Dale et .al.(1996)은 MAUT 구도 하에서 WTP를 최초로 측정하

으며, 이때 비로소 MAUT와 CVM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의 다속성 효용평가법

(MAUA)이 탄생하게 된다(유승훈 et al., 1999).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MAUA는 환경재화의 가치추정에 있어서 다양한 편의

성을 제공하는데, 신승식(2002)의 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AUA는 궁극적

으로 화폐적 가치추정을 위해 CVM의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존

재가치의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MAUA는 CVM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비 구분효과

(embedding effect)를 극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VM에서 발생되는 비 구분효과는 

피 설문자의 도덕적 만족감, 비전문가의 혼란 등에 의해 발생되는데, MAUT/CVM은 

설문 상을 전문가에 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 구분효과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MAUT/CVM은 각 속성에 해 가중치와 화폐적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사한 속성을 갖는 다른 환경재의 가치평가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즉, 각 속성별로 

가치의 지수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MAUT/CVM은 CVM의 단독 적용이나 헤도닉

가격모형과 같이 많은 자료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헤도닉가격모형의 경

우 소비자의 현시된 지불의사를 추출하여야 하며, CVM 역시 해당분야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으로부터 보편적 가치를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 반

면, MAUT/CVM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설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인에 한 설문조사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15) 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이 단일 속성에 의해 발생되기는 어려운 다양한 속성의 종합적인 결과이
며, 이의 피해자인 인간 역시 개별 경제주체의 단일효용함수가 모두 결합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
서 이들은 MAUT를 통해 비 시장재인 환경재의 종합적 가치평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MAUT
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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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MAUT/CVM의 방법론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즉, 이용가치와 존재가치의 동시추정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본 연구의 주제인 경부운하와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하게 될 

가상 상황에서의 환경가치추정을 가능하게 해 주며, 설문조사 상을 전문가에 한정함

으로서 비 구분효과 역시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환경 분야의 전문

가들을 상으로 WTP를 추출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질적 한계인 연구비용상의 한계, 

즉 CVM 만을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발생하게 될 막 한 양의 설문조사 비용의 문제를 상

당부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리하자면 MAUT/CVM은 분석이 용이하고 결

과가 명료하며, 무엇보다 체수단이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제를 가장 효율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른 어떤 방법론 보다 적실성이 있

는 방법론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 가치측정대상 및 대기오염 영향의 속성 정의

가. 가치측정의 대상

  기오염에 한 우려는 전 지구적인 기온상승16)과 함께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 및 

서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문제에 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는 최근 

들어서야 한국 사회 내에서 쟁점화 되기 시작하 고,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변화의 폭이 커지고, 절기상 봄이 시작하는 3월과 4월의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17)가 일어나는 등, 이상기온 현상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기후변화에 한 관심이 증 하게된 것에 기인한

다. 이러한 한국사회 내 기후 관련 이상조짐들의 근본적 원인은 기오염에 있으며, 이

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하 다시피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기오염원은 수송부문18)에서 발생

16) 특히 프레온 가스의 사용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는 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시점이 
1970년대 후반인 것,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구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는 점에 비추어보면 발견 및 대응의 시기가 매우 늦었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이 인
간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에 사람들의 인식 상 그 중요성이 매우 평가절하 되었다는 점
이다. IPCC 2007 참고.

17) 산림청은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식목일(4월 5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광역자치단체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산림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7년 3월21일자 10면 보도자료 참고.

18) 2005년 현재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41.79%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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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현재 운송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에 한 

평가가 행정부 차원의 국토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반드시 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

행가능하고, 한국사회 내 모든 국민들에게 수용이 가능하며,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유

연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오염 향들의 속성별 화폐가치

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여러 속성과 수준들로 이루어진 운송부

문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이 상황에 한 평가를 통하여 

기오염 향의 속성별 가치들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도로운송부문

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과 현재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경부운하에서 발생하

게 될 기오염의 환경비용을 각각 연구 상으로 한다. 

나. 대기 질 속성의 구분 및 정의

  운하운송과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운

행으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속성을 식별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선행 연구들(유승훈 et. al., 1999; 신승식, 2002; 유승훈 et. al., 2003)에서 진행한 과

정을 상당부분 참고하 으며, 해당되는 속성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의 

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비용 추정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

경속성들 중 여섯 가지를 추려냈다.   

  다음으로 상 속성들을 선정한 후 익명의 전문가를 상으로 한 1차 수정을 통하여 

속성을 최종 결정하 다. 이 과정에서 연구 상의 최종 속성을 결정하기 위해 역시 선

행연구들에서 정립한 바와 같은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하 다. 첫째, MAUT와 

부합하기 위해 속성은 서로 직교(orthogonal)하거나 독립(independent)19)이어야 한다. 

둘째, 가능하면 속성의 수는 적어야 하는데, Phelps와 Shanten(1978)에 따르면 8개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속성은 쉬운 설명과 직설적인 사진, 도표, 삽화와 같

은 시각적 도구로 묘사되어 설문 상자의 속성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속성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즉, 어떠한 중요한 사실도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속성은 기 질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이성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심집단에 한 사전조

사(focus group pretest)를 실시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다음 여섯 가지의 속성을 정의하 다; 사망위험, 질병위험, 먼지피해, 시정거리피해, 

농업생산피해, 지구온난화.

19) 또는 이에 근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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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위험

  기오염물질의 누적은 인간을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다. 증가된 기오염에 7년 정

도 누출되어있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기오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

르게 되는 질환은 주로 폐암이 많다(김윤신, 1982). 사망위험(mortality) 속성의 평가단

위는 현재수준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관련 질병(주로 폐암) 사망자 

수로 하 다. 

(2) 질병위험

  기오염은 주로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진폐증 및 비인두질환 등의 호흡기 질

환을 유발한다(김용억, 1991). 예컨 , 서울  예방의학과가 1996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시내 35개 종합병원 응급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오존농도가 구제치인 

0.1ppm을 넘게 되면 그 후 2~3일 동안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질병위험(morbidity)의 속성에 한 평가단위는 현재수준을 초과하여 추

가적으로 발생되는 1년 동안의 호흡기 관련 질병 환자수로 하 다.  

(3) 먼지피해

  기오염물질 중 먼지피해는 물체의 표면이나 의류를 오염시켜서 청소비용과 세탁비

용을 증가시키며 이와 관련된 노동도 증가시키는 피해를 가져온다(Watson and Jaksh, 

1992). 먼지피해 속성의 평가단위는 먼지증가로 인해 청소도구, 세제, 전기요금뿐만 아

니라 이와 관련된 가사노동까지 포함한 총비용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비율(%)로 하 으

며, 평가범위는 상한을 20%로 하 다. 

(4) 시정거리피해  

  시정(가시)거리란 기 중에서 사물의 형태와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최 거리를 말한

다. 안개, 강수, 습도, 풍향, 풍속, 기압 등과 같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 시정거리가 감소

하기도 하지만, 최근 관심의 상이 되고 있는 것은 ‘ 기오염물질에 의한 시정거리 악화 

현상’이다(McClelland et.al., 1993). 속성의 평가단위는 시정거리(km)로 하 다. 

(5) 농업생산피해  

  기오염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향은 1944년 미국 LA에서 아황산가스와 오존(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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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오염 향권 수십km 이내 부분의 식물이 죽은 사건 이후에야 인식되기 시

작하 다. 기오염물질은 식물의 섬유질을 손상시키고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곡물, 

채소, 과수 등에 피해를 입힌다(농촌진흥청, 1985). 속성의 평가단위는 곡물, 채소, 과수 

등을 포함한 연간 농업생산의 피해율(%)로 하 다.  

(6) 지구온난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량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는 인체

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으나 전 지구적인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한 해수면상승, 식량생산 감소, 생태계 파괴, 강수량 변화 등의 파생효과는 인간생활

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속성의 평가단위는 지구상의 평균온

도가 현재수준보다 상승하는 2050년경의 온도로 하 다.

3. 기본 추정모형으로서 단일속성 효용함수와 다속성 효용함수

  

가. 단일속성 효용 함수(Single-Attribute Utility Function)

  앞에서 결정된 각각의 속성에 해 응답자들의 효용함수를 결정한다. 우리는 이를 단

일속성 효용함수(single-attribute utility function)라고 부르며, 이들을 수식적으로 결

합한 것이 다속성 효용함수(multi-attribute utility function)이다. 단일속성 효용함수의 

결정은 먼저 증가와 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효용함수의 주어진 속성수준의 범위

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지만 그 경향은 사회적인 바람직성에 따라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예컨 , 이 연구에서 최종속성집합에 포함된 모든 속성들은 감소함수가 된다. 

  다음단계는 위험태도(risk attribute), 즉 위험기피, 위험중립, 위험선호에 다라 효용함

수의 완전한 형태를 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부분의 MAUT 선행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험중립을 가정한 선형 효용함수를 상정하며, 그 형태는 

  u(x) = a + bx ........................................................................................................... <식 3>

이다. 여기서 x 는 속성수준이며, a, b 는 u 가 0 에서 1 사이에 걸치도록 보장하는 상수이다.  

나. 다속성 효용 함수(Multi-Attribute Utility Function)

  단일속성 함수를 결정한 다음에는 이들을 결합하여 속성의 주어진 범위에서 속성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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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한 견해를 수학적으로 표하는 다속성 효용함수를 개발해야 한다. 다속

성 효용함수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여러 안의 속성에 한 독립성의 유무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선호 독립(preferential independence), 효용 독립(utility independence), 

가법 독립(additive independence)의 세 가지가 있다(Fishburn, 1965).  세 가지 독립조

건이 모두 만족일 때 다음과 같은 가법적(additive) 다속성 효용함수가 적절하다

(Keeney and Raiffa, 1976).

  U(x) = k1 u1(x1) + k2 u2 (x2) + …… + kn un (xn) ..................................... <식 4>

  여기서 U는 다속성 효용함수, u i (x i)는 속성 i 가 특정수준 x i 에서 평가되는 단일

속성 효용함수, k i 는 u i (x i) 가 U 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scaling 

constant)로서, k 1 + k 2 + … + k n = 1 이 성립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

의될 수 있다.

  U(x) = 
 

 ki ui(xi)  ............................................................................................ <식 5>

 

  본 논문에서는 다속성 효용함수로 가법형을 이용한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된 한국 

기 질 속성들이 독립성을 만족하는 지에 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속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감소되는지를 의미하는 일종의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의 관

점에서는 독립성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 즉, 나머지 속성들은 일정수준을 유지한 채 

어떤 한 속성만을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속성들을 평가하는 일종의 가치화함수(valuation function)의 관점에서는 속성들의 독립

성이 만족될 수 있다. 즉, 설문지는 응답자가 한 속성에 해 평가할 때 다른 속성의 수

준은 항상 일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속성에 

한 평가 시 이후 설명될 스윙기법을 이용하면 독립성이 만족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다. 통상 독립성이 만족되지 못하면 보다 복잡한 승법적(multiplicative) 효용함수를 이

용해야 하는데, 승법적 효용함수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문항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전

문가를 상으로 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거의 부분의 

연구에서는 가법적 효용함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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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을 한 연구 차  연구모형

1. 주요연구절차

가. 설문개요와 설문지의 작성 

  본 연구에서는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여 간 국제통상 분야와 환경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상으로 두 차례의 설문과정을 수행하 다. 응답자들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육상교통 관련 전문가 5명, 육상물류 관련 전문가 5명, 해상물류관련 전문가 5명, 

일반 환경관련 전문가 5명 이었으며, 응답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학교수 10명, 국

가 기관 연구소 연구원 5명, 정부 관료 5명 등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5  5

고, 연령별로는 40 가 가장 많은 10명, 30 가 5명, 50 가 3명, 20 가 가장 적은 2명 

이었다.

  일반적으로 CVM에 의한 설문조사는 크게 조사기획 단계 및 실사 단계로 구분되고, 

조사기획단계는 자료수집과정과 설문지 작성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의 수정작업을 하게 

된다(Yoo and Chae, 2001). 다음으로 1차 확정된 설문지를 토 로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을 선택하여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한 후 수정을 거쳐 설문지의 내용을 최종 확

정하게 된다. 실사단계에서는 확정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설

문을 하기위해 필요한 여러 단계가 포함된다. 즉 설문조사원 교육, 설문 실시, 설문지 

작성, 자료입력, 확인 및 수정 단계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분석단계로 넘어간

다. 본 연구에서는 3명의 전문가를 상으로 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 로 설

문지를 수정 및 보완했고, 연구조사방법론에 있어 전문가인 익명의 교수의 조언을 받아 

조사의 매 단계를 진행하 다. 각각의 절차에 해 본 연구에서 행한 내용에 해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하기위한 첫 단계로서 조건부 시장(contingent 

market)을 설정하기에 앞서, 한국 사회 내 전반적인 기오염의 정도에 해 설명하

으며,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의 정도, 그리고 운송과정에서 유발되는 기

오염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기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본 연구의 주제와 관

련된 배경 현상에 해 응답자들에게 먼저 설명하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각적 보조 

자료를 제공하 으며,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기오염 상황에 한 

개략적인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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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불수단 및 지불의사 유도방법20)

(1) 지불수단 

  조건부 시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응답자가 밝히고자 하는 지불의사

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성 있는 지불수단이 되도

록 시장을 설정하는 것은 응답자가 진정한 가치를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가상

적 상황을 좀 더 현실화 시킨다는 점, 또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접하게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Mitchell and Carson, 1989).

  특정 지불수단을 결정할 때에는 첫째,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와의 관련정도, 둘째, 응

답자의 결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정도, 셋째, 여러 가지 편의(bias)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1)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라는 형태의 지불수단을 제시하

으며, 이는 한 가구에 매년 1회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 다. 또한 운하운송과 도로운

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환경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

책방안을 제시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평가 상으로 하 다.  

(2) 지불의사 유도방법 

  앞서 언급하 듯이 본 연구에서는 현실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형과 

국민투표에서 하는 유형과 유사한 양분선택형(DC, dichotomous choice) 질문법으로 먼

저 지불의사를 유도한 다음에 개방형으로 WTP의 수준을 직접 묻는 방식을 사용했

다.22)23) DC 질문법은 략 WTP로 결정될 것이라 기 되는 수치가 적힌 설문지를 응

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는 이보다 자신의 WTP가 크다면 ‘예’,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요’ 라고 응답하게 하고 이렇게 구해진 자료에서 설정된 금액의 함수형태로 ‘예’라

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평균 WTP를 구한다(한국전산원, 2004).24) 

즉, DC 질문법은 단 1회에 걸쳐서 미리 설정된 금액을 ‘공공재의 공급 가로 지불할 

20) 유승훈(2007-a)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21) 즉, 평가하려는 대상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있으며 사실과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2) DC 질문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응답자에 매우 친숙하다. 예컨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시장가격
이 1,000원일 때, 합리적 소비자라면 그 물건의 사용으로부터 얻게 될 효용이 1,000원과 같거나 크면 
물건을 구매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
할 시 투표자는 그 법안의 내용이 좋으면 ‘예’라는 응답을 , 싫으면 ‘아니요’라는 응답을 할 것이다.

23) 지불의사 유도방법은 양분 선택형 질문법 이외에도 직접질문법, 경매법, 지불카드법 등의 네 가지 방
법이 존재하나, 현재는 이들 중 양분 선택형 질문법이 거의 유일하게 이용되고 있다. 

24) 이때 ‘예’ 나 ‘아니요’로 대답하도록 제시되는 금액은 시범조사 등을 통해 대강의 WTP 구간을 구한 뒤 
그 구간 내에서 선택된 임의의 액수를 임의의 응답자에게 질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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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가 있는가?’라고 불어보면, 응답자가 ‘예/아니요’로 한번만 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양분선택형 질문법도 단일경계(single-bounded) 뿐만 아니라 이중경계(double 

-bounded) 그리고 최근엔 삼중경계(triple-bounded)의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가

치 추정법 연구가 나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25)26)을 이용하며, 선행연구와의 방법론

적 일관성을 추구함에 따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과 직접 질문법을 결합하 다. 

  요약하자면, 존 연구에서는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서 응답자가 답하기 용이하여 응

답률이 높고, 출발점 편의나 설문조사원 편의에 의한 향이 적으며, 비합리적 지불의사

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면서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법

을 이용하되 MAUT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질문으로서 WTP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묻는 

개방형 질문을 덧붙 다.

다. 제시금액 및 설문방법

(1) 제시금액

  제시금액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WTP의 평균값에 민감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값의 범위를 넓게 하

여 제시금액을 결정하 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3명의 전

문가를 상으로 하여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한 후, 이들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

로 초기 제시금액은 2,000원으로 결정하 다. 각 연구 상별 첫 번째 제시금액은 2,000

원부터 16,000원까지 첫 제시액의 2배씩 증가하는 간격의 총 5개로 하 다. 

(2) 설문방법 선택

  설문방법은 개별면접설문, 전화설문, 우편설문 등이 있다. 경부운하를 통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과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과정에

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은, 만약 일반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몇 가지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으로 인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25)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hanemann(1985)이 최초로 제안하였고, Carson et al.(1986)에 의해 최
초로 실제 연구되었다. Hanemann et al.,(1991)에서 인용, p. 1255.

26) 이는 두 번의 질문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첫 양분선택의 질문에서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반대로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최초금액 보
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다시 의향을 묻는 방식이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질문으로 인해 정보
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우려했던 통계적 비효율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전산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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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있어 주요 설문 상은 전문가들이므로 양자의 환경비용 추정은 큰 무리 없이 

우편설문이 가능하 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일 일 개별면접방법을 통해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시간적 금전적 한계는 우편설문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충분히 극복되었다. 20명의 설문 상자들을 익명의 한 교수로

부터 추천받아 사전 전화 통보 후 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설문지 회수작업을 완료한 후 

다시 응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다시 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편조사의 가장 큰 난점인 회수율 문제와 응답의 진실성 및 일관

성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3) MAUT 질문

  MAUT/CVM에서는 응답한 WTP 값을 분해하는데 있어서 스윙기법(swing 

weighting)을 사용한다.27) 본 연구에서 스윙기법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

경전문가들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중요도에 따라 평가기준들의 순위를 나열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에 100점을 주고 상 적 중요도에 따라 감소

하는 형태로 점수를 매긴다.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 경우 무차별 선호를 허용할 수 있도

록 같은 점수를 매겨도 무방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평가기준의 점수들을 정규

화하여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의 가중치를 종합화

(aggregation)하기위해 개별 평가기준별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구하여 개별 평가기

준에 한 전체 가중치를 도출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스윙기법의 예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TEU의 물류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게 될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약 0.013192t/TEU-km이고 2006년을 기준으로 모든 물동

량을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운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535,440t /TEU-km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으로 하여금 ①사망위험, ②질병위험, ③먼지피해, ④시정거리피해, 

⑤ 농업생산피해, ⑥ 지구온난화 등 6가지의 대표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중 귀하

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속성의 순으로 아래 빈 칸에 위의 번호를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7) 스윙기법은 다속성 효용평가방법론(multi-attribute utility assessment)의 하나로 다양한 평가기준들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의사결정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 Clemen, 1996; Dale et al., 1996. 다양한 
평가기준들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각 평가기준의 범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심리학 및 
공학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중치 결정방법이다. 한상용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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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순 위 점 수

① 사망위험

② 질병위험

③ 먼지피해

④ 시정거리피해

⑤ 농업생산피해

⑥ 지구온난화

<그림 2> 스윙기법 질문 예시

라.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서 MAUT/CVM을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조사 상자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 즉,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설문을 필요로 하

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1인에 한 설문조사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의 경제

적 가치 추정의 문제와 같이 시장적 가치보다는 공공적 가치가 큰 연구 상에는 일반인 

다수의 의사보다 소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문적 견해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설문 상 선정 범위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단위로 설문 상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격렬한 찬·

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보아 설문 상 선정에 있어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한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부운하 건설에 한 찬반여부를 설문 문항 중에 포함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 으며, 

찬성하는 전문가 10인, 반 하는 전문가 10인으로 하여 공정성을 기하 다.  

  본 연구의 설문 상자들의 직업은 학교수와 정부 관료, 그리고 시민단체 임원의 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정치적 성향이 짙은 시민단체 소속 인이 환경가치에 해 과 추

정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설문 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경부운

하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소속된 전문가들 역시도 과소추정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 모두 설문조사 상 집단에 포함하기로 한다. 설문단위는 개인으로 

하 다.  

  이들 상에 한 실제적인 설문조사는 2008년 5월 중순부터 말까지 보름동안 조사

방법론의 전문가인 익명의 한 교수부터의 조언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조사순서는 학

교수집단, 정부 관료집단, 시민단체집단의 순이었다.

  앞서 언급한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설문지를 가능한 한 쉽고, 짧고, 압축된 형태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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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자 하 으며, 그림 및 도표 등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피 설문자의 이해를 도왔

다.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3

인의 실험자를 선택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검증하 다.      

2. WTP 추정 모형28)

  여기서는 앞서 Ⅲ장에서 제시한 환경비용 추정함수의 기본 형태를 본 연구의 성격에 

맞추어 교정한 WTP 추정모형을 제시한다. 편의상 한 설문 상자에 해 설정된 모형 

내의 각 변수들의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xi =  속성 i 의 수준( i = 1, 2, 3, 4, 5, 6)

  xim =  속성 i 의 최고 선호수준

  xil =  속성 i 의 최저 선호수준

  wi =  속성 i 에 해 백분율로 표현된 가중치(0≤wi≤100)

  ki =  속성 i 에 한 비례상수

  ui(xi) =  속성 i 에 한 단일속성 효용함수

  U ≡ 




ki ui (xi) =  6개 속성에 한 가법적 선형 효용함수

  M =  설문조사 질문 이전 상태의 응답자소득

  Yi =  속성 i 의 최저 선호수준에서 최고선호수준으로 변화를 달성 하기 위한 WTP

  YT =  6개 속성 전체에 한 WTP

  편의상, 속성 1과 속성 6을 각각 가장 중요한 속성, 가장 덜 중요한 속성이라고 하고 

속성 2, 3, 4, 5에 따라 중요성이 감소한다고 하자. 설문을 제 로 마친 응답자는 WTP 

질문 이전에 다음의 효용함수를 가진다.  

  U0 = k1 u1(x1l) + k2 u2(x2l) + …… + k6 u6(x6l), (소득 = M) ................... <식 6>

속성 1에 해 지불한 후에는 다음의 효용 함수를 가진다.

  U0 = k1 u1(x1l) + k2 u2(x2l) + …… + k6 u6(x6l), (소득 = M - Y1) ......... <식 7>

28) 주로 유승훈(2007-a)을 참조하였음.



운하운송 및 도로운송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의 경제적 가치 비교분석  181

마찬가지로 6개 속성 전부에 해 지불한 후에는 다음의 효용함수를 가진다.

  U0 = k1 u1(x1l) + k2 u2(x2l) + …… + k6 u6(x6l), (소득 = M - YT) ........ <식 8>

  식 (Ⅵ-1), (Ⅵ-2), (Ⅵ-3)과 ui (xim - xil) = 1 로부터 U1 - U0 는 k1과 같고, UT 

- U0는 1( = k1 + k2 + k3 + k4 + k5 + k6 )과 같다. 따라서 Y1과 YT는 각각 k1과 1에 

응된다. 마찬가지로 Y2, Y3, Y4, Y5, Y6는 각각 k2, k3, k4, k5, k6 에 응된다. 

효용과 화폐사이에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 <식 9>

식 (Ⅵ-4)로부터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 <식 10>

  또한 다속성 효용함수 U는 0에서 1사이의 범위에 있으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

  




   ......................................................................................................... <식 11>

  따라서 이미 각 개인에 해 관측 값을 가지고 있는 w1, w2, w3, w4, w5, w6 와 

Y1 또는 YT를 이용하여 식 (Ⅵ-5)와 (Ⅵ-6) 으로부터 각 속성에 한 WTP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3. MAUT/CVM의 적용절차 

  인터뷰의 설계와 시행은 3가지 기본적인 다속성 가치유도 전략을 반 한다. 첫째, 응

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들의 설정에 향을 미칠 것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 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그들의 판단과 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 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의문점이 있는 경우는 모든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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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하고 고려중인 문제에 해 의견을 밝히도록 장려하여 그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었다. 둘째, 본 연구자는 일관성 확인방편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여 가치

판단의 질을 높이려 하 다. 따라서 전체적인 판단에 한 질문을 한 후, 동일한 질문에 

한 값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호의 일관성을 체크했다. 셋째, 응답자에게 중요도의 관

점에서 먼저 순위를 매긴 후, 이전의 다속성 가치유도절차(Goicoechea, 1982)와 가치측

정이론의 지침들(Krantz et al.,1971)을 따랐다.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여러 MAUT 적

용절차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총 6단계를 채택하 다. 

가. 1단계 : 가장 선호하는 수준과 가장 싫어하는 수준의 판단

  각 응답자는 6개의 기오염 환경 향속성에 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수준과 가장 

싫어하는 수준을 결정한다. 여기서는 각 응답자가 제시된 6가지 속성에 해 충분히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속성을 설명하고, 관련된 시각적 도구들을 소개하면서 이루

어진다. 시각적 도구로는 사전조사를 통해 응답자에게 해당 속성의 내용을 쉽고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 다.   

    

나. 2단계 : 속성의 중요성 순위결정

  각 응답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6개의 속성을 가장 중요한 것에서 가장 덜 중요한 

순서가 되도록 순위를 정한다. 모든 속성이 1단계에서 평가한 가장 싫어하는 수준에 있

다고 상기시킨 후, ‘6개의 속성 중 하나를 가장 싫어하는 수준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준

으로 변화시틸 수 있다면, 귀하는 어느 속성을 가장 먼저 변화시키고 싶습니까?’라는 형

태로 질문하며, 나머지 5개 속성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묻는다. 여기서 응답자에게 강

조되는 점은 한 속성의 수준이 변할 때, 다른 속성들의 수준은 고정이라는 것이다.    

다. 3단계 : 속성의 중요도 평가

  순위결정 작업은 정확하지 않은 서수적인 판단만을 요구하므로, 응답자에게 각 속성

의 상 적 중요도에 관해 주의 깊게 생각하게 하여 점수를 매기게(weighing) 할 수 있

다. 점수를 매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지만 스윙기법(swing weights)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응답자는 가장 중요

한 속성에 100의 점수를 주고 속성의 상 적인 중요도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로 점수를 

매긴다. 점수는 합해서 특정한 숫자가 될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감소형태가 되며 동일

한 중요도를 갖는 속성에는 같은 점수를 매겨도 무방함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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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 속성의 화폐가치 평가

  먼저 기오염의 환경 향에 해 화폐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이유에 해 설명한 

후,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속성이 최저 선호수준에서 최고선호수준으로 변하는 데 

한 월(月) WTP를 묻는다. 두 번째 질문은 6개 속성 모두가 최저 선호수준에서 최고선

호수준으로 변하는데 한 WTP를 묻거나 또는 이 둘의 순서를 바꾸어 묻는다. 이러한 

질문의 목적은 응답에 있어서 일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처음부터 WTP를 직접 

묻게 되면 응답자가 당혹해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시된 특정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

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답이 ‘예’이면 이 금액의 2배를 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고, 답이 ‘아니요’이면 이 금액의 1/2배를 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마지

막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로써 응답자

는 앞의 두 질문에 한 응답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본인의 WTP를 밝히게 된다.

  지불수단은 부분의 응답자에게 친숙하며 전력산업과 자동차가 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기 질 문제와 설득력 있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월 전기요금과 교통비 지출을 고려하 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친숙성과 명백한 연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WTP를 일상

생활적인 지출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도록 하는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Mitchell and Carson, 1989), 추가적인 지불수단으로 환경세(ecological tax)도 포함되었

다. 따라서 최종적인 지불 수단은 현재수준보다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교통요금 또는 전

기요금이나 환경세의 신설이 된다.

마. 5단계 : 개인정보

  기오염에 인식, 피해경험 및 연령, 소득 등의 여러 사회경제학적(socio-economic) 

변수에 해 알기 위한 단계로, 응답자에 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값을 이끌어내어 이

것을 이론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WTP 방정식 추정에 사용한다. 

Ⅴ. 운송수단별 기오염피해의 경제가치 측정결과  비교

1. 설문의 주요 결과

  앞서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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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상황 하에 이루어졌다. 즉, 경부운하 건설이 완료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2005년 

현재 국내 화물수송의 전부(약 37,965,294.12 TEU)를 화물운송 또는 운하운송으로 각

각 체한다고 가정하고, 화물운송 시에 총 535,440t, 운하운송 시에 총 450,570t의 기

오염물질이 각각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모든 조

사 상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속성의 중요도 순위를 결정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의 피

조사자들이 사망위험을 1순위로 평가하 고 다음으로는 질병위험을 꼽아 인체에 한 

직접적인 피해가 기오염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국

제적으로 크게 부각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반 하듯 지구온난화의 중요성이 3위로 인

식되었다. 조사 상자들이 네 번째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속성은 먼지피해이다. 먼

지피해의 경우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그 심각성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었으

나, 최근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황사 및 새집증후군 등의 먼지피

해 관련 현상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 속성의 중요도에 조금 못 미치

는 중요성을 평가받았다. 다음으로는 농업생산피해와 시정거리피해의 속성이 각각 5위

와 6위의 중요성을 평가받았다.    

<표 8> 속성의 중요도 순위(도로/운하)

      순위

속성   
1 2 3 4 5 6 평균 순위

먼지피해 0/0 0/1 2/1 13/13 5/5 0/0 4

시정거리피해 0/0 0/0 4/3 2/2 5/5 11/11 6

농업생산피해 0/0 0/1 1/1 1/1 10/9 8/7 5

사망위험 11/10 6/6 3/3 0/0 0/0 0/1 1

질병위험 5/6 12/9 3/4 0/0 1 0/0 2

지구온난화 4/4 2/3 8/7 4/4 0/0 1/1 3

계 20/20 20/20 20/20 20/20 20/20 20/20

  속성별 가중치의 순위를 보면 전체에서는 사망률과 질병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구온난화와 민지피해, 그리고 농업생산피해, 시정거리피해의 속성이 가장 낮은 순이었

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화물차운송의 경우 조사 상자들은 농업생산피해보다 시

정거리 피해를 강조했다. 하지만 경부운하를 통한 선박운송의 경우에는 조사 상자들이 

전체의 경우와 동일한 순서로 속성별 중요성을 강조하 다. 평가된 속성의 중요도는 다

음과 같다.

 • 전체 : 사망위험 〉질병위험 〉지구온난화 〉먼지피해 〉농업생산피해 〉시정거리피해

 • 도로 : 사망위험 〉질병위험 〉지구온난화 〉먼지피해 〉시정거리피해 〉농업생산피해

 • 운하 : 사망위험 〉질병위험 〉지구온난화 〉먼지피해 〉농업생산피해 〉시정거리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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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로수송 운하운송 종합

속성 평균가중치 속성 평균가중치 속성 평균가중치

1 사망위험 25.75 사망위험 25.35 사망위험 25.55

2 질병위험 23.2 질병위험 22.7 질병위험 22.95

3 먼지피해 13.45 먼지피해 13.9 먼지피해 13.675

4 시정거리피해 8.95 시정거리피해 10.15 시정거리피해 9.55

5 농업생산피해 8.8 농업생산피해 9.9 농업생산피해 9.35

6 지구온난화 19.85 지구온난화 18.1 지구온난화 18.975

<표 9> 속성별 평균가중치
 (단위: %) 

2. 대기오염피해의 속성별 WTP 추정 

  앞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 개인별 다속성 효용함수를 이용하면 화폐가치평가질문에 

한 응답을 통해 속성별 화폐가치가 도출된다. MAUT/CVM을 이용하여 도로와 운하

를 통한 물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속성들에 한 한 개인당 평균 지불 

의사액(WTP)을 산출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대기오염 속성들에 대한 1인의 평균 지불 의사액
  (단위: 원)

번호
도로수송 운하운송 종합

속성 값 속성 값 속성 값

1 사망위험 1597.7875 사망위험 1224.405 사망위험 1375.8675

2 질병위험 1439.56 질병위험 1096.41 질병위험 1235.8575

3 먼지피해 834.5725 먼지피해 671.37 먼지피해 736.39875

4 시정거리피해 555.3475 시정거리피해 490.245 시정거리피해 514.2675

5 농업생산피해 546.04 농업생산피해 478.17 농업생산피해 503.4975

6 지구온난화 1231.6925 지구온난화 874.23 지구온난화 1021.80375

계 6,205 계 4,830 계 5,385

  전체 속성들에 한 지불 의사액을 평균값으로 산출한 결과 전체 평균은 연평균 약 

5,385원이었으며, 도로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에 한 일인당 연평균 지불 의사

액(WTP)은 약 6,205원, 운하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에 해서는 평균 약 

4,830원이었다. 여기에 속성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속성별 화폐가치를 구할 수 있으

며 이는 <표 10>의 각 세부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속성 당 화폐가치의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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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의 순서와 동일하다. 사망위험이 연간 약 1,375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정거리피해

가 약 514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둘 사이의 차이는 약 861원이었다. 

  위의 결과를 전 국가적 단위로 적용하면 아래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오염의 피해속성 당 화폐가치를 구할 수 있다. 통계청(2008)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6

월 현재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제 인구는 약 23,033,000명 이므로 위의 개인당 평

균 지불 의사액을 전체경제인구 수에 곱해주면 기오염의 피해속성 당 화폐가치를 쉽

게 도출해 낼 수 있다.

<표 11> 대기오염의 피해속성 당 화폐가치

(단위 : 천원)               

번호
도로수송 운하운송

속성 값 속성 값

1 사망위험 36801839.49 사망위험 28201270.37

2 질병위험 33157385.48 질병위험 25253611.53

3 먼지피해 19222708.39 먼지피해 15463665.21

4 시정거리피해 12791318.97 시정거리피해 11291813.09

5 농업생산피해 12576939.32 농업생산피해 11013689.61

6 지구온난화 28369573.35 지구온난화 20136139.59

 

3. 각 오염원에 따른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비용 추정치 비교

  앞의 <표 10>과 <표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로운송과 운하운송에서 발생

하는 기오염속성에 한 개인의 평균 지불 의사액(WTP)은 6,205원과 4,830원이므로, 

양 값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유도한 결과인 5,385원이 양 운송수단 전체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에 한 지불 의사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전국적인 단위로 확장하

을 경우 도로운송에 의한 기오염의 환경비용추정치는 약 142,919백만원이 되며, 운

하운송의 경우 약 111,249백만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앞의 Ⅱ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운

하운송을 이용할 경우 도로운송보다 약 15.85% 정도의 기오염 감소효과가 있다. 이러

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운송수단 각각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에 한 지불 의사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양 기오염물질의 총량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자료를 토 로 도로운송과 운하운송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속성 각

각 및 전체의 환경비용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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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도로운송과 운하운송에 의한 대기오염의 속성별 환경비용추정치

(단위 : 천원)

도로수송 운하운송 종합

속성 값 속성 값 속성 값

1 사망위험 36801839 사망위험 28201270 사망위험 31690356.13

2 질병위험 33157385 질병위험 25253611 질병위험 28465505.8

3 먼지피해 19222708 먼지피해 15463665 먼지피해 16961472.41

4 시정거리피해 12791318 시정거리피해 11291813 시정거리피해 11845123.33

5 농업생산피해 12576939 농업생산피해 11013689 농업생산피해 11597057.92

6 지구온난화 28369573 지구온난화 20136139 지구온난화 23535205.77

계 142,919,765 계 111,249,390 계 124,032,705

  본 연구에서는 신승식(200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20명을 상으로 기본적인 

MAUT 과정을 따랐으며, 속성의 화폐가치 도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MAUT/CVM과정

을 거쳤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와 같은 형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에 기반 하여 최종속성들과 기타 사회경제학적 변수들에 한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샘플 수(20개)가 충분치 않아 이 작업은 생략하 다.29)

Ⅵ.  결론  정책  함의

  한반도 운하의 경제적 효율성 논의는 운하 건설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

출효과, 물류편익으로서 수송비용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효과 등의 요인, 그리고 운하건

설과정에서 채취한 골재판매 수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일부분인 기오염의 환경비용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 고 이를 

위해서 도로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과 운하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을 비교·분석하 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서론부분에서는 한반도 운하 건설논의의 일반적인 부분을 조망해보며 본 연

구의 주제인 ‘도로운송과 운하운송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 비교분석’을 위한 

거시적인 틀을 제공했다. 다음으로 제Ⅱ장에서는 지금까지 기오염 및 환경오염의 비

용추정이 국내·외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해봄으로써 운송수단 별 기

29) 일반적으로 샘플 수가 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LS추정, 토빗(tobit)추정 그리고 비모수추정(LAD)을 
하고 이것을 비교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추정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188 2008 대학환경상 수상집

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은 기오염을 제어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인 WTP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추정되어야 함을 알았다. 또한 물류운송수단에서 발

생하는 기오염은 표적으로 사망위험, 질병위험, 먼지피해, 시정거리피해, 농업생산피

해, 지구온난화의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것들

의 실증적인 적용방법에 해 논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운송수단에서 발

생하는 6가지 기오염의 속성에 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진술 선호 평가법 중 하나인 

MAUT/CVM을 적용하 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 국내 화물수송의 전부(약 

40,588,235.29 TEU)를 화물운송 또는 운하운송으로 각각 체한다는 상황 하에서 도로운송 

시에 총 535,440t/TEU-km, 운하운송 시에 총 450,570t/TEU-km의 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 다. 조사 상은 환경전문가들이 기오염에 한 지식수준과 관심도가 

일반인들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20명의 환경전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제 설문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 지침들

을 준수하면서 최 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 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수

행한 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각 오염원에 따른 기오염의 환경비용 추정치를 비교 검

토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한 분석결과 추정된 운송수단에 따른 기오염의 환경비용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도로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경우 1인당 연간 약 

6,205원의 WTP를 밝혔으며, 경부운하를 이용한 운하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경우 1인당 연간 4,830원의 WTP를 밝혔다. 이 값을 각각 전국적으로 확 하면, 전자는 

연간 약 1,429억여 원에 이르게 되고 후자는 연간 약 1,240억여 원에 이르게 된다. 정리

하자면, 운하운송과 도로운송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속성에 한 피해비용은 각각 연

간 약 1,429억여 원과 약 1,240억여 원에 이르게 되며 양자의 차이는 약 189억여 원임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하건설을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부운하로 국내 물류 운송방법을 전

환시킨다 해도, 그로 인한 기오염 감소효과는 크지 않으며 운하건설로 인한 물류이전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로인한 기오염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 다른 요인들을 모

두 감안한다면 효용이 비용을 크게 상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는 부분이

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 경부운하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한다면, 그 명분은 정

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역설한 바와 같이, ‘이수(利水)와 치수(治水) 차원에서 접근하

고 환경 친화적으로 물길을 열어 관광과 지역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0)는 것이 될 것이다. 즉, 기오염감소를 위한 사업이 아닌 ‘이수’와 ‘치수’를 위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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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정리 사업이 한반도 운하 건설의 정책적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율성 논란에 한 학술적 근거제공을 위한 

연구의 일부분일 뿐이며, 다른 모든 세부분야에 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

지기 전에 한반도 운하프로젝트에 한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도 성급한 것이다. 만

약 현 이명박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계획 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기오염 제

어 및 방지의 측면에 있어서는, 한반도 운하 건설계획은 운하를 운행하는 선박에서 

발생될 기오염물질의 제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만이 친

환경 정책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50년  이후 서유럽과 북미지역에 위치한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에 

한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같은 기

간 동안 이들 국가를 제외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나 사회기반 시설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2000년  이후 급

격한 세계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환경문제는 아직은 그 관심의 정도

가 미국과 유럽 사회에 비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식인들의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정도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31)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으로의 도약을 희망한다면 한반도 운하 건설사업과 같은 규모 국토개발사업 역시 

국제적인 환경기준과 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공학적 배경지식의 부재로 인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한계를 갖는

다. 먼저, 비록 본 연구에서는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기오염의 속성에 한 가치

추정을 함에 있어 환경공학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기 중 오염물질의 역전

현상(inversion effect)과 풍향에 따른 오염의 퍼짐현상(diffusion effect)이다. 즉, 도로

를 통한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은 비교적 평평한 주변지형으로 인해 그 

집중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운하운송을 위한 내륙수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

지형태의 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오염물질의 집중도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

부운하의 환경비용 추정에 관한 후속연구에서는 기오염물질의 역전현상과 오염의 퍼

짐현상을 변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환언하자면, 환경공학자들에 의해 기존의 

30)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5월 22일 인천 송도에서 인천경영포럼이 마련한 강연회를 통해, 한반
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이수(利水)와 치수(治水)의 관점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물길을 열어 관광과 
지역발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8년 5월 29일.

31) 대기오염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2006)의 자료에 따르면, 오존(O3)의 농도를 기준으로 우
리나라의 대기오염정도는 1994년 0.015ppm/8h에서 2005년 0.022ppm/8h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그리고 먼지의 평균 검출량은 2002년 이후 큰 증
가나 감소 없이 정체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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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 기오염피해 정도에 한 수정이 필요하며 운하를 통한 물류운송 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 양에 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오염의 속성별 피해규모도 논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앞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하는 엔진과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화물차와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 각각의 양과 그에 따른 피해규모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CO2

의 경우 인체에는 피해가 없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어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기오염물질인 반면, NH3의 경우에는 인체에 한 피해보다는 농작물에 한 피해정

도가 더 큰 오염물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오염물질이 인체와 자연에 미치는 피해의 

속성에 한 가중치를 각각 고려하여 운송수단에 따른 환경비용을 후속 연구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두 요인이 시사 하는바는 도로수송

으로부터 운하운송으로 물류운송수단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수치상 15.85%의 기오염 

저감효과는 그 절 치가 확연히 크지 않지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그 효과가 

작아질 수도, 아니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는 소수의 전문

가들을 조사 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다. 물론 앞서 논의한 로 

MAUT/CVM은 조사 상자 수가 적어도 연구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표본의 수가 많

으면 많을수록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추정이 더욱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의 조사 상은 많은 수의 일반인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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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운하  도로 운송에 의해 야기되는 기오염 

피해비용 추정을 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학교 국제 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왕 민이라고 합니다. 

 

    본 설문은 도로 및 운하 운송에 의해 야기되는 기오염 피해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속성이 갖는 중요도를 도출하고 각각의 

속성별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설문은 비교적 간단하니 끝까지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귀하의 고견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을 작성하심에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귀하께서 속한 기관

이나 단체의 관점에서가 아닌, 물류․환경 분야의 전문가 개인으로서 본 설문지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절 로 정답 또는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각각의 질문에 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그 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서 묻는 개인정

보나 귀하의 답변내용은 철저히 비 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학문적 연구용도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려 학교 국제 학원 석사과정 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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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취지

  2007년 선 당시 이명박 통령 후보의 주요 선공약이었던 ‘한반도 운하’ 건설 

논의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쟁점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

하’ 계획은 남·북한 총 연장 3,100km에 달하는 17개 노선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구상

에는 남한에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등 12개 노선, 총연장 2,100km를, 북한에

는 경원(서울-원산)운하, 평원(평양-원산)운하 등 5개 노선, 총연장 1,000km를 계획하

고 있습니다. 이 중 경부운하 건설 계획은 ‘한반도 운하’ 구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서 남한강과 낙동강을 한강하구-서울-여주-충주-문경새재- 강-문경-낙

동강-구미- 구-남지-삼랑진-낙동강하구로 잇는, ‘한반도 운하’ 구상 중 가장먼저 추

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국토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한반도 운하 건설논의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 학술

연구인, 운하 건설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물류편익으로서 수송비용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효과 등의 요인, 그리고 운하건설과정에서 채취한 골재판매 수입 등, 

운하건설의 경제적 효율성에 한 다각적 연구는 물류이전효과와 관련된 일부의 학술적 

연구와 몇몇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연구를 제외하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오염문제는 한반도 운하 건설 논의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평가와 화폐적 반 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다속성 효용이론에 기반을 둔 조건부가치

측정법(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도로운송 및 운하운송에 의해서 야기되는 기오염의 환경비용을 추정하고 비교해보려 

합니다. 이하 본격적인 설문을 통해서 본 연구자들은 먼저 육상 및 운하운송으로 야기

되는 기오염피해의 속성에 한 상 적 중요도와 그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하며, 또한 

기오염피해의 속성각각에 한 예방과 치유를 위한 경제적 비용을 추정해보고자 합니

다. 따라서 이하 설문에서는 이에 한 귀하의 의견을 묻고 그 자료를 토 로 일종의 

지수화 과정을 거쳐 양 기오염원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추정해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설문에는 어떠한 근본적인 정답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물류/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을 숙지하여주시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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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및 도로를 통한 물류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량에 관한 설명

  2005년에 발생한 기오염물질의 총량은 3,596,583톤으로서 이 중 화물차(경부고속도

로 이용)에서 전체의 약 11.35%인 408,260톤, 선박(연한해운항로 이용)에서 전체의 약 

3.34%인 119,965톤이 각각 발생하 습니다. 이는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화물 수

송량인 약 40,438,294TEU의 76.5%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량 수송과 17.4%를 담당하

고 있는 선박수송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의 양을 각각 산출한 것입니다. 기오염

물질 각각의 배출량은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표 1> 트럭과 선박의 연간 대기오염 배출량 (2005년 기준)

단위: 톤(t)/1년

TSP SOx NOx CO PM10 VOC NH3 계

화물차
15,265

(3.74%)

2,541

(0.62%)

254,000

(62.22%)

97,389

(23.85%)

15,265

(3.74%)

23,712

(6.81%)

88

(0.02%)
408,260

선박
3,261

(2.72%)

51,882

(43.25%)

54,311

(45.27%)

6,027

(5.02%)

2,022

(1.69%)

2,371

(1.98%)

91

(0.08%)
119,965

*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 2007.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해 2005년을 기준으로, 1TEU의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기오염물질 배출량1)은 화물차에서 0.013192t/TEU가 발생하고, 선박에서 0.017068t/TEU

가 발생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리(km)의 개념을 추가하여, 1TEU의 화물을 화

물차와 선박을 이용하여 1km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물질 배출량2)은 화물

차(426.3km)에서 0.00003094t/TEU-km이, 선박(829.5km)에서 0.00002057t/TEU-km 이 

각각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경부운하가 완공되리라고 예상되는 

2012년에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운하를 이용하여 1t의 물류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기오염물질의 양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 시, 1TEU의 화물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

1) 계산식: 연간수송되는물류의총량
연간대기오염물질총량 

2) 계산식: 연간수송되는물류의총량
연간대기오염물질총량 

÷수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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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P SOx NOx CO PM10 VOC NH3 계

화물차 28.99 4.69 482.57 185.01 28.99 52.86 0.13 775.87

선박 17.29 282.56 296.08 32.96 10.81 12.97 0.54 653.76

* 자료: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 2007.을 기초로 추정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기오염물질량은, 

  연간 수송되는 물류의 총량 
연간 대기오염물질 총량  

÷수송거리  ×  

 

이므로, 화물차에서 0.013192t/TEU-km의 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

다. 다음으로, 경부운하를 이용한 선박운송 시, 1TEU의 화물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기오염물질량은,  

  연간 수송되는 물류의 총량 
연간 대기오염물질 총량  

÷수송거리  ×   

이므로, 선박에서 0.011101t/TEU-km 의 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

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운하를 이용하여 1t의 물류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

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기오염물질의 양을 기오염요소 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습니다.

<표 2> 대기오염물질 별 발생량 추정

단위: 그램(g)

  

  이 결과를 좀 더 실질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본 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상황

을 가정할 것입니다. 즉, 2005년 국내 화물수송의 전부(약 40,588,235.29TEU)를 화물운

송 또는 운하운송으로 각각 체한다고 가정한다면, 화물운송 시에 총 535,440t/TEU-km, 운하운

송 시에 총 450,570t/TEU-km의 기오염물질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이하의 설문에서

는 이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숙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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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운하를 통한 물류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의 속성에 관한 설명

  운송수단(자동차,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물질 피해

TSP 가시거리 피해, 아황산가스와 결합하여 호흡기질환 유발

SOx 눈을 자극하고 호흡기질환 유발, 수증기와 결합하여 농작물피해

NOx 눈과 호흡기를 자극, 스모그현상 발생시킴, 산성비의 원인

CO 혈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저해, 두통 현기증 유발

PM10 아토피, 천식, 안구건조증, 심혈관계 질환 유발

VOC
호흡기관 장애 및 암 유발, 광화학반응을 통한 스모그의 형성, 악취 발생, 

도시오존농도의 상승, 인화성이 높아 화재 및 폭발의 원인물질

NH3 악취, 농작물 피해, 폐와 눈을 자극

  

  이러한 기오염물질은 인간과 환경에 있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표적인 피해를 일

으킵니다. 

  첫째, 사망위험입니다. 기오염물질의 누적은 인간을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합니다.  

증가된 기오염에 7년 정도 누출되어있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기오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은 주로 폐암이 많다고 합니다. 

  둘째, 질병위험입니다. 기오염은 주로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진폐증 및 비인

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예방의학과가 1996년 4월부

터 6개월 동안 서울시내 35개 종합병원 응급실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오존

농도가 구제치인 0.1ppm을 넘게 되면 그 후 2∼3일 동안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먼지피해입니다. 기오염물질 중 먼지피해는 물체의 표면이나 의류를 오염시켜서 

청소비용과 세탁비용을 증가시키며 이와 관련된 노동도 증가시키는 피해를 가져옵니다.

  넷째, 가시거리피해입니다. 시정(가시)거리란 기 중에서 사물의 형태와 색을 감지할 

수 있는 최 거리를 말합니다. 안개, 강수, 습도, 풍향, 풍속, 기압 등과 같은 자연적 원

인에 의해 시정거리가 감소하기도 하지만, 최근 관심의 상이 되고 있는 것은 ‘ 기오

염물질에 의한 시정거리 악화 현상’입니다.  

  다섯째, 농업생산피해입니다. 기오염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향은 1944년 미국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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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황산가스와 오존(O3)으로 인해 오염 향권 수십km 이내 부분의 식물이 죽은 

사건 이후에야 인식되기 시작하 습니다. 기오염물질은 식물의 섬유질을 손상시키고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곡물, 채소, 과수 등에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여섯째, 지구온난화입니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량으로 발생하

는 이산화탄소(CO2)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으나 전 지구적인 온실효과를 유발하

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해수면상승, 식량생산 감소, 생태계 파괴, 강수량 변

화 등의 파생효과는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A. 도로운송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속성의 환경비용추정을 위한 질문 

1. 속성의 중요도순위 결정을 위한 설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TEU의 물류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게 될 기오염물질의 양은 0.013192t/TEU-km이고 2005년을 기준으로 모든 물동

량을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운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535,440t/TEU-km의 기오염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으로 하여금 ① 사망위험, ② 질병위험, ③ 먼지피

해, ④ 시정거리피해, ⑤ 농업생산피해, ⑥ 지구온난화 등 6가지의 표적인 피해를 유발

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중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속성의 순으로 아래 빈 

칸에 위의 번호를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오염의 6가지 피해속성의 총점을 100점으로 하 을 때, 피해

속성 각각에 해 귀하께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아래의 박스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속성 점수

①사망위험

②질병위험

③먼지피해

④시정거리피해

⑤농업생산피해

⑥지구온난화

총합 1 0 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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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성의 화폐적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로(경부고속도로)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Q-(a)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2,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b)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e)로 가십시오]

Q-(b)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4,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c)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f)로 가십시오]

Q-(c)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8,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d)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f)로 가십시오]

Q-(d)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16,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f)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f)로 가십시오]

Q-(e)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1,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f)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f)로 가십시오]

Q-(f) 그렇다면 귀하께서 내실 수 있는 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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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운하운송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속성의 환경비용추정을 위한 질문 

1. 속성의 중요도순위 결정을 위한 설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TEU의 물류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게 될 기오염물질의 양은 0.011101t/TEU-km이고 2005년을 기준으로 모든 물동

량을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운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450,570t/TEU-km의 기오염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으로 하여금 ① 사망위험, ② 질병위험, ③ 먼지피

해, ④ 시정거리피해, ⑤ 농업생산피해, ⑥ 지구온난화 등 6가지의 표적인 피해를 유발

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중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속성의 순으로 아래 빈 

칸에 위의 번호를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오염의 6가지 피해속성의 총점을 100점으로 하 을 때, 피해

속성 각각에 해 귀하께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아래의 박스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속성 점수

① 사망위험

② 질병위험

③ 먼지피해

④ 시정거리피해

⑤ 농업생산피해

⑥ 지구온난화

총합 1 0 0 점

2. 속성의 화폐적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운하(경부운하)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 방지를 위한 특

별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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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2,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b)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e)로 가십시오]

Q-(b)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4,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c)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f)로 가십시오]

Q-(c)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8,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d)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f)로 가십시오]

Q-(d)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16,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f)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f)로 가십시오]

Q-(e) 귀하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향후 1년간 환경세의 일부로서 [1,000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이 금액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면 도

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은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① 있다  →  [Q-(f)로 가십시오]         ② 없다  →  [Q-(f)로 가십시오]

Q-(f) 그렇다면 귀하께서 내실 수 있는 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원

-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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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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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용인시 수지지역의 재활용품의 배출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규명하고 분리수거 

용기 및 방법의 통일화된 내용을 포함한 작업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활용품의 최적분리수거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 내 재활용품 배출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 배출에서 재활용 상품 사용에 이르는 인식

을 심어주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활용 품목의 분리 현황을 상세분석하고, 용인시 수지 지역 아파트 거주 주

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분리수거 방

식, 재활용 의식에 관한 사항,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대상자

는 무작위추출 되었으며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환경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내용으로서 분리수거는 정책적인 대안마련과 함께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기존의 주민조직인 통장, 반장 혹은 부녀회의 도

움과 자발적인 협조, 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과 실천력을 필요로 하며, 이와 더불어 주민교육과 홍보, 

수거체제 구축, 퇴비화 시설의 확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 분리 수거자 외에 

가족과 아이들에게도 그 내용이 전해지고 관심을 갖고 모두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 환경 교육이 필요

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부들이 어려워하는 정확한 분리수거의 기준을 다시 설명하고, 분리수

거 표시제도를 상세히 알아보았으며, 난해하고 종류가 많아 분리수거 시 혼란을 유발 할 수 있는 표

시제도에 대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 입선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와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한 분리수거제도 재정립에 대한 연구

- 용인시 수지 지역 주부들을 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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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최근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자주 하게 된 나는 모두 아파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지

역마다 분리수거 스타일이나 기준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매우 혼란을 

겪었다. 물론 전, 서울, 경기 용인으로 행정 구역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머지않아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쓰레기 수거 방식이나 종류가 조금씩 다

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방식의 차이가 분리수거의 참여 정도에 향을 미친

다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페트병과 그 뚜껑도 분리수거를 하는 반면, 어떤 곳에서

는 우유팩도 따로 분리수거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이 항목이 계속 분리수거 되어

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만들어냈다. 즉, 보다 간편한 혹은 간소한 분리수거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이상의 분리수거에 해 거부반응을 보이거나 기피하는 현

상을 보이려는 심리상태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보통의 경우 아파트 단지 경비아

저씨가 분리수거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주민들은 따르는 형편이어서 자발적으로 기준에 

합당한 분리수거 수행을 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었다. 

  또한 주부들의 경우 종량제 봉투 값 등의 경제적인 이유와 정확하게 분리수거 하고자 

하는 환경적인 이유로 노력은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 분리수거가 더 어려

운 일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왜 분리수거의 기준은 이렇게 다르며, 분리수거 표시 형식

의 종류와 달리 왜 구분 방식은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수행되는지, 어떻게 하면 분리수

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연구해보기로 하 다.

나. 연구의 목적

  산악인 한왕용(韓王龍, 38) 원정 가 국내 최초로 히말라야의 K2봉(8,611m)을 청소 

등반한 뒤 2004년 7월 귀국 했을 때 보도된 기사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 ‘K2봉의 

캠프3(7,400m)까지 올라가 깡통, 깨진 유리 조각들, 폐 건전지류, 찢어진 텐트 등을 수

거하니, 25㎏의 자루로 80여 개 분량이었습니다. 버려진 등반용 로프의 길이만 약 

2,000m쯤 됐습니다.’ 약 50일간의 일정으로 K2봉에서 처음 청소 등반이 이루어진 것이

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쓰레기의 많은 비중이 한국 글씨를 달고 있었던 반면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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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인의 경우는 이탈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헬리콥터로 소각 시설을 싣고 와 베이스

캠프에 설치한 뒤 1주일에 1회 꼴로 쓰레기를 태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특수제작 된 

비닐봉투를 가져와 음식물 쓰레기들을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전

혀 예상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1) 지나쳐갈 수도 있는 기사 지만, 국민들의 분리수거

에 한 태도와 습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단

적으로 알게 하는 기사 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용인시 전 지역,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재활용

품 분리수거의 통일화된 개념과 최적화된 분리기술을 마련하는 것이다. 용인시 수지지

역의 재활용품의 배출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규명하고 분리수거 용기 및 방법

의 통일화된 내용을 포함한 작업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활용품의 최적분리수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2005년부터 강화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에 한 정책과 관리로 최근 그에 한 연구 

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의 주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음식쓰레기 배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재활용품 배출이었다. 음식쓰레기 배출

의 경우 건조 후 따로 배출의 과정이 그 전부이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구분이 필요하고 부피가 큰 것이 부분이어서 일정에 맞추어 쓰레기를 내 놓는 

일 또한 부담이 되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배출량은 풍족한 생활수준의 향상

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어 환경의 유해적 측면, 자원 및 경제적 측면에서 알맞은 분리수

거 및 자원화에 한 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 사회가 점점 도시화, 산업화로 향상되면서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폐기물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2차 오염을 유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들은 원천적으로 줄이고

(Reduce), 재사용하고(Reuse), 재활용(Recycle)2)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의 것들

만 적절하게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 원천적 감량 및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차선적인 

재활용에 한 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에 동참하여 원활한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

1) ‘한국 쓰레기 제일 많았다’, 조선일보, 2004. 8. 1. 

2) 환경부사이트 http://doumi.env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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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인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및 음식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분리수거 관리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용인시 내 재활용품 배출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 방안에 해 연구하며 시

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 배출에서 재활용 상품 사용에 이르는 인식을 심어주는 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 연구의 방법

  재활용품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재활용품 발생 현황 및 재활용품이 지니는 환경적, 

경제적 의미를 고찰하고, 폐자원 재활용 및 재활용 교육에 해 분석한다. 나아가 재활

용품의 효율적, 경제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져 재활용품의 재활용이 극 화 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재활용 품목의 분리 현황을 상세분석하고,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내의 제도적 규제, 장려방안 및 재활용품 분리방안 및 재활용품 제고 

방안 연구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어려움 및 효율적인 분리수거 방안에 한 분

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인시 수지 지역 아파트 거주 주부 80명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 내용으로는 환경에 한 일반적인 내용, 분리수거 방식, 재활용 의식에 관한 

사항,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주부 80명은 무작위

추출 되었으며 직접 방문을 통한 면 조사로 실시하 다. 

<표 1> 가정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주부 의식조사 방법

조사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지역 

조사 대상 아파트 거주주부

유효 표본 8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

표집 방법 무작위표본추출

조사 기간 2008년 8월 21일-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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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분리수거에 대한 정의 및 개념정리

가.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

자 각자가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 한 분리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로

서 우리나라는 1994년 30개 시·군을 상으로 시범 운 한 결과를 중심으로 1995년 1

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시민 각자에게는 쓰레기 배출량에 

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절약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기업에는 과 포장 금

지, 1회 용품 생산의 자제 등 환경 친화적 경 을 유도하 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쓰레

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시민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 다.

  1991년에는 생활쓰레기 중 89.2%를 매립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하 으나, 1997 년

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으로 매립처리 비율이 63.9%로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29%

로 증가하 다.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가 1994년에 14%에서 1995년에는 30%로 향상되

었고, 재활용품도 종량제 실시전보다 34.8% 증가 수거되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재생산업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어 종량제는 기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3) 

나. 분리배출

  주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에 따

라 연탄재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또한 공동주택지역과 일반주택지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이 다르며 또한 지역에 따라 쓰레기 배출을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기

도 한다. 재활용품의 주요 품목으로는 종이류, 유리 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5종의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996년 3월부터는 폐스티로폼이 재활용되기 시작하

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1999년 3월부터 헌 의류와 이불 종류를 재활용품목으로 추가하

여 수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분리 배출 표시는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등에 붙이고 있다. 생활과 

3) http://edu.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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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소비재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제품과 포장재에 분리배

출 표시를 해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포장 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는 겉

면에 삼각화살표시를 발견할 수 있다. 삼각형 가운데 쓰여 있는 글자는 포장재의 재질

을 나타낸 것으로 품목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분류한 것이다. 분리하는 재질로는 

PETE, HDPE, LDPE, PP, PS, PVC, OTHER 등 7가지이다. 그러나 7가지 모두 재활

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표 2> 플라스틱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4)

재활용 종류

가능 PETE 음료수병,(콜라, 주스 등의 페트병), 생수병, 간장병

가능 HDPE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백색 막걸리통

가능 LDPE 우유병, 막걸리병

가능 PP 상자류(소주, 맥주 등), 쓰레기통, 물바가지 

가능 PS 요구르트병, 샤와병

일부 가능 PVC 전선관, 수도관 등의 건축 자제

불가능 OTHER 대용량 물통, 기타 포장 재질

  이 중 ‘OTHER’라고 표기된 것은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 하므

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면 된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도 비닐 봉투 분리수거함

이 따로 마련된 경우가 있어 그 경우 꼼꼼히 체크하여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간단히 

각 항목에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LDPE

  LDPE는 HDPE 및 PP, PVC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어지는 수지 중

의 하나이다. LDPE는 무색투명하고 내한성이 양호하며 절기절연성, 내약품성 등이 양

호하여 생활 용기류, 전기절연부품, 포장용 필름 및 봉투 종류, 통신 케이블, 농업용 필

름, 병류의 콘테이너 등이 널리 쓰인다.

(2) HDPE

  HDPE 역시 전술한 로 LDPE 및 PP, PVC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

어지는 수지 중의 하나이다. 성상은 LDPE와 거의 유사하나 조금 더 단단한 성질을 가

지며 용도도 거의 LDPE와 중복되지만 세부적인 차이는 있다.

4) http://edu.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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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

  PE 전체보다는 적지만 LDPE 및 HDPE의 각 분야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것이 PP

이다. PP는 외관이 PE와 닮았지만 경질이며 고주파 절기절연성이 우수하다. 인장강도, 

반복 굽힘도 강하다. 그러나 충격에 약한 단점도 있다. 청소기 등의 전기용품 몸체, 식

기, 공구상자, 고주파 절연부품에 많이 사용되고 맥주 등의 주류 크레이트 용으로도 사

용된다. 종전부터 뚜껑 달린 실내 쓰레기통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4) PS

  PS는 무색이나 착색이 자유롭고 상온에서 단단한 성질이 있으나 기계강도가 약하여 

잘 부러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곳은 요구르트 용기를 비롯하여, 발

포시켜서는 인스턴트 컵이나 전자제품의 완충제 등이며 그 외 문구나 완구 등에도 사용

된다.

(5) ABS

  ABS는 유백 또는 착색을 하고 있는 탄성이 좋은 고급 수지이다. 튼튼하고 흠집이 생

기기 어려우므로 라디오나 TV 케이스 종류 같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자기기와 부품에 

주로 많이 이용되며 일용품이나 문구, 자동차의 범퍼, 핸들 등에도 사용된다.

(6) PVC

  PVC는 상온에서는 단단하고 무색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착색이 가능하다. 수

지 자체에 염소가 포함되어 있어 연소 시에는 염소화합물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단

단한 성질을 연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소제, 열안정제 등이 유해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수지이다. 그러나 용도는 매우 넓어 경질제품의 경우, 파이프, 빗물 홈통, 

경질 필름 등에 사용되며, 연질제품의 경우, 농업용 필름, 포장용 필름, 비닐 병, 구두용 

레자, 전선 피복 등에 사용된다.

(7) PET

  PET는 무색이며 단단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하다. 특히 배려성이 좋아 탄산음료용 

용기에 매우 적절하다. 용도로는 탄산음료 이외에도 각종 식품의 용기, 금속증착 필름, 

제도용 필름, 연신 필름 등이 있다.



212 2008 대학환경상 수상집

다. 수거

  종전에는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동 또는 단지별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기타쓰레기

는 민간 행업체와 자치구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하여 자치구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등 수거체계가 이원

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인력과 장비의 부족, 일부 재활용품의 수요

처 부족 등의 사유로 수거지연이나 혼합수거 등의 사례가 있어 1994년 4월부터는 전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자치구청장 책임 하에 수거를 원칙적으로 하고, 한국자원

재생공사는 자치구에서 인수한 품목을 선별 파쇄 압축 등 중간처리 하거나 가공한 후 

배출하 다가 재생업체에 공급하는 등 연속적인 업무의 체계로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기존 연구 고찰

가. 주택 유형에 따른 수거체계

  부분의 논문들은 주택유형이 수거효율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

다. 아파트의 경우 집도가 매우 높으므로,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수거효율이 높은 것으

로 인식된다. 같은 단독 주택이라도 그 집도에 따라 수거효율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

로 집도가 놓을수록 수거효율이 놓다. 주택 유형에 따른 수거체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5)

                                          ------격일제 수거방식 

            -----이원적 수집방식------정시 수거방식 

  -호별 수집방식-----병행적 수집방식

  -수집소 수집방식 

  특히 조사 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 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청소차량의 진입이 

쉽고, 분리 보관 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여 단독주택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수거 효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 집지역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되었건, 음식물쓰레기가 되었건 분리수집에 있어서 불법배출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한 개인의 잘못이 전체 분리수집에 큰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단점도 있다. 

5) 강성진, 가정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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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쓰레기 수거와 관련되어 고려하는 항목들

  쓰레기 수거비용함수 도출을 위해 수거비용을 구성하는 요소6)들은 보통 처리장까지

의 거리, 수거장비, 수거원, 수거회수, 방법 및 소요시간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방법 

및 소요시간은 도로의 상태, 수거 도(수거 거리 당 쓰레기 양), 이동거리에 의해 향

을 받는다. 이러한 수집시간에 향을 주는 요소는 또한 가구의 집도, 수집용기의 형

태, 기상상태 등으로 고려된다. 특히 가구가 집되어 있으면 일정량의 쓰레기를 수집하

기 위하여 소용되는 총 운행거리는 짧아지므로 효율이 높아진다. 수거서비스의 공공화, 

민 화 논의에 의해 수거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능률성 

분석의 경우 청소원 1인당 1일 평균수거량과 청소차량 1 당 1일 평균수거량을,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는 1일 평균수거횟수, 쓰레기 1톤당 수거비용을 환산하여 활용한다.7)

다. 쓰레기에 관한 다른 연구 결과들

  쓰레기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어떤 물품을 쓰레

기로 보느냐는 소비자의 가치관, 상품의 질적 변화, 수량, 장소, 시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

적으로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어 버리는 물질을 총칭한다.8) 쓰레기 문제는 현  산업사회 

생산체제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현재 세계는 급증하는 쓰레기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

으며, 이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으로 인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도

시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도별 총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1981년 일일 평균 37,716톤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58,118톤으로 약 65%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1992년에는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3Kg으로 세계에서도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9) 반면 쓰

레기의 재활용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을 줄여 줌으로써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유한한 자연 자원의 고갈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쓰레기 

처분 방법이다. 또한 쓰레기의 재활용은 자연자원을 절감시켜 줄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수거, 운반,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10) 따라

서 쓰레기 재활용은 자원이 부족하고 절 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6) 하영제, 쓰레기 수거비용함수의 도출의 위한 시론, 지방행정, 1991, 7.

7) 손희준,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측정방법 -쓰레기 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손희준, 1992.

8) 신현국, 1995.

9) 정재춘과 이주삼, 1994.

10) Daniels, 1992; DeLeon & Fuqu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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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재활용이 폐자원의 수집, 생산, 소비 등 일련의 복잡한 행동 연쇄라는 점을 생

각할 때,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행동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11) 이 분야에 한 심리학적 연구의 부분은 행동주의적 기법을 응

용하여 소비자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게 하거나, 쓰레기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왔다.12)

  현재의 쓰레기 재활용에 한 수거 및 운반체계는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된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그 외의 자원으로 선별, 분리하는 중앙집중식 체계(centralized 

waste recovery system)와 쓰레기가 버려지는 시점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시

키는 분산식 체계(decentralized waste recovery system)로 구분 된다.13) 이 중 중앙

집중식 체계는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 을 때보다 재활용 공장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

의 선별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14) 즉 재

활용을 통해 자원 고갈과 매립의 문제를 줄일 수는 있지만, 폐기 처분되는 쓰레기와 재

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류해야 하는 비효율성 때문에 심각한 에너지 문제의 증가가 발생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류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자원이 사용된 후 버려지는 시점에서 올바로 분리되어 재활용 가공이 가

능한 공장으로 운반되게 하는 것이다.15) 결국 소비자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 가

능한 것과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이 재활용에 한 가장 효

율적인 접근법이다. 

  쓰레기 재활용에 한 많은 심리학적 연구들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버려지는 시점

에서 올바르게 분리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16) 이와 관

련된 연구들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

램에 참여하게 하거나, 쓰레기 재활용의 필요성에 한 지지나 서명을 하게 하여 참여

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재활용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 다.17) 목표설정 기법을 사

용한 연구들에서는 참가자나 연구자가 실행 가능한 재활용 목표를 정함으로써 재활용 

행동을 증가시키고자 하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법의 사용은 재활용 행동을 증가시

키는데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18) 

  또한 환경변화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참여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재활

11) DeLeon&Fuqua, 1995.

12) Porter, Leeming&Dwyer, 1995.

13) Luyben&Cummings, 1981.

14) Hannon, 1973.

15) Luyben, Warren&Tallman, 1979; Luyben&Cummings, 1981-1982.

16) DeLeon&Fuqua, 1995.

17) Burn&Oskamp, 1986; Katzev&Pardini, 1987-1988; Pardini&Katzev, 1983-1984; Wang&Katzev, 1990.

18) Hamad et al., 1980-1981; McCaul&Kopp,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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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재활용을 하는데 드는 반응비용(response cost)을 

줄임으로써 재활용 행동을 증가시켰다. 여기에서 환경변화란 특정한 역에 더 많은 재

활용 용기를 배치하는 것, 근접한 위치에 재활용 용기 둠으로써 접근도(proximity)를 

높이는 것, 가정마다 재활용 용기를 나누어주는 것, 기존의 통합쓰레기통이 있는 환경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는 것,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기 쉽도록 수거 

일을 조정해주는 것 등이었다.19)

3. 조사 결과 분석

가. 분리수거 현장에 대한 소개와 조사

  이 조사는 용인시 수지 지역 중 동천동, 성복동, 상현동에 거주하는 30  이상의 주부 

8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용인 수지지역은 아파트가 주거지역의 부분을 차지하는 

신도시로 그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2008년 현재 용인시 읍면동별 인구 구성비

인구 남 여 세대수 인구구성비

용인시 826,902 413,635 413,267 301,109 100.0

수지구 300,877 147,902 152,975 106,230 36.4

동천동 25,708 12,876 12,832 9,239 3.1

상현동 65,518 31,992 33,526 21,984 7.9

성복동 24,873 12,127 12,746 8,750 3.0

* 인구 통계에는 외국인수 포함. 

* 출처: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si.net/)

  다음은 용인시의 쓰레기 발생과 수거 현황에 한 표이다. 여기에서는 연구 특성상 

생활 폐기물 부문만을 연구한다.

<표 4> 용인시 쓰레기 수거 현황
(단위: 톤)

쓰레기 수거(생활계 폐기물)

연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2004 503.0 106.5 136.4 260.4

2005 586.3 47.7 179.3 359.3

2006 498.6 41.8 140.5 316.3

* 출처: http://yongin.estat.go.kr/index.asp

19) Humphrey, Bord, Hammond & Mann, 1977; Jacobs et al, 1984; Luyben&Bailey, 1979; Luyben et 
al., 1979-1980; Reid, Luyben, Rawers&Baile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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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세 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의 혼합 폐플라스틱 실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분리수거 상태, 재할용품 수집상태, 쓰레기 위생상태 등에서 경비원들의 관

여와 관심에 따라 확연히 구분이 되었다. 또한 부녀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부녀회와 경비요원의 적절한 협조와 활동 여하에 따라 분리수

거 및 재활용품 수거의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녀회원

들이 혼합 폐플라스틱의 구체적 분류까지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므로 발생지부터 분

류를 하여야 된다면 발생 수입의 분배 등을 이용하여 경비요원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으로 보 다. 

  또한 단지의 아파트가 소단지보다 잘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쓰레기 배출 등에 관

한 주민들의 활동 범위가 아파트 시공 업체별 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잘 되는 단지의 재활용품 중에도 이물질이 어느 정도 혼입되어 있기 

마련인데 폐플라스틱의 경우 그 정도가 가장 심했다. 요구르트 병이나 포장의 뚜껑 등

은 재활용을 요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협조가 없거나(동천동) 관리인의 협조

가 없어(상현동 삼성빌리지) 재활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천동의 경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수집이 비교적 잘 되고 있었다. 매주 월요일 병과 

플라스틱류가 색깔별, 종류별로 분류되어지고 있고 경비요원들이 쓰레기 분류에 한 

관리를 돕고 있었다. 부녀회에서도 활발히 분리수거에 협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복동의 경우에도 관리인들의 참여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

고 있었으나,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마 에 보관하고 있었고 플라스틱의 경우 

예치금 품목인 PET는 별도로 분리하여 두었으나 다른 것은 혼재 되어 있는 경향이 보

다. 상현동 금호베스트빌의 경우에도 목요일 오후를 재활용 분리수거일로 정하고 관

리인의 감독 하에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플라스틱류를 완벽하지 않

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종류별 분리 수집을 진행 중이었다.

  삼성빌리지의 경우는 좀 달랐다.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적고 (주야간 합하여 2명), 부녀회의 활동이 없다. 주민들이 충 분리하

여 수위실 옆 분리함에 내 놓으면 경비요원들이 약간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마 에 

담아 수거업체에 넘기는 형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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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동천동 효성아파트              <그림 2> 성복동 LG빌리지

<그림 3> 상현동 금호베스트빌

 

 <그림 4> 상현동 삼성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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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부들의 인식과 실태 조사 분석

  주부들의 인식과 분리수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수지지역 아파트 거주 

주부 80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설문은 직접 방문을 통한 인 면접으로 이루어

져 응답하지 않은 항목이 없도록 유도하 다. 내용은 일반 환경에 한 항목, 용인시의 

쓰레기문제에 한 항목, 쓰레기 종량제에 한 항목,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한 항목,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수거 수거 항목을 묻는 14번의 경우, ‘더 세분화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25명, ‘현

재가 적당’ 하다고 답한 사람이 48명, ‘줄여야 한다.’ 가 7명으로 항목의 개수에 하여 

52.0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1.25%라는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더 자세히 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리배출 표시 개수와 분리수거함의 개수

의 불일치에서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느끼는 불만에 한 질문(18번)에서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안한다(27%).’,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14%).’, ‘쓰레기를 분리 

후에 처리해야 한다(11%).’, ‘ 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을 버리는 방법을 잘 모른다

(11%).’ 순으로 나타나 분리수거 기준과 방법에 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49-1)에서 ‘분리수거가 귀찮고 번거

롭기 때문이다(27%).’,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방법을 모른다(18%).’, ‘분리수거를 주관하

는 지도자가 없다(14%).’ 순으로 나타나 역시 분리수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분리수거

의 기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 분리수거 추진 조직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부녀회, 노인회로 

각각 답한 60명의 응답자들은 모두 50번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분리배출 한 재

활용품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서 ‘아주 잘 되고 있다(62%).’, ‘ 체로 

잘 되고 있다(38%).’고 답을 해주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리 감독이 많은 도움이 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실천 정도에 한 질문에서는 ‘분리수거가 손쉬운 물품에 해

서 가급적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53명)’,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반드시 분리수거를 

한다.(22명)’로 분리수거에 동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종량제 이후 쓰레

기양에 한 질문에서도 ‘가능하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56명)’, ‘쓰레기를 줄

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7명)’로 많은 주부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배출량에 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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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분리수거 설문 조사 분석

  가상 분리수거는 한 장의 설문지에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그림 32개를 주고, 

종이, 고철(캔), 페트병, 유리병, 플라스틱 항목으로 분류토록 하 다. 가상 분리수거에서

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눈에 보이도록 재질이 확실한 페트병과 고철의 경우, 거

의 모든 응답자가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해냈으나, 분유통에서의 종이와 고철로의 구분, 

생선 등 포장 종류에서의 종이와 플라스틱의 구분, ‘other’로 표기되는 세제 리필 용품 

포장지의 경우 등도 80% 이상의 응답자가 오답을 내는 결과를 낳았다. 가상 분리수거

의 경우, 분리수거함이 5개로 제한되어 있어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가상분

리수거 설문을 통해 분리수거를 하는 주부들에게 제품 뒷면 등에 보여야 할 분리배출 

표시가 나타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분리배출에 많은 향을 끼침을 알게 되었다. 실제

로 설문 중에 ‘그 표시를 볼 수 없는가?’, ‘표시를 보고 배출하는 편이다.’라는 서술 응답

을 준 응답자가 상당수(10명 이상) 있었다.

Ⅲ.  결 론

1. 대안 및 제언

가. 시민의식의 개선

  연구에서 보이듯이 쓰레기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이익

을 제공함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홍보를 통한 재활용에 한 

국민의식의 증진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

체 쓰레기양의 40%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실제 재활용 비율은 그 절반 정도에 머무르

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재활

용에 한 민 인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실정에 머물고 

있는 것은 쓰레기 재활용에 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간

접적으로 말해준다. 즉,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정책적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분리수거를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온 비닐을 같이 버리는 등 관리의 어려

움이 있었다. 또한 거주지 주변이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다. 그래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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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 고 주민들도 스스로 수거용기 설치장소에 안내문을 써 

붙이기도 하 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수거, 운반이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에 한 의식이 앞선 주민조직이 없는 지역은 실시하기가 어려

울 수도 있을 것이다. 깨끗이 관리한다고 하여도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와 분리수거의 

어렵고 불편함은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민조직인 통장, 반장 혹은 부

녀회의 도움과 자발적인 협조, 환경에 한 높은 인식과 실천력을 필요로 하며, 이와 더

불어 주민교육과 홍보, 수거체제 구축, 퇴비화 시설의 확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적절

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인식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

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 처리하여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높이고, 자원재활용의 효과를 극 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재활용센터 

운 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에 비하여 수거가 지연되거나 

수거한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일 또한 중요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관료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

함을 보여준다. 이는 재활용정책에 한 홍보, 자발적인 분리수거 활동, 체계적인 운반, 

처리 및 판매에 의해 향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해결, 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쓰레기와 환경에 한 의식을 고취시켜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및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재활용품을 잘 모으고는 있으나 처리 시에는 각종 쓰레기와 섞어서 수거하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처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

활용품 우선 구매제도를 확 하여 재활용 산업의 육성과 재활용품(환경마크제품-재생노

트, 재생비누, 재생화장지 등)을 애용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쓰레기는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 아니라 수질오염, 기오염 및 토양오염 등 제2차 환

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쓰레기 발생을 최 한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나. 환경교육의 필요성

  환경 교육의 중요한 목적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를 위해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화

하여 환경보전의 방법을 경험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알고 환경을 지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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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갖도록 한다.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무료로 견학하는 현장견학체험 프로

그램을 운 한다. 현장체험 위주지만 각 환경시설을 돌아보는 이동 시간을 활용, 전문 

강사를 통해 일반 환경교육을 받게 한다. 각 지자체 환경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협조 받도록 구성한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요일을 정하여 종류별로 폐품을 수집한다. 또한 폐품

을 이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데, 재생종이 만들기, 재생비누 만들기, 크레파스, 양초

조각을 이용한 재생크레파스 양초 만들기 뿐 아니라 다 쓴 칫솔 운동화 빠는 솔로 이용

하기, 폐타이어로 화분 만들기, 우유팩 붙여 탁자 만들기, 다 신은 스타킹에 조각 비누

를 넣어 세제로 이용하기 등 폐품을 이용한 작품 생활용품 만들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모음 활동을 통해 재활용품을 모을 때에 마르고 깨끗한 상태로 모아야 함을 이해

시키고 실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한 사례를 찾아보고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사례 

이야기하며, 직접 화장지 알맞게 사용하기, 장난감 교환, 도서관 운 , 일회용품 사용하

지 않기 장난감, 헌 옷, 헌장난감 교환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실

행한다.

  가정에서 수집한 폐품을 현황 표에 기록하여 매월 우수 학생에게 포상하는 등의 행사

로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환경 보전을 위한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류하

고 환경 보전의 심각성 및 실천 태도의 중요성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다. 

다. 정확한 분리수거에 대한 제언

  쓰레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일상 생활용품의 사용, 그리고 각종 에너지 

소비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의 소비 형태를 바꾸어서 ‘쓰레기 배출량은 

어떻게 줄여 가느냐.’ 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 더

욱이 우리가 그 동안 무심코 버린 쓰레기도 분리 배출을 잘하면 재활용이 되어 자원으

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40%나 차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중 15.4% 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각자가 

쓰레기를 보다 적게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쓰레기 배출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 속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법에 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종이류(신문

지, 책, 노트, 종이상자, 포장지, 종이쇼핑백, 골판지, 우유팩 등)는 한 면을 반으로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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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한다.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 이물질을 떼어내고 바로 접어서 

부피를 최 한 줄이고 묶어서 배출한다. 우유팩은 속을 깨끗이 씻은 다음 말려서 펼쳐

진 상태로 일정량을 묶어서 배출하나 두유 팩의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유리병 

류(맥주, 소주, 청량음료 병, 드링크 병 등)는 병 속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고 뚜껑

은 분리 배출한다. 유백색 유리병, 화장품 용기, 거울, 전구, 형광등, 사기그릇, 도자기, 

내열 식기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금속류(맥주, 음료수, 분유, 통조림 캔, 에어로졸, 

부탄가스통, 공구철사 등 쇠붙이, 알루미늄 등)는 이물질 제거 후 찌그러뜨려 배출한다. 

분무용 캔은 구멍을 뚫고 뚜껑과 고리 등 플라스틱류를 떼어낸다. 플라스틱류(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요구르트 병류)는 용기표면(밑 부분)에 1, 2, 4, 5, 6의 번호가 있는 

것은 내용물을 비운 후 금속 뚜껑은 캔류로 분리하고, 상표 및 비닐포장을 제거하여 배

출한다.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류인 전화기, 소켓트, 전기전열기, 단추, 식기류, 쟁

반, 화장품용기, 재떨이, 파이프, 전선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스티로폼(포장용기, 식

품용기, 농산물용기, 단열재)은 이물질 및 상표를 제거 후 깨끗한 것만 배출한다. 의류, 

이불 종류는 이물질을 제거 후 깨끗한 것만 배출한다. 기타 운동화, 구두, 우산, 음반, 

비디오테이프, 테이프케이스, 쟁반, 장난감, 가방류, 문구류, 유모차, 고무, 옷걸이, 변기

통, 보온병, 보온 도시락통, 자동차 부품, 가습기, 썬라이트, 물받이 통, 샌들, 전기밥통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제까지 재활용품의 효율적, 경제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져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극 화 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에서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폐기물 부담금 제도,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등 재활용품 장려하기 위

한 제도적 규제 및 장려방안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서는 우선 각 주민들을 상으로 지역별 분리수거 원칙에 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

상수거 및 물품교환 등의 유기적인 배출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분리수거의 강화를 위

해 Paper Bank, Bottle Bank 등의 분리수거시설 및 장비 확충과 유리병의 3색 분리수

거 혹은 외국의 선진관리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가 가져온 가게 부담은 지혜로운 소비습관을 생활화함으로써 수

수료를 줄일 수 있다. 물건을 살 때부터 쓰레기 발생을 생각하여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

을 하며, 1회 용품 사용을 줄여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규격봉투에 들어갈 쓰레기를 최 한 줄이면 된다. 이제부터 쓰레기는 버리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재활용은 단순히 폐휴지를 모으는 행위가 아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많은 시민과 정책적인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는 매우 섬세한 환경활

동의 하나이다. 1회용 용품 사용억제하고 빈 용기 보증금제 등을 이용한 재사용 유도하

고 재활용품의 정성적 수거와 재활용 용품의 소비를 촉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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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리수거 표시제도의 용이성 제언

  요즘 우리생활에서 재활용은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정도로 익숙해졌다. 시작은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금전적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금전적 이유보다는 환경을 보호하겠

다는 생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주부들의 

응답에서 보이듯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이는 재활용 관련 마크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예전의 경우 마크가 잘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

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식별하기 쉽게 되어있어 분리수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

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표기가 난해하고 종류가 많아 분리수거 시 혼란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분리수거 표기의 경우 PVC, LDPE, HDPE 등 일반인들이 알기 어

려운 기호로 표기되어 있다. 심지어는 표기 하단에 ‘분리배출 라벨: PVC, 개봉부: 

HDPE' 등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 하고 있지만 실제 분리수거 함에서는 각각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프라스틱 모음 함에 버려지고 있다. 심지어는 삼성빌리지의 경우와 같이 관

리인이 분리수거를 제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스티로폼 종류도 분류하기가 불명확한 종

류 중 하나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배출되고 있지만 따로 분류하는 수거함이 

없거나 무의식 속에 플라스틱과 같이 버려지고 있다. 

<표 5> 분리배출 표시의 풀이

PETE = polyethylene terephthalate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PVC = polyvinyl chloride

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PP = polypropylene

PS = polystyrene

OTHER = 기타

  또 하나의 문제는 비닐 포장류의 분리배출 문제이다. 이런 포장류의 경우 OTHER 

라는 재활용 마크가 표기 되어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자료에서 

아직도 재활용 불가라는 정보를 주고 있거나, 재활용품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들이 부

분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비닐 포장류를 재활용품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최근에 와서야 

재활용품분리배출 상에 집어넣은 지역이 많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함에도 비닐 포장류 분리수거 함은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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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라스틱 등 분리수거 제품에 씌어 있는 알 수 없는 모양의 분리수거 표시는 너무 

어려워 이를 올바로 해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 약자로 PP, PS 또는 OTHER 

등과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문양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관리 관청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

시로 하든지 아니면 그 뜻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 표시조차도 어떤 제품을 

어떻게 분리하라는 것인지 그 표시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쉽게 알려주는 방법을 강

구해야만 한다.

마. 연구의 활용 계획 및 한계점

  재활용품 및 음식 쓰레기 분야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인시의 일반 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및 음식쓰레기에 한 적정 

분리수거체계 구축에 활용, 용인시의 환경시범도시 구축방안에 활용, 재활용품 및 음식

쓰레기의 배출전반에 한 통합적인 분석 및 용인시의 배출 특성 파악, 용인시의 단독 

주택지역의 지역별 재활용품 및 음식쓰레기의 발생특성 파악에 활용,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재활용품 및 음식쓰레기 발생정보의 지속적인 관리 및 분석 등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짧은 시간 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과연 가정주부만 조사한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80명이라

는 개별적이고 작은 표본으로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정책에 

한 분석이나 쓰레기양, 플라스틱 배출 비율 등 정량적인 분석도 없었다. 추후 이러한 점

에 한 보충과 주요 관련시안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2. 결언

  가족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확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남

성들도 가사를 당연히 공유해야 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30-40  남성 직장

인의 88%는 집안일을 돕고 있으며, 가장 자신 있는 집안일로는 요리를, ‘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집안수리(13%), 설

거지(11%), 육아(7%), 자녀학습 지도(6%) 등이 뒤를 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20) 분리

수거 조사를 하면서 주부만을 상으로 했던 점이 큰 오점으로 느껴지는 기사 한 줄이

20) 남편들 “쓰레기 분리수거 시키지 마세요.”, 연합뉴스 200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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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일은, 또 재활용품을 구매하고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은 비단 살림을 하는 사람의 몫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가족이 생활 속에서 함께 분

리수거 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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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조사 설문지

조사지역 용인시 수지지구

조사대상 30대 이상의 주부

표본 규모 80명

표집 방법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

조사 방법 가구 방문을 통한 설문(Personal Interview)

조사 기간 2008년 8월21일-8월31일

* 설문지 참조: 한국여성개발원, 부천시 홈페이지, 강릉시 홈페이지

* 응답자 특성: 응답자 전원 성별은 여성, 전원 아파트 거주

Ⅰ.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편이십니까? 

  ① 환경문제에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해야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지 안다 

  ② 환경문제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③ 환경문제에 해 별로 관심이 없다

2. 귀하의 가족이나 친지들께서는 환경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② 체로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3. 귀하는 현재 개인적으로 환경오염의 피해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

  ② 별로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피해를 받고 있다 

  ⑤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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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영향을 미침

대체로 

영향을 미침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모르겠음

① 합성세제나 샴푸, 그릇 닦는 

물비누를 사용하는 것

② 신문지나 우유팩, 알루미늄 

깡통과 같은 것들을 따로 

모으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것

③ 1회 용품을 사용하는 것

④ 건전지를 다른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것

⑤ 대중교통수단 대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

⑥ 헤어스프레이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① 내가 쓰고 난 종이나 알루미늄깡통을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② 지역주민이 모여 토론하고 구청 등에 건의하는 것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

③ 환경문제는 정보가 책임져야지 개개인의 노력은 별 

효과가 없다

4. 어떤 환경피해를 받고 계십니까? (순서 로 3가지 써 주십시오)

  ① 공기 매연       ② 식수 수질오염       ③ 악취       ④ 쓰레기 오물

  ⑤ 소음            ⑥ 기관지 눈병         ⑦ 기타

5.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상태에 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상당히 만족한다

  ② 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체로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6. 귀하는 다음 일들이 환경에 어느 정도 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는 다음 사항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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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못하는 

편이다
못한다 모르겠다

① 홍보 면에서

②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수질관리 

등 운영 면에서

③ 환경 교육 면에서

④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⑤ 오염방지, 쓰레기처리, 재활용 

등을 위한 시설 투자 면에서

⑥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⑦ 환경을 해치는데 대한 규제 단속 

면에서

8.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현재 정부가 하는 일에 하여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9. 귀하의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체로 어떻게 버리고 계십니까?

  ① 그냥 섞어버린다     ② 때에 따라 다르다      ③ 신문지 등 일부만 분리한다  

  ④ 깡통이나 종이, 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부분 분리한다.

  ⑤ 모르겠다

10.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하여 사람들이 잘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② 개인이 실천해도 수거나 처리가 제 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③ 그렇게 해 보았자 개인에게 이득이 없으므로

  ④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⑤ 검소한 생활을 중시하는 생활철학이 없어서

11. 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

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직접 돈이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준다

  ② 방법과 효과에 해서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③ 수거 및 처리가 제 로 되도록 행정 운 을 잘 한다

  ④ 분리수거나 재활용을 안 할 경우 벌금을 물게 한다.

  ⑤ 지역에서 ‘모범구민상’ 등을 주어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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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께서 사시는 동네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① 언제든지 분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분리수거상자가 설치되어 있고 수거

도 제 로 해간다

  ② 분리수거상자를 설치되어 있지만, 제 로 수거해가지 않는다

  ③ 분리수거상자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주 정해진 요일에 분리한 것을 모아 가

져간다

  ④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상자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요일에 내 놓으면 가

져가는 일도 없다

13. 분리수거상자를 설치하거나 정해진 요일에 분리수거 해 가기 전과 비교할 때 에

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① 전에는 섞어 버렸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버리게 되었다

  ② 우리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은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③ 무응답

14. 현재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는 개 종이나 의류, 고철, 깡통, 유리, 플라스틱 등 

4～5가지로 분리해서 버리도록 수거상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분리항목을 더 세분화 해야 한다

  ② 4-5가지로 나누는 것이 적당하다

  ③ 분리항목을 줄여야 한다

  ④ 무응답

15. 귀하는 스스로 소비자로서 물건을 살 때나, 사용할 때, 버릴 때 환경보전을 위하여 어

떤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① 재활용품, 쓰레기분리     ② 환경오염물질 사용 줄이기   ③ 쓰레기 줄이기

  ④ 환경보호제품 선택       ⑤ 낭비풍조 개선              ⑥ 장바구니 사용

  ⑦ 재활용                 ⑧ 포장 절제                  ⑨ 주변 환경 깨끗이

  ⑩ 기타

Ⅱ. 다음은 용인시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6. 귀하는 용인시의 행정 전반에 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어느 정도 신뢰한다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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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생각한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쓰레기가 많아서 소각, 

매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②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③ 쓰레기처리를 잘못하면환경이 

오염된다

④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리기에 아깝다

⑤ 1회 용품 사용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⑥ 쓰레기의 수거 때문에 미화원의 

고생이 많다

⑦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팔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⑧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⑨ 쓰레기를 마구 버려 동네가 

더러워진다

17. 귀하는 용인시의 쓰레기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②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③ 문제가 별로 없다                     ④ 문제가 전혀 없다 

18. 귀하께서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느끼시는 불만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①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하다. 

  ②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 

  ③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종류가 많아서 번거롭다. 

  ④ 쓰레기를 제 때 치워가지 않는다. 

  ⑤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 놓아도 수거할 때 섞어서 가져간다. 

  ⑥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⑦ 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를 버리는 방법을 잘 모른다. 

  ⑧ 청소원들이 불친절하다. 

  ⑨ 쓰레기를 수거해간 후 뒤처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19. 귀하는 쓰레기를 버릴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항

목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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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대체로 

실천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실천한다

반드시 

실천한다

① 물건이 오래되어도 계속 사용한다

② 입지 않는 옷, 장난감을 물려준다

③ 과잉포장 된 물건은 사지 않는다

④ 일회용품은 사지 않는다

⑤ 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리필)

   제품을 사용한다

⑥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⑦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한다

⑧ 신문, 잡지 등을 분리수거한다

⑨ 빈병, 깡통 등을 분리수거한다

⑩ 우유팩을 분리수거한다

⑪ 프라스틱류를 분리수거한다

⑫ 헌옷을 분리수거한다

20.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각 부문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아주 크다 책임이 큰 편 책임이 적은 편 책임이 아주 적다

① 시민

② 용인시

③ 중앙정부

④ 기업체

⑤ 청소업체

21. 귀하는 쓰레기 수거, 처리에 해 이웃사람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 하십니까? 

  ① 자주 이야기 한다 

  ② 가끔 이야기한 적이 있다 

  ③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22. 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신

지 각각의 항목에 해 그 정도를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합니까? 

  ①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에 버리면 청소회사에서 치워간다  

  ② 쓰레기를 집안에 두고 있다가 청소차가 오면 나가서 버린다  

  ③ 쓰레기를 집 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차가 치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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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쓰레기를 얼마나 자주 수거해갑니까? 

  ① 매일 치워간다   ② 이틀에 한번 치워간다    ③ 1주일에 두 번 정도 치워간다 

  ④ 1주일에 한번 치워간다      ⑤ 일정하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25. 현재의 쓰레기 수거간격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거회수를 줄여도 상관없다 

  ② 현재의 간격이 적절하다 

  ③ 더 자주 치워갔으면 좋겠다 

26. 귀하의 거주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① 새벽부터 아침 사이                   ② 오전 무렵 

  ③ 오후 무렵                            ④ 저녁 이후 

  ⑤ 일정하지 않다 

27. 쓰레기를 치워가는 시간 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빠르다                          ② 너무 늦다 

  ③ 일정하지 않아 곤란하다               ④ 현재가 적절하다 

28.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은 언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새벽부터 아침 사이                   ② 오전 무렵 

  ③ 오후 무렵                            ④ 저녁 이후 

29. 귀하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계십니까? 

  ① 다른 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버린다. 

  ②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따로 버린다. 

  ③ 집안에서 퇴비로 만들어 사용한다. 

30.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어느 정도 말려서 버리고 계십니까? 

  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린다. 

  ②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면 버린다. 

  ③ 가급적 습기가 없도록 하여 버린다. 

  ④ 완전히 말려서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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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불만 대체로 불만 대체로 만족 아주 만족

① 도로 및 놀이터 등의 청소 상태

② 환경미화원(청소원)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

③ 쓰레기 수거 시간

④ 쓰레기 수거 간격

⑤ 규격봉투 가격 

⑥ 쓰레기수거후의 뒤처리

⑦ 대형폐기물(가구,가전 제품)의 처리절차

⑧ 대형폐기물의 처리 비용 부담

⑨ 대형폐기물의 재활용방법

31. 귀하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관한 다음의 방법들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대 다소 반대 다소 찬성 적극 찬성

① 별도의 전용 봉투에 담아서버리도록 한다

② 재활용품처럼 별도로 수거해간다

③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말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한다

④ 집이나 아파트단지에서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⑤ 용인시 전체적으로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사용한다

32. 귀하는 용인시의 전반적인 생활쓰레기수거에 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① 아주 잘 하는 편이다                  ② 체로 잘 하는 편이다 

  ③ 체로 잘 못하는 편이다              ④ 아주 잘 못하고 있다 

33. 그러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34.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격봉투 값의 인상과 같은 금전적 비용의 부담

을 추가하는 경우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노력적 부담을 추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력적 부담보다는 금전적 부담이 좋다 

  ② 금전적 부담보다는 노력적 부담이 좋다 

  ③ 금전적, 노력적 부담 모두 좋다 

  ④ 금전적, 노력적 부담 모두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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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35. 귀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종량제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②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③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났을 뿐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36. 귀하는 종량제 도입 이후 규격봉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가급적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끔 다른 봉투도 사용하고 있다. 

  ③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37. 그러면 귀하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기 때문에 

  ②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기 때문에 

  ③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④ 쓰레기문제에 한 자녀교육을 위해 

  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8. 귀하는 종량제의 도입 이후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① 종량제나 쓰레기의 양에 관심이 전혀 없다 

  ② 쓰레기의 양에 별로 관심이 없다 

  ③ 가능하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④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9. 귀하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규격봉투를 얼마나 사용하

십니까? 

  ① 50리터 이하           ② 51-100리터          ③ 101-150리터 

  ④ 151-200리터          ⑤ 201-250리터         ⑥ 250-300리터 

  ⑦ 300리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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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귀하의 가정에서 종량제 이후에 규격봉투를 사는데 드는 비용은 종량제 이전의 오

물수거료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들었거나 또는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② 비용부담이 약간 늘어났다 

  ③ 비용부담이 차이가 없다 

  ④ 비용부담이 약간 줄어들었다 

  ⑤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41. 귀하는 규격봉투의 값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비교적 싼 편이다.         ② 적절한 수준이다.         ③ 비교적 비싼 편이다. 

42.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이 귀하의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③ 약간 부담이 된다. 

  ④ 부담이 크다. 

43.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약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귀하의 가정에서 버리

는 쓰레기의 양을 종량제가 실시되었던 직후와 비교한다면 쓰레기의 양이 줄었습니

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① 줄어들었다  →  43-1번으로 

  ② 변화 없다   →  44번으로 

  ③ 늘어났다    →  43-2번으로 

43-1.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신 분만)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약간 줄어들었다(10%정도) 

  ②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20-30%정도) 

  ③ 많이 줄어들었다(30-40%정도) 

  ④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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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쓰레기가 늘어났다고 응답하신 분만)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약간 늘어났다(10%정도) 

  ② 어느 정도 늘어났다(20-30%정도) 

  ③ 많이 늘어났다(30-40%정도)

44.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실시한다면 귀하

께서는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 하시겠습니까? 각각의 항목에 해 찬성 또는 반

하는 정도에 모두 V표하여 주십시오. 

적극 찬성 찬성 반대 적극 반대

①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한다 

②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지를 알아보기 쉽게 

투명한 비닐봉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물건 값이 다소 오르더라도 폐기물 처리 예치제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않는다 

⑤ 쓰레기를 더욱 깨끗이 처리하기 위해 규격 봉투 

값을 다소 올린다 

⑥ 쓰레기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만 

내놓도록 한다 

⑦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적어서 버리도록 한다. 

45. 귀하께서는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해

당되는 곳 모두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재활용품을 모아 놓아서 집안이나 동네가 더러워진다      

  ② 골목길과 같은 곳을 청소하지 않아 동네가 더러워진다        

  ③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든다      

  ④ 쓰레기를 버리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⑤ 중 형쓰레기를 버릴 때 비용이 많이 든다  

  ⑥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                  

  ⑦ 쓰레기배출이나 재활용품 수거방식 등에 주민 간에 의견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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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 

모두에 V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봉투가 잘 찢어진다. 

  ② 봉투가 잘 분해되지 않는 재질로 되어있다. 

  ③ 봉투의 크기가 다양하지 못하다. 

  ④ 봉투에 쓰레기를 담으면 운반하기가 불편하다. 

  ⑤ 봉투가 너무 투명하여 쓰레기의 내용이 비친다.

Ⅳ.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47. 귀하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① 분리수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②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다. 

  ③ 분리수거가 손쉬운 물품에 해서 가급적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④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반드시 분리수거를 한다. 

48. 귀하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각각의 이유에 해 

귀하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팔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② 규격봉투의 사용량을 줄여 봉투를 사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③ 재활용하면 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리기가 아깝다. 

④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소각이나 매립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⑤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시나 청소회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지 않는다.

49.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①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 50번으로 

  ②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 49-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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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는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① 분리수거를 주관하는 조직이 없다 

  ② 분리수거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다 

  ③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 않는다 

  ④ 재활용품을 정리, 보관할 장소가 없다 

  ⑤ 분리수거가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⑥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방법을 모른다 

50.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분리배출 한 재활용품은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① 아주 잘 되고 있다                    ② 체로 잘 되고 있다 

  ③ 체로 잘 안 되고 있다               ④ 아주 잘 안 되고 있다 

5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추진하는 조직체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51-1. 있다면 그 조직은 다음 어느 것입니까? 

  ① 아파트관리사무소        ② 주민자치회          ③ 반상회 

  ④ 부녀회                 ⑤ 노인회              ⑥ 기타 (           ) 

52. 귀하는 분리수거 활동에서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재활용품을 정리, 분류, 판매하는 일을 간부로서 주도하고 있다 

  ② 재활용품의 정리, 분류작업까지 참여하고 있다 

  ③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함에 내다 놓는다 

  ④ 분리수거활동을 하지 않는다 

5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분리수거 한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① 각자가 내놓으면 시에서 수거해간다 

  ② 각자가 재활용품 수거차량(또는 교환 장소)에서 팔거나 재생용품과 교환 한다 

  ③ 각자가 수거업체(고물상 등)에 판다 

  ④ 주민조직에서 수거하여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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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활용품의 수거 회수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더 자주 회수하는 것이 좋다 

  ② 현재의 상태가 적절하다 

  ③ 수거회수를 줄여도 좋다 

  ④ 언제 수거하는지 회수를 모른다 

55.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판매가격이 낮다                       ② 현재가 적절하다 

  ③ 판매가격이 높다                       ④ 판매가격을 모른다 

56. 재활용품의 구분방법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상품화를 위해 더 세분하는 것이 좋다 

  ② 현재의 방법이 적절하다 

  ③ 번거로우므로 보다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다 

  ④ 구분방법을 잘 모른다 

57. 귀하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고 그 금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① 받은 적이 전혀 없다 

  ② 항상 받지는 않지만 거의 현금이나 현물(규격봉투나 화장지 등)을 받는다. 

  ③ 항상 그 금을 받고 있다. 

  ④ 개인적으로 받지는 않으나 부녀회 등 분리수거를 주도하는 조직에서 받고 있다. 

58. 재활용품의 판매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② 부녀회, 반상회, 노인회와 같은 주민조직에 돌아가도록 한다 

  ③ 규격봉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아무에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59. 귀하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용품을 현재나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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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러한 재생용품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 

  ②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지않다 

  ③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좋지않다 

  ④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은 우수하다 

61. 귀하는 앞으로 재생용품을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Ⅴ. 마지막으로 조사의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62. 귀하는 용인시에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63. 귀하는 용인시에 해 어느 정도의 애착을 느끼십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곳에 V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많이 느낀다                          ② 조금 느낀다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64.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해서는 어느 정도의 애착을 느끼십니까? 

  ① 많이 느낀다                          ② 조금 느낀다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65. 귀하는 이웃사람들과 평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① 이웃과 교류가 없어 얼굴도 잘 알지 못한다 

  ② 얼굴을 아는 사람은 있지만 인사를 하지는 않는다 

  ③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있지만 친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④ 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66.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미만    ② 30-39세 미만    ③ 40-49세 미만    ④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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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귀하와 세 주는 어떤 관계입니까? 

  ① 세 주 본인           ② 세 주의 배우자          ③ 세 주의 부모 

  ④ 세 주의 자녀         ⑤ 기타(구체적인 관계:            ) 

68. 주부께서는 최종 학력은? 

  ① 졸(전문 학 포함)     ② 고졸      ③ 중졸     ④ 초등학교 이하 

69. 주부의 직업은 각각 무엇입니까? 

  ① 무직(전업주부 포함)    ② 자 업    ③ 직장인(피고용인)   ④ 학생   ⑤ 기타 

70.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가옥은 다음 중 어떤 종류입니까? (소유관계) 

  ① 자가        ② 임차          ③ 기타 

71. 지난 일 년 간 귀하 가정의 총수입은 세금을 포함하여 얼마 정도입니까? 가족 모두

의 소득을 합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00만원 이하   ② 3000만원 이하   ③ 4000만원 이하   ④ 4000만원 초과  

72.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하       ④ 하상      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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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분리수거 설문지

(다음 각 그림을 아래 쓰레기통에 알맞게 분리수거 하세요, 선으로 그으시면 됩니다) 

     종이       고철(캔)     페트병       유리병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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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Ⅰ.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설문

1. 환경문제 전반

2. 가족과 친지들의 환경문제 관심도

 

3. 현재 느끼는 환경오염의 피해 정도

4. 받고 있는 환경피해가 크게 느끼는 순서 로 나열함

   공기 중 매연>소음>식수수질오염>쓰레기 오물>악취>기관지 눈병>기타

■ 관심많고 보전방법을 
안다(26%)

■ 관심있으나 방법은 
모른다(46%)

■ 관심없고 방법모른다 
(28%)

■ 상당한 관심(5%)
■ 대체로 관심(63%)
■ 그저그렇다(23%)
■ 별로 없다(9%)
■ 전혀 없다(0%)

■ 전혀 없다(0%)

■ 별로받지않음(9%)

■ 그저그렇다(13%)

■ 조금받음(48%)

■ 많이받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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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네의 환경상태 만족도

9. 쓰레기 버리는 현황

15. 소비자로써 환경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순서로 열거

  ① 장바구니 사용,  ② 쓰레기 줄이기,  ③ 재활용품 분리수거,  ④ 재활용, 

  ⑤ 환경보호제품선택,  ⑥ 오염물질 사용 줄이기,  ⑦ 포장 절제,  ⑧ 주변환경 깨끗

  ⑨ 낭비풍조 개선,  ⑩ 기타

이를 통해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동참하고 있고, 동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Ⅱ. 용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설문

18.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느끼는 불만(중복 허용)

■ 상당한 만족(8%)

■ 대체로 만족(50%)

■ 그저그렇다(15%)

■ 대체로불만족(31%)

■ 매우불만족(1%)

■ 대부분분리(65%)

■ 일부만분리(10%)

■ 모르겠다(4%)

■ 때에따라(20%)

■ 그냥무심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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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거주하는 곳의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80명의 응답자 모두가 ‘아파트에 거주하므로 분리수거 상자가 설치되어 있고, 청소회사

에서 정기적으로 치운다.’ 항목에 답함

24. 쓰레기 수거 빈도,  25. 그에 한 생각

26. 쓰레기 수거 시간,  27. 그에 한 생각

■ 적절하다(57%)

■ 너무빠르다(14%)

■ 너무늦다(13%)

■ 일정치 않아 

곤란하다(16%)  

■ 적절하다(54%)

■ 자주해야한다(31%)

■ 줄여도된다(15%)

■ 쓰레기통주변지저분하다(11%)

■ 재활용종류가 많다(6%)

■ 분류해도 수거시 섞인다(6%)

■ 대형폐기물처리가 어렵다(11%)

■ 쓰레기분리뒤처리(21%)

■ 분리수거기준 모름(14%)

■ 제때치워가지 않는다(2%)

■ 사람들이분리열심히안한다(27%)

■ 청소원들이 불친절(2%)



248 2008 대학환경상 수상집

32. 용인시 쓰레기 수거 전반에 한 평가

■ 아주 잘함(18%)

■ 대체로 잘함(78%)

■ 그저그렇다(0.1%)

■ 대체로 못함(2%)

■ 아주 못함(3%)

34. 쓰레기 문제를 위한 금전적 부담과 노력적 부담

■ 둘다 좋다(16%)

■ 금전적 부담(65%)

■ 노력적 부담(19%)

■ 둘다 나쁘다(0%)

용인시의 쓰레기 전반에 한 생각은 거의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빈도와 시간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 으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생기는 

불만들은 골고루 존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하여 노력 혹은 금전적 혹은 둘 다의 부담을 지겠다는 의견을 모두 가진 것

으로 나타나 용인시 쓰레기 문제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설문

37. 규격봉투 사용 이유

■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47%)

■ 자녀교육을 위해(9%)

■ 벌금을 내지않기 위해(5)

■ 사람들 눈총받을까봐(5%)

■ 쓰레기안치울까봐(3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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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이전과 비교 종량제 봉투 가격부담에 한 의견 

■ 가계부담 크다(10%)

■ 약간부담(46%)

■ 그저그렇다(33%)

■ 전혀 부담되지 
 

    

■ 적절하다(26%)

■ 비싸다(60%)

■ 싸다(14%)

    

■ 많이늘었다(33%)

■ 약간늘었다(30%)

■ 그저그렇다(18%)

■ 약간줄었다(9%)

■ 많이늘었다(10%)

46. 규격봉투 사용 이유

■ 잘 찢어진단(46%)

■ 재질이 분해가 안된다(18%)

■ 크기가 다양치 않다(10%)

■ 운반이 불편하다(9%)

■ 투명하여 비친다(17%)

쓰레기 종량제에 하여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수를 넘지만(35번), 그 

비용 부담에 하여 늘었다는 응답이 60%가 넘고, 봉투가 비싼 편이며(60%) 가계에 부

담이 된다는 응답도 56%나 되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는 버린다는 것이 아직

도 개인부담율의 증가로 느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로 환

경적인 이유 외의 응답이 반을 이루었고, 쓰레기봉투의 재질과 사용에도 여러 가지 문

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시간과 공간적

인 노력이 많이 들고 비용 또한 많이 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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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설문

47.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천 정도

■ 반드시 한다(71%)

■ 쉬운것은 가급적 한다(13%)

■ 관심만 있다(8%)

■ 신경쓰지 않는다(8%)

52. 분리수거 활동 참여 정도

■ 간부로서 주도한다(71%)

■ 정리, 분류까지 참여(3%)

■ 분리수거함에 내놓기(8%)

■ 전혀 안함(8%)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해서는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나 주도적이지는 않았고, 

현황에 하여도 체로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50번). 재활용품 판매 이익에 

해서는 모르고 있었으며, 재생용품에 한 경험도 적고 사용 의사도 아직은 적으며, 

품질에 해서도 신뢰도가 아직 낮았다. 

Ⅴ.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설문

용인시 거주 주부들로써, 모두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 용인시와 거주 지역에 

한 애착은 보통 정도 고, 연령은 30～40 가 90%에 달하 다. 직업은 부분이 전업

주부로 살림을 직접 하는 경우 으며, 소득 수준 또한 자가 인지 정도나 사회적으로 중

상위층에 해당하 다. 



환경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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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달빛이 내리던 그 바다에 서서

김영훈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그 날의 밤도 오늘처럼 밝은 달이 바다위로 오르던 날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주 절

친한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버스에 오른 채 바라보았던 그 풍경처럼 말이다. 시

골이라 버스도 자주 없던 터라, 정류소까지 마중을 나가 기다리며 손을 흔들던 나를 지

나친 채로, 무려 세 정거장이나 지나서 내려버린 녀석들. 그리고는 달빛에 비치는 바다

가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바라보다 보니, 정류소에 손을 흔드는 친구는 까맣게 잊

어 버렸다며 웃었다. 그랬다. 달이 뜨는 날이면, 끝없이 넓은 바다에 달빛이 아른거렸고 

누구나 그 빛을 바라보면 그 빛에 취해 아무 말이 없었다. 어느 날엔가 마음이 갑갑할 

때면 넓은 방파제에 앉아 작은 파도의 찰랑거림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고, 끝없는 바다

에 소리라도 지르며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내 마음의 고향. 지금 그 

곳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전의 그 고향을 나는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 생

긴 환한 가로등에 더욱 멀리 바라볼 수 있음에도, 눈이 먼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

게 된 것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서암부락. 물론 서암이라는 지명은 행정·지역적인 

호칭이고, 어느 시골마을이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야리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불렀다. 농촌과 어촌이 함께 있는, 백과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을의 진짜 이름은 야리개 다. 마을의 앞 바다에는 갈매

기들이 모여 사는 작은 바위섬이 있었고, 그 바위섬을 두 방파제가 감싸 안아 포근함을 

더해주었다. 가을이면 갈 가 바람에 흩날리었고, 겨울이면 추수가 끝난 논을 짚더미가 

지키고 있었다. 봄이면 모내기를 하는 어른들 틈에서 흙장난을 하고, 여름이면 친구들과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어느 책에서 보았던 별자리를 찾으려면 밤하늘

의 쏟아지는 별들 사이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목이 아파 아예 누워버려야 했던 내 고향 

야리개. 그 마음의 고향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삭막한 마을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 걸까.

  우리 동네에는 빨래터가 있었다. 엄마를 따라 종종 빨래터에 가면, 남자가 이런 곳에 

오면 고추 떨어진다며 놀리던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와 함께 시원한 빨래방망이질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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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 있는 그런 빨래터가 있었다. 빨래에 열중하다 목이 마르면 바로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우물까지 가지고 있었던 빨래터는, 마을 아주머니들의 시원한 스트레스 해

소장소이자 동네의 작은 소식까지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길고 파란 호스 두 줄기가 빨래터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을의 큰 횟집과 노래방이 

생긴 뒤로 그 뱀처럼 흉측한 느낌의 호스는 빨래터의 위쪽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은 채

로 가끔 모든 것을 삼키는 듯 소리를 내곤 했다. 그리고 그 호스가 자리를 잡은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빨래터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동네에선 큰일이라며 새로 생긴 마

을의 횟집과 노래방이 있는 상가에 항의를 했고, 그 호스는 빨래터에서 사라졌다. 그 

뒤, 그 호스는 빨래터로 흘러가는 물줄기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 가 모든 것을 빨아

들이기 시작했다. 그 굉음이 다시 들리면서 빨래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 울음을 우는 듯, 황톳물만이 아무것도 찾지 않는 빨래터에 흐를 뿐, 예전의 경

쾌한 방망이질 소리와 수다 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 마을의 빨래터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빨래터가 마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앞에 큰길을 낸다며 공사가 시작되었다. 커

다란 굴삭기가, 햇빛이 비치면 더욱 빛나던 얕은 바닷가의 작고 예쁘던 돌을 마구 파내

기 시작하더니, 곧 큰 덤프트럭들이 커다란 돌들을 쏟아 붓고 시멘트로 덮어버리기 시

작했다. 그렇게 마을과 바다를 이어주던 작은 길은, 여러 의 덤프트럭이 주차할 수 있

을 만큼 넓고 차가운 시멘트 길이 되었다. 바다는 그렇게 마을과 멀어지는 것이 싫었는

지 매년 큰 파도로 조금씩 그 길을 부숴갔지만, 매정하게도 매년 그 길은 더 넓어져만 

갔다. 그리고 그 큰 길에 많은 횟집들이 생기면서 늘 함께 하던 바다와 마을은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얕은 개울가라는 의미를 가졌던 야리개의 예쁜 조약돌과 자갈은 그렇게 

사라져갔고, 여름방학이 되면 새카맣게 타서 하얀 이만 내놓던 아이들의 피부도 더 이

상 까매지지 않았다.

  가을볕이 따갑게 벼의 고개를 한참 숙이게 하면 곧 이어 추수를 했고, 겨울 논에는 

짚더미가 가득했다. 그 곳에서 아이들은 짚더미를 기지삼아 겨울에도 따뜻하게 뛰어놀

았고, 가끔 그 로 잠이 들어 동네 어른들을 놀라게 하곤 했었다. 동네 앞의 큰 길이 생

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를 파헤치던 그 큰 굴삭기가 아이들의 기지가 가득한 마

을 뒤편의 논과 밭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뒤이어 신발모양의 큰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버섯모양의 레스토랑이 이어서 생기기 시작했고 검은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마을 뒤

편의 논을 뒤덮기 시작했다. 밤에도 환한 가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스팔

트가 아닌 논들은 차가운 자갈을 안은 채 주차장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 해 가을에는 

풀벌레가 울지 않았고, 겨울을 지나 봄철의 밤늦은 개구리 울음 소리가 다시는 울려 퍼

지지 않았다. 낮처럼 환한 가로등과 화려한 네온사인이 온 마을을 뒤덮으면서, 밤하늘



달빛이 내리던 그 바다에 서서  255

의 쏟아지는 별들도 함께 사라져 갔다.

  겨울이 되면 더 따뜻하던 마을 앞 바다에는 해삼, 군수, 작은 성게 등이 가득했다. 방

파제에만 가도 파도에 쓸려 휘청거리는 게들과, 불가사리, 따개비 등을 매일 만날 수 있

었다. 그런 바다를 향해, 횟집과 레스토랑에서부터 거 한 호스가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빨래터의 물줄기를 앗아간 그 호스가 이번엔 바다를 향해 뻗어 나간 것이다. 달라진 것

은 호스의 수가 늘어난 것이었고, 그 호스의 수가 점점 늘어갈 수록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의 수도 줄어 갔다. 여름이 되면 멱을 감던 아이들은 피부병에 걸리기 시작

했고, 용기 있는 아이들의 방파제 다이빙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마을의 앞 바다와 빨

래터의 물을 모두 앗아가 버린 호스의 둘레가 더 두터워 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바다를 잊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의 찰랑거림이 가득하던 방파제에는 소주병과 쓰레

기가 가득해져가고, 주말이 되면 횟집으로 찾아오는 차들만 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마을을 떠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던 고향을 우리는 그렇게 떠나왔다.

  그렇게 변해가던 마을을 떠나오던 그 때도, 아직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 앞 큰 길에서 조금만 더 바다로 나가면 누가 조각했는지 모를 경이로운 바위들과, 

정말 푸르른 바다가 마을 앞 바다와 경계를 둔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내 어린 시절의 

고향과는 물론 다르지만,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름다운 고향은 

그 곳에 있었다. 우리가 마을을 떠나던 그때는 아직 추억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와 기분 나쁜 적막감이 감도는 그런 마을은 아직 아니었다.

  동부산 관광개발 계획에 고향 마을이 들어 간 것을 알게 된 것은, 마을을 떠난 지 꽤 

지난 후의 일이었다. 그 뒤로 마을을 지날 일이 생기면 마을 안쪽길이 아닌 외곽 길의 

버스 안에서나 마을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그 마저도 시간이 지나 군 를 다녀오고,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고향을 잊은 채로 지냈다. 하지만 언제나, 이유 없는 그리움에 옛 

모습이 생각나면 한참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다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그렇게 내가 자란 

시간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와 함께 마을로 향했다.

  4차선의 넓은 도로와 화려한 네온사인의 가게들이 모자가 탄 자동차를 향해 위용을 

뽐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불빛조차 볼 수 없었던 그곳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자리를 차지한 많은 가게는, 눈이 아플 만큼 환한 불빛들로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조용

한 가을 밤 내내 울려 퍼지던 풀벌레 소리와 바다에 퍼지는 은은한 달빛의 그리움은 점

점 사라져가고, 네온사인이 미처 모자랐는지 인도에까지 내려온 각종 간판과 호객 행위

의 경광등은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몇 개의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지나 마

을로 내려가는 도로에 들어섰다. 예전의 바다 도로보다 훨씬 넓어진 도로와 더불어 삼

발이(테트라포트)가 마을 앞바다 가득히 쌓여있었다. 그 육중한 위용을 뽐내며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삼발이를 바라보면서 마을에 들어오니, 소리 없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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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삼발이는 마을 바다 한가운데에까지 그 역을 넓혀있었고, 그 많던 횟집들은 부

분 문을 닫았는지 간판의 불과 더불어 수족관의 불도 꺼져있었다. 예전의 신발모양과 

버섯모양의 레스토랑은 큰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는지 보이지 않았고, 빨래터는 흔적조

차 찾아볼 수 없었다. 방파제 옆의 기암절벽과 같은 바위들은 어디로 갔는지 한참을 찾

아야 했고, 신 그 자리에 시멘트가 오랫동안 자리한 채로 바다와 싸워온 모습만을 확

인해야 했다. 그 어떤 것도 이곳이 고향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없었다. 마을을 감싸던 두 

방파제는 이제 삼발이에 묶인 채로 바다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까

마득히 먼 하늘에 떠있는 달 뿐이었다. 환하게 떠있는 그 달은 무심하게도 마을의 먼 

바다에만 빛을 비추고 있었다. 찰랑거리는 물의 소리도, 넓은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었

던 탁 트인 바다도 그곳에는 없었다. 나와 달만이 예전의 그 자리에 서서 옛 추억을 떠

올릴 뿐이었다. 그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이라 몰랐던 그 곳에는 잔

뜩 찌푸린 하늘이 있었는지, 어느새 유리창 가득히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내리던 

비는 유치원 시절의 나를 불러내었고, 처마에 제비가 살던 집에서의 그 일을 다시 기억

하게 만들었다. 어느 여름날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를 바라보던 한 어린 아이가 있었

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 아이는 열려있는 부엌문으로 무언가가 황급히 날아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마루로 나가 부엌을 살펴보았다. 잠시 뒤, 아이는 부엌의 빨래 줄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한 제비를 만날 수 있었다.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던 제비와 아이는 다

시 고개를 돌려 내리는 비를 함께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개구리가 울고, 여름이면 까맣

게 그을린 어린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가을이면 풀벌레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

고, 겨울이면 따뜻한 바다가 기다리는 그 마을에서 제비와 아이는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떠나버린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나는 말없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삐걱거리는 베란다에 서서 내리는 비를 혼자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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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에코로드를 꿈꾸며 달린 730km

김계현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부산’ 6일간 페달을 밟으며 기다려왔던 이정표 다. 지난여름 나는 군 생활을 함께한 

친구와 함께 원주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북단 고성을 거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

는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부산까지 730km를 자전거로 여행하 다. 평소에도 자전거

를 즐겨 타는 나로서는 여행의 즐거움과 동시에 내 전공분야인 환경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었다.

밀렵보다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로드킬

  브라에스의 역설(Braess' paradox)이란 게 있다. 독일 보쿰 루르  수학과의 디트리

히 브라에스(Dietrich Braess) 교수가 주창한 가설이다. ‘도로를 넓히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가 막히게 

되면 그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또다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통 소통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게 된다. 도로 확충에 따라 통과 차량이 더 

늘어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를 ‘풍요의 악순환'이라고도 부른다. 반 로 도로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면 묘하게도 교통 소통이 빨라진다고 한다.1)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기간교통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전국을 반일

생활권화 하는 것을 교통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라는 공간을 남북으로 

7개, 동서로 9개로 나눠 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전 국토에 더 빠른 도

로를 건설해야만 하는 것이 숙명이라 생각한다.

  도로가 많이 건설되면서 편리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도로가 만들어진 그 땅에 살

던 동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마을을 관통하며 지나는 큰 도로 때문에 마을 사이에 

왕래가 줄어들고 예전처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하물며 그 주위에 살고 있던 수많은 동물들의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자동차를 피해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는 동물들이 횡단보도를 알 리 없다. 

자전거를 타고 가며 지나온 도로변에서 살아있는 동물들보다 납작하게 죽어있는 동물들

1) 윤재석, 2008 로드킬과 브라에스 역설, 프레시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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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많이 만났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동통로가 없는 곳에서는 동물들이 위

험을 무릅쓰고 이동하다가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해 전국 국도 405곳에서 조사한 결과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포유류 921마리를 비롯해 

모두 1,147마리에 이른다.

  최근 들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되찾아 준다며 찾은 방안이 생태통로이다. 도

로의 양쪽 사면을 다리로 연결하여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태통

로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고작 17개뿐이다. 고속도로 연장은 3,368km에 이른다.2) 

200km마다 한 개씩 있는 생태통로를 야생동물이 찾아가려면 지도라도 배포해야 할 실

정이다.

  로드킬이 비단 야생동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로드킬의 발생 범위가 전 국토의 전 

도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물 사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제2의 피해가 발생

하기도 한다. 운전자들이 자칫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낼 위험성마저 있는 것이다. 우리

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그렇다면 이 참혹한 살상행위는 전 국토에서 

쉬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방안에 앞서 야생동물 이동통로

의 확보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주요 단절 구간에는 도로변 펜스 및 야생동물 피난처를 

마련하는 책 등이 앞서야 한다. 또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로드킬 빈발구간 안

내방송을 실시하는 등의 획기적인 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전거 없는 자전거도로

  최근 치솟는 고유가와 생활물가의 향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 부쩍 늘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

가 전략과제로 선정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보수하는 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전

시성 행정과 미숙한 사업추진으로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도로를 구분해보면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 ·연석 등에 의하여 차

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

록 차도와 구분된 자동차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볼 수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확충

을 요구하지만, 도로의 확장이 제한된 구도심의 경우 사실상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가 

2) 허승은, 인간이 쌩쌩 달리니 자연이 운다, 위클리경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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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친환경도시, 녹색도시를 추구하려는 지자체의 입

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바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기존 보행자도로에 선을 그어 

놓거나 도로의 색을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전거와 보행자를 

적절하게 분리할 경우 좁은 도로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안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지나온 도시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그야말로 보행자도로 위에 선만 그어놓고 자전거도로에는 가로수나 도로 시설물 등 

장애물이 많아 실용성이 떨어졌다. 횡단보도에서는 턱이 높아 불편하고 안전을 위협받

는 것도 사실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의 갓길을 이용할 때면 어김없이 등 뒤에서 자

동차의 경적소리가 귀가 따갑다. 자전거도로가 많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인도 위

에 선만 그은 겸용도로가 90%를 넘는다.3) 실상이 이러하니 지자체에서 자랑스럽게 만

들어놓은 자전거도로는 행정서류에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이용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전거가 통행 수단으

로써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레저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다. 자전거도로의 총연장거리의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용도로를 만들더

라도 연속성이 있도록 하여 출퇴근이나 다른 지역으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상의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

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많이 타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 관련 제도나 시설 보완에 한 요구도 강해져 그

만큼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제나 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

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갈 것이다.

  우리 몸을 움직이기 위해 몸무게의 10배 이상이 되는 고철 덩어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생각해보자. 환경을 생각하고 자

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보자. 교통체

증과 기오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더불어 군살이 빠진 자신의 멋

진 몸매도 덤으로 주어진다.

3) 강갑생, 자전거도로 많다는 서울도 인도에 선만 그은 길이 90%, 중앙일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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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창 밖에서 샤워를 해 보셨나요?

소나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

  나는 현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교 3학년생이다. 그리고 전국 학 캠퍼스

들의 에코캠퍼스 연합을 구성하려고 노력 중인 미래에코연구회의 표이기도 하다. 나

는 지금부터 평범한 21살 청년이었던 나를 이곳까지 끌고 온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을 

쓰고자 한다. 

  2004년 가을 군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나는 자동차에 빠져 있는 신입생이었다. 어릴 적 

나의 장래희망은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었고, 7살 때부터 만나는 어른마다 내가 사장이 

되면 차 한 씩 주겠노라고 큰소리를 치며 선심 쓴 것만도 수십 다. 그런 자동차

에 한 내 사랑은 한결같았고 입 하기 직전에는 미국에서 클래식카 복원기술자

(Classic car restorer)로 활동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논산 훈련소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2년간의 군 생활을 그 꿈의 실현에 쏟으리라 다짐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을 짜

곤 했다. 그 때는 그것이 고된 현실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다. 한 달 

뒤 나는 서해의 어느 섬을 지키는 육군이 되었다.

  군 에서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것은 신문기사 스크랩 이었다. 선임들에게 발각되면 

혼이 나기 때문에 바닥에 깔아 놓고 군화를 닦으며 읽은 뒤, 밤에 몰래 오려내어 주머

니에 숨겨오곤 했다. ‘자동차’세 글자만 있는 기사라면 가을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 했다. 

자동차에 제한되었던 주제는 경제, 국제뉴스로 이어졌고 내가 눈치를 보지 않고도 스크

랩을 할 수 있게 되었던 2005년 여름,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태풍 ‘카트리나’가 불었다.

  처음에 중매체들은 쓰나미 때처럼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을 조명했다. 특히나 

피해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이었기에 그것은 더 흥미로운 뉴스가 

되었다. 그러나 카트리나는 쓰나미와 달랐다. 발생 한 달 뒤에 쓰나미는 간간히 다큐멘

터리에나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카트리나는 한 달 뒤에도 매일 같이 신문과 뉴스

에 등장했다. 카트리나의 피해를 입은 것은 뉴올리언스의 주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과 경제 기 때문이다. 특히나 남부 연안에 위치했던 원유시추 시설의 가동중단

은 세계유가와 환율을 흔들었고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해외실적 부진을 다루는 기

사에 따라붙던 꼬리표는 ‘환율’과 ‘유가’ 이었다. 카트리나 이후 미국 내 픽업트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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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의 판매가 줄어들며 전 세계 모터쇼의 컨셉이 바뀐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다시 2005년 여름, 뉴올리언스 주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공감한 젊은이들이 한국

에도 있었으니, 바로 내가 속해 있던 부 의 병사들이었다. 우리는 해발 70m정도의 낮

은 산 위에 위치한 막사에서 생활했다. 비록 산 위에 있기는 했지만 섬 전체를 총괄하

는 핵심적인 일을 맡은 부 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섬에서 가장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

하는 병사들이었다. 우리의 작은 재앙은 여름의 한 가운데인 7월 말에 일어났다. 주변에

는 민가 하나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아래의 부 에서 펌프로 올려주는 물을 사

용하고 있었다. 물론 산 아래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물이 끊기고 난 뒤 행정보급관

의 설명을 듣고야 알게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물이란 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으

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 20  병사들 이었다. 게 ‘단수’ 라는 것은 기간이 미리 

통보되기 때문에 구시렁거리면서도 욕조 한 가득 물을 받아 놓으면 되지만 그것은 훨씬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다. 산 아래 부 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긴 파이프 중 어느 

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어 모두 파헤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공사가 계속되던 

8월 한 달간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군인이라고 하면 게 눈 밑에 검은 위장을 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총을 겨누는 이

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 군인의 삶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심지어는 우스울 때가 많다. 다수의 장병들은 세안을 할 때 폼 클렌저

를 사용하고, 바디클렌저와 스펀지를 이용해 샤워를 한다. 심지어 단체외박을 나갈 땐 

마스크팩을 잔뜩 사와서 모두 함께 누워 마사지를 하기도 한다. 모든 사물을 깔끔히 정

리하는 생활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결벽증까지 생기는지 이틀만 내의를 갈

아입지 않거나 샤워를 하지 않으면 위생관념이 모자라다는 황당한 질책을 받기까지 한

다. 물론 나는 열심히 복무 중인 장병들을 비하할 생각도 없으며 전국의 모든 부 가 

그렇다고 일반화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랬다. 추가로, 내가 가장 이해하기 어

려웠던 것 중 하나는 빨래비누로 식기를 설거지 하는 것이었는데 훈련병 때는 식판에서 

나는 빨래비누 내에 구역질도 났지만 병장이 되어 전역하던 그 날까지 별 탈 없이 산 

걸 보면 그렇게 몸에 나쁘지만도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해 8월에는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침을 먹고 식기를 닦으러 간 우리는 

두 개의 커다란 국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 냄새나고 불투명한 물이 담

긴 통은 애벌 세척용, 그나마 물속에 뭐가 떠다니는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한 통은 헹

굼 용이었다. 100여명이 생활하는 막사에서 식기를 닦는데 쓸 수 있는 건 단지 그 두 

통의 물 뿐이었다. 차라리 빨래비누가 그리워질 지경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 점호를 

받기까지 15시간 동안 막사 내 어느 수도꼭지에서도 물은 나오지 않았고 변기에도 물이 

없긴 마찬가지 다. 그나마 섬의 중심부에 위치한 소방서에서 소방차에 수돗물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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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고 와 우리의 물탱크에 넣어준 덕에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세수를 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맑은 물은 겨우 세면  하나 만큼 이었다. 우리는 세면 에 가득 찬 

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던 할 수 있었다. 남은 것은 선택의 문제 는데, 땀에 젖은 옷

을 빨고 난 물에 발을 닦을지 혹은 세수를 한 물에 다시 머리를 감을지 하는 등의 굉장

히 어려운 문제 다. 심지어 일부 병사는 간부들의 으름장에도 굴하지 않고 주전자에 

담긴 식수로 이를 닦거나 얼굴을 헹궜다. 물론 그 중 일부는 적발되어 벌칙을 받느라 

다시 땀을 흘렸다. 게다가 바닷가에 위치한 막사는 아침저녁으로 해무가 껴서 유난히 

습했다. 응달에 위치한 방에서는 옷에 곰팡이가 피기까지 했지만 몸도 못 씻는데 옷을 

빨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이 재앙이 와 닿지 않는다거나 서늘한 날씨에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단 한 가지 상황만 떠올려 보시기를 권한다. 15시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분뇨가 

쌓인 변기에 매일 앉아야 되는 상황을…….

  그 중 우리를 가장 괴롭힌 것은 샤워 다. 다수의 병사들은 파이프의 누수부위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삽질과 곡괭이질을 하고 들어왔다. 그러나 매일 물을 

실어다 주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한 의 소방차로 싣고 올 수 있는 물의 양을 생각할 

때 샤워란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악명 높은 이하사가 점호시

간에 우리에게 이만 닦고 잘 것을 명령했다. 물을 모아 샤워를 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 

세면  하나의 물에 적응해 가던 우리 기에 그날 밤은 꿉꿉함을 참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약속했던 샤워 시간이 왔고 우리는 기 에 차서 샤워실로 들어갔다. 샤워실은 

아주 작은 동네 목욕탕 정도로 넓고, 자주 사용하진 않았지만 물을 받고 들어갈 수 있

는 욕조까지 있었다. 우리가 샤워를 하며 얘기를 나누던 그 곳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바싹 말라 있었다. 이 하사는 군화를 신은 채로 욕조에 걸터앉아 우리에게 규칙을 설명

했다. 100명의 부 원이 평소처럼 샤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강의 계산을 해 

본 결과, 한 사람당 30초 정도 물을 쓸 수 있다고 했다. 10초는 몸을 적시는 데, 또 10

초는 비눗기를 헹구는 데 주어졌고, 나머지 10초만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

다. 그는 정말로 시계를 꺼내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샤워장 안의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

지만 자신이 욕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 지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기에 군

소리 없이 그의 명령을 따랐다. 주어진 30초가 지났을 때 한 병사가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다. 몸을 닦는데 급급한 나머지 머리 위의 샴푸거품을 까먹었던 것이다. 아무리 악

명 높은 이하사라도 벌거벗은 채 눈조차 뜨지 못하는 병사에게 추가의 10초를 주지 않

을 순 없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설거지, 하루 한 번의 세수, 일주일에 한번뿐인 30초의 샤워를 반복

하며 3주를 살았을 때, 큰 장마가 찾아왔다. 게다가 광복절이라 소방차 역시 오지 않았

다.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는 공사장비들을 바라보던 선임 한 명이 비누와 내의를 사물



창 밖에서 샤워를 해 보셨나요?  263

함에서 꺼냈다. 그는 내의 위에 반바지 하나만 입은 채로 문 밖으로 나갔다. 더운 여름

에 병사들끼리 윗옷을 벗고 있는 것은 그리 보기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잠시 뒤, 우리는 창문 밖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그 선임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의 생활은 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바꿨다. 아침에 이를 닦을 때나 샤워를 

할 때도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잠그고 사용하는 것이 몸에 밴 것이었다. 심지어 학

교 기숙사에서는 물을 틀어둔 채 소변을 보러 간 사람의 수도꼭지를 신 잠그는 배려

까지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내 삶의 방향까지 바꾸었다. 배기량이 크고 효율이 떨어지

는 클래식카에서 눈을 돌려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와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비록 학생의 신분이라 일상의 아주 적은 부분만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

호에 쓰고 있지만, 꼭 환경과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나의 

사명이 되었다. 또한 물이 수도꼭지가 아니라 하늘과 강에서 만들어져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 뒤에는 송전탑과 발전소가 있으며, 주유소 뒤에는 정유공장과 유

조선 그리고 시추시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게 된 것이다. 빈 강의실의 빔 프로젝터

와 전등을 끄는 것은 내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약간의 학생들과 함께 전국 학생들

의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에코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은 

자국을 위한 에너지조차 부족하면서도 에너지 절약에 매우 무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몇 년 동안 서울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기관 상위 10곳에는 학 2~3곳이 꼭 포함되

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0여개의 학이 매년 환경종합 평가를 받으며 학교의 자

존심을 걸고 친환경 캠퍼스와 생활방식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유가가 100불을 넘기던 4월에도 학들이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가 13% 이상의 증가를 

보 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는 빠른 2등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다. 해외 기

업이 만든 풍력발전기를 훌륭하게 벤치마킹해서 세계 1위 자리를 얻을 때면 이미 그들

은 그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와는 다른 에너지 시스템과 환경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정

부와 기업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연구와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환경위기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아니다.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파악조차 못 해 탄소

펀드 시장에 팔지 못하는 것도 자랑할 일은 못 되지만, 남들이 투자한다고 탄소펀드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돈만 넣어놓고 박이 터지길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

다. 환경산업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해야 될 산업이다.

  환경위기는 국가나 기업, 학교의 총장 등 한 사람의 굳은 의지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방송에서는 매년 하루 24시간을 굶으며 아프리카 등지의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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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체험을 하는 행사가 열린다. 그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주일을 굶은 어린이의 

배고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전국의 물과 전기를 24시간 끊는다고 해서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리란 것은 나도 동의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태의

연한 절약 구호를 곳곳에 붙이는 것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30년 뒤에 우리는 정말 내리는 빗물을 모아 샤

워를 해야 될 지도 모른다. 그것도 공해물질로 더럽혀진 빗물에 말이다. 

 환경위기는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들에 관한 문제이다. 

  빗속에서 샤워를 해야만 했던 한 젊은이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환경위기를 할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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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반복되는 수해, 반복되는 복구, 반복되는 파괴

-수해 책은 개발동맹의 먹잇감-

김동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탕. 탕. 탕. 탕. 형 굴삭기가 요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2 의 굴삭기가 보

이는데, 그중 하나는 바위를 깨고 있었으며, 나머지 한 는 그렇게 깨낸 바위를 형 

덤프트럭에 싣고 있었다. 이미 짐칸을 가득채운 트럭은 저 멀리 야적장으로 떠나고 있

었다. 초가을 불기 시작한 쌀쌀한 바람은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내 손을 시리게 

할 뿐 만 아니라, 뽀얀 먼지와 돌가루들을 잔뜩 흩날리게 만들었다. 제주의 아리도록 푸

른 가을 하늘은 너무 예뻤지만, 그 밑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예쁘지 않았다. 너무나 

비되게 처참하고, 잔혹한 일상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자연에 선을 긋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부분을 도려낸 후, 게걸스레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은 그 동안 나와 우리에게 

일상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개발시 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개

발제일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발은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기치로 내건 개발정부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토건업체, 그리고 개발의 방법과 당위성을 전문적 지식으로 포장해주는 

전문가들, 이들의 삼자동맹에 의해 집행되어왔다. 나는 이들의 작동방식에 해 잘 몰랐

으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동조했지만, 그 내용에 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전부터, 나는 개발동맹의 성격과 작동방식에 

해 직접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에 한 조사를 하면서부터 다.

  나는 제주도 남동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우리 마을은 해안에서 

4km 정도 내륙에 위치한 중산 간 마을이고, 우리 집은 하천과 작은 동산 근처에 있어, 

마을 사람들이 ‘냇동산’이라고 불리었다. 중산 간 마을의 아이들은 더운 여름철이면, 바

닷가보다는 주변에 있는 하천의 물웅덩이에서 멱을 감곤 했다. 남탕과 여탕으로 구분되

어 있어 옷을 발가벗고 물속에 뛰어드는 재미는 아직도 내 기억에 선하다. 육지와는 달

리 제주의 하천은 건천이어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비가 온 후 깊은 웅덩이

에는 물이 가득 차, 헤엄을 치거나 미꾸라지를 잡으며 놀 수 있다. 현기 의 자전적 소

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에 나오는 주인공 ‘깅이’도 한라산 북쪽의 하천에서 우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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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았다. 작가가 50년 전에 겪은 어린 시절은 10 여 년 전 까지만 해도 바로 나와 내 친

구들의 어린 시절이기도 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3년 전, 육지에서 학을 졸업하고, 다시 고향에 내려왔다. 환경운동은 지역운동이라

는 신념에 따라, 내 고향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에서 다. 물론 그 와중에 벌어진 사건도 

큰 향을 끼쳤다. 그 중 하나는 우리 동네에 건설된 9홀짜리 골프장이고, 또 다른 하나

는 바로 내가 놀던 그 하천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웅덩이도, 미꾸라지도, 소금

쟁이도, 풀과 나무들도, 그리고 동글동글한 돌과 바위들까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고, 매끈한 사다리꼴 수로만이 그 자리에 황량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도

로포장을 한 것처럼, 롤러로 다진 것처럼, 냇창1)은 수로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나와 내 친구들의 어린 시절에 한 폭력이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펜과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

게 하면 이런 일을 중단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곳과 저곳의 현장을 누비고, 

자료를 뒤적이며 알아낸 바에 따르면, 제주도 하천 정비 사업은 ‘수해예방과 복구’를 목

적으로 지난 1990년  후반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내 60여개의 지방 2급 하천과 80여

개의 소하천을 상으로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그 만큼의 예

산이 투입될 예정인 적인 공공토목공사 다. 그 결과 제주도 내 곳곳의 냇창들은 

암반으로 된 하상과 수풀이 우거진 천변이라는 고유한 모습이 파괴되었다. 더불어 나와 

내 친구들과, 다른 마을 또래 세 들의 냇창과 함께한 어린 시절도 파괴되었다. 그리고 

계속 파괴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파괴 될 예정이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러한 하천의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에 한 문제를 집

중적으로 제기했다. 수 만 년에 걸쳐 형성된 제주도의 하천은 육지와는 달리 암반으로 

이루어진 곳이 부분이기에 한번 훼손하면 원히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나 말고도 

예전에 이것에 해 지역주민과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했었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언론에서 ‘두들기면’, 곧바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라는 

슬로건을 꺼내들고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곤 했다. 나 또한 처음에는 이 슬로건을 

믿었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한 신뢰는 냇창의 바위들이 무지막지

하게 깨지듯이, 금방 깨져버렸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발령

받은 직원이 업무파악을 제 로 못한 것도 아니었다. 도지사는 분명히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하겠다고 발표했었고, 그에 따른 시·군 관계관 회의까지 열어, 그 세부지침도 마

련해 하달했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 던가? 문제는 한 둘이 아니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었

던 것이다. 우선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자연친화적’과 내가 이해하는 ‘자연친화적’의 개

1) 하천을 제주에서는 ‘냇창’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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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다른 점은 분명히 해둬야 한다. 역시 관료와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인바이런먼탈-

프렌들리(Environmental-friendly)’의 괴리는 너무 크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이런 개념

의 차이가 아니었다. 보다 더 명확히 하자면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이 ‘수해예방과 복구’

가 우선이기에 하천의 환경보전은 후순위로 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앞에 

붙는 ‘긴급’이라는 수식어와 ‘지역경제 활성화’2)라는 목적은 그 누구도 이러한 규모 

토목공사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도전하기로 했다. 지난 10년 동안 2,000억 원을 

투자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과연 수해를 막았는지 되물어보았다.3) 그간 하천정비사업의 

핵심은 상류에 내린 빗물을 모두 하천으로 보내 가능하면 빠르게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

이었다. 하지만 상류에 인접한 과수원과 밭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그곳의 하천을 넓

히면, 공사 이전보다 더 많은 빗물들이 하류로 흘러간다. 이 과정에서 하천으로 집중되

는 빗물은 늘어난 골프장과 도로와 도시면적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 빗물들이 빠르게 

하천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더 커져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 결과 하류

에 집중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들의 거주지가 물난리에 취약해 지고 마는 것이

다. 그 동안 핵심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측면에서 공격하 다면, 이제부터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외쳐야할 구호는 ‘지금 당장 모든 수해 응

공사를 중단하라!’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사업예산의 60～70%를 중앙정부로

부터 따오는 지방의 개발관료들과 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토건업체들과 과학이

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전문가들이 끈끈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들의 모습은 ‘용역행정’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반복되는 재해와 반복되는 용역

과 반복되는 파괴로 나타날 뿐이었다. 

  매번 수해 발생하고 나면 제주도 지방정부에서는 ‘항구적인 재해예방 책’을 수립하겠

다고 밝힌다. 2004년 9월, 일강수량이 400mm가 넘은 동부지역 집중호우에 응해서 8

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제주도 수해방지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완료하

다. 하지만 이 책에 필요한 예산은 총 8,000억원(구조적 책 7,941억 원, 비구조적 

책 5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재원조달이 불투명하여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07년 9월 태풍 ‘나리’가 내습했다. 이번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구적인 책’을 수립한다며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제주시내 도심을 가르는 4  하천(산지천, 독사천, 한천, 병문천)을 우선으

2)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방정부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하천정비사업의 목적 중 가
장 처음으로 기술하는 것은 ‘수해예방과 복구’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3) 실제로 하천정비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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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도심지 홍수의 근본원인인 복개구조물 철거는 단기 책이 아니라 중·장기 책

으로 떠넘겨버린 채, 저류지 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책의 기조는 예전과 바뀐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하류로 빠르게 흘려보내는 

것이 치수 책의 전부가 아니게 되었다. 인간들이 사는 거주지 말고 다른 곳은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선택적 방어’의 개념이 도입되어, 천편일률적인 제방 쌓기에서 ‘저류지’

와 ‘침사지’, 그리고 ‘사방댐’을 건설하겠다고 지방정부는 발표했다. 하지만 결국 시공되

는 시설물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형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투입돼 냇창을 부수는 토목

공사는 그 로 지속되고, 예산의 부분도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몇 년

간 재난에 응하는 개발동맹의 모습은 보다 많은 예산과 보다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화산섬 제주는 물 빠짐이 좋아 그 동안 논농사를 짓기 매우 힘들었을 뿐 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려도 금방 땅속으로 스며드는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었다. 그러나 

개발시 가 제주도민들에게 돌려준 것은 태풍 나리로 표되는 수해 다. 수해에 한 

복구와 예방공사는 주민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상은 자연파괴

를 기반으로 한 개발동맹의 재생산에 불과했고, 수해공사는 골프장과 도로건설 등 다른 

개발사업과 함께 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수 천 억 원이 투입된 공공

토목사업에 한 성찰은커녕 사후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냇창을 놀이터로 삼았던 

‘깅이’와 ‘금돌’(필자의 아명)이의 어린 시절을 무참히 깨부숴버렸다. 그러나 ‘금돌’이는 

추억을 떠올리며 아쉬워하는 ‘깅이’에게 함께하자고 손을 내민다. 그 동안 혼자 싸워왔

던 금돌이에게도 냇창과 함께한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다음 세 의 어린 시절을 함께 

지켜줄 친구들이 필요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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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투모로우」, Ecological Literacy 

그리고 인드라망

유상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렌다. 그 만남이 의도했던 것이든 우연에 기인한 것이든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인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것(seeing)

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보는 것이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미술평론가 존 버거

(John Burger)의 말처럼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타 감각기관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농

한 여운을 남겨준다. 실제로 시각이 우리의 감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라

고 한다. 그 다음이 청각이라고 하니, 시각매체의 첨단이자 웅장한 음향까지 곁들인 

화는 우리 감각의 부분을 담당하는 눈과 귀를 자극하여 강렬한 흔적을 남기고 뇌 안

의 무수한 세포들과 성을 요동치게 하여 무의식을 깨워 놓는다. 

  2004년 여름을 강타했던 Roland Emmerich 감독의 『투모로우(원제: The day after 

tomorrow』와의 만남은 한 교양수업의 시청각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2시간이 넘는 러

닝타임의 이 화는 기상학자인 잭 홀 박사(데니스 퀘이드 扮)와 그의 아들 샘(제이크 

질렌홀 扮)을 중심으로 지구에 찾아 온 기상이변의 참혹함과 이에 항하는 나약한 인

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사실 이 화에서 다루는 지구온난화와 그 결과로서의 빙하기의 도래는 언뜻 이해가 

어렵다.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왜 빙하기가 찾아오는가?’와 같은 의문을 품게 한다는 것

이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원래 적도 근처의 따뜻한 해류가 서

양을 따라 올라오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이른바 서구(西歐)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지구가 1년 간 받는 태양에너지를 바다에 모두 투입해도 해수의 온

도는 겨우 1℃ 상승한다고 하니 바다의 에너지 저장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 따뜻한 해류가 서양을 따라 올라오기 위해서는 북 서양을 흐르는 차갑고 염도 높

은 해류가 심층수(深層水)로서 밑으로 가라앉아 적도로 이동하고 다시 데워져서 북 서

양으로 올라오는 순환을 반복해야 한다. 이를 해수순환(海水循環)이라고 하며, 이러한 

순환 덕택에 미국과 유럽은 축복받은 기후 아래서 세계를 주름잡을 만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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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북극권의 빙하가 녹아버리면 차가운 담수가 북 서양으

로 흘러들어와 염도를 낮추기 때문에 심층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해수순환을 막

아버린다. 실제로 북 서양의 염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빙하가 점점 

녹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적도 근처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난류를 타고 공급되

던 엄청난 에너지가 끊겨서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극단으로 치달을 경

우 인류는 화에서처럼 집안에 갇혀 남은 밥이나 빵을 조금씩 뜯어 먹으며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밖에도 지구 온난화는 기의 순환에도 향을 주어 각

종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질병의 만연, 멸종, 환경난민, 전쟁, 문명의 파괴 등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 사실 지난 40만년 동안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間氷期)를 

수차례 반복하 으며 현재 우리는 운 좋게도 간빙기에 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후

가 돌변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변화가 인류의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Ecological Literacy, 그 거룩한 이름과의 만남 그리고

  이 화가 개봉된 이후 세간의 반응은 뜨거웠다. 우선 기상학자를 중심으로 플롯을 

구성한 화답게 학계 전문가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즉 화에서처럼 6주 만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날 리 없다는 것이다. 또 화 속 곳곳에 묻어난 미국 중심의 세계관

에 한 비판 역시 어김없이 쏟아졌고, 기상학자의 헌신적인 자식 사랑에 한 감탄을 

담은 비평도 나왔다. 그러나 나는 자꾸 기상학자 잭의 부인이자 의사인 루시의 어린 환

자 피터에게 눈길이 갔다. 책에 적힌 글을 못 읽어 그림만 보며 내용을 상상하는 것으

로 그려지는 어린 환자 피터는 본질적인 것은 읽지 못한 채 당장 눈에 띄는 것만을 추

구하는, 즉 생태적 문맹(ecological illiteracy)인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류의 위태

로움을 빗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에서는 잭 홀 박사의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 한 진단과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생태적 문맹(ecological illiterates)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들은 부분 정치인이

나 고위관료로 그려지고 있으며 환경이 위기인 만큼 경제도 위기라는 말도 안 되는 변

명으로 잭 홀 박사를 몰아붙이며 그의 경고를 일축하고자 한다. 어쩌면 감독은 잭 홀 

박사와 정치인들의 비를 통해 생태적 리터러시와 생태적 문맹을 비시키고자 했는지

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립구조에 한 힌트를 주기 위해 루시와 어린 환자 피터를 

등장시킨 것이 아닐까? 그 문맹들은 세계 최강 국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과 

휘날리던 성조기조차 차가운 얼음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그 엄청난 비극을 예측했는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했는가? 초라한 인간 군상들에게는 넘치는 자신감도 첨단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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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기술도 없었으며 오로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이 있을 뿐이었다. 

  화를 감상한 후 나는 한동안 충격에 빠졌다. 정말 화에서 그리는 것처럼 우리 인

간은 당면한 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이러한 문맹을 벗어

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Ecological Literacy가 아닌가! 그렇다면 

Ecological Literacy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

  우선 리터러시(Literacy)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상에 적응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롭게 등

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확  사용되고 있다. 가령, 흔히 알려진 디지털 리터

러시(Digital Literacy)란 정보화 시 를 맞이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 기계 등을 수

월하게 다루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한편 

이 리터러시(Literacy)라는 말에 한 번역어는 현재까지 통일된 것이 없으며 학자에 

따라 ‘문해력(文解力)’, ‘문식력(文識力)’, ‘소양(素養)’ 정도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번역어는 한자어라 그런지 어렵게 느껴지며 억지 번역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따

라서 그냥 리터러시(Literacy)라고 사용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나는 화를 보면서 Ecological Literacy 라는 개념을 내가 최초로 명명했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교화 하여 인생의 주요 연구주제로 삼겠노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연구의 진전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던 도중 이미 Environmental Literacy, 

Ecological Literacy라는 개념이 선학(先學)들에 의해 정립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허

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그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는 없을지 또 이를 키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없을지 고민하며 여

러 자료들을 탐독하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띈 점은 Environmental Literacy와 Ecological Literacy의 두 용어가 공

존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Roth라는 학자에 의해 1968년 처음 사용된 Environmental 

Literacy가 환경문제 및 환경쟁점에 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진옥화·최돈형, 2005: 32 재인용)으로 정의되며 역시 미국의 Orr에 

의해 1992년 명명된 Ecological Literacy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연관성을 열심히 찾

아내려는 마음의 질(a quality of mind)을 의미한다(김현재, 2004: 27 재인용).

  그런데 Cutter-mackenzie와 Smith의 논문(2003: 502)에 의하면 Ecological Literacy

를 명명한 Orr는 Environmental Literacy와 Ecological Literacy의 차이점을 규정하지 

않고 번갈아가며 사용했다고 한다. 생각건 ,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환경이라는 표현 

신 생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학문적 시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다. 즉, 인

간을 중심으로 보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環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시 그 일

부가 되는 ‘생태(生態)’라는 말을 통해 그 자연과 인간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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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이다.

  따라서 Ecological Literacy를 종합적으로 정의하자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연관되

어 있음을 깨닫고 그 연관성을 열심히 찾아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발생하는 문제 

및 쟁점에 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드라망, 그 안에서의 삶 

  데카르트와 베이컨 이후 본격적으로 꽃 핀 인간 이성에 한 굳은 믿음은 급속도로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 두 사람은 근 철학의 시조로서 각각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데

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은 초월적 이원론으로서 이성을 

가진 유일한 인식 주체인 인간의 위 함을 부각시켜 물질에 불과한 자연을 단순한 이용

의 상으로 전락시켰고,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는 관찰과 실험의 결과물인 귀납

적 지식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자는 뜻이었다. 결국 근 철학은 당초 의도

가 어떠했든 간에 각종 과학 지식과 기술로 무장하고 자연 위에 위풍 당당히 군림하는 

‘인간의 시 ’를 활짝 연 셈이다. 그리고 이는 오만으로까지 이어졌다.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가능으로 승화시키며 극도의 자신감과 과학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어 환

경오염이 심각하다 싶으면 각종 정화장치를 만들고, 석유가 다 떨어지면 수소연료 등 

체에너지를 개발하면 되리라 생각했다. 가끔은 교토의정서, 리우협약 등 그럴싸한 조

약도 체결해서 강제력을 부여하면 눈에 보이는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 여겼

다. 달나라에도 가고 생명체도 복제하는 판에 무엇이 두려우랴! 그런데 화 속에 나타

난 그 가공할만한 비극들은 뭔가? 인류는 근 철학과 과학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

다고, 즉 거의 완벽에 가까운 Literacy를 가지게 되었노라고 착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필요한 Ecological Literacy는 등한시 한 채 살아왔다. 그리고 그 무

관심에 한 처벌은 비단 화 속 비극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필연적 수

순인지도 모른다. 

  나는 Ecological Literacy를 함양하고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한 해결을 위한 보다 

깊고 넓은 지혜를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것을 권하고 싶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드

라망(Indra 網)이다. 화엄경(華嚴經)에 등장하는 인드라망은 만물의 상호연결성을 은유

하는 신화적 세계관으로 반짝이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즉,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인간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모든 유형의 생명체들 역시 상호간 연결 고리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존재의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묘사하기 위한 이미지가 바로 

‘인드라망’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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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라는 인도의 신(神)이고 그가 가진 아름다운 그물이 바로 인드라망이다. 그물에는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들은 수많은 각(角)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각각의 보석은 

다른 보석들을 서로 비춘다. 만일 누군가 그 보석들 가운데 하나의 보석을 보기만 해도, 

그는 여타의 다른 모든 보석들도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서로를 비추며, 그리고 어떤 의

미에서는 서로를 계승하면서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에 어떤 고승(高僧)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동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나머지로부터 우리들 자신들을 떼어내

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여타의 동물들

과 생명체를 자연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어떻게 자연을 다루어야 하는지 질문한다. 우리

는 자연을 우리 자신을 다루듯이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

다.’라는 말로 인드라망을 설명한 바 있다. 스님의 말처럼 자연에 해를 끼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또 다른 스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독립되어 있

다기보다 그 일부분임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칼로 스스로를 가해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다른 이로부터 훔치는 행

위는 우리들 자신들로부터 훔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고 했다. 또 우리가 환경과 맺

고 있는 관계는 서로 보살피는 것이기에 도덕성이란 올바른 행위를 경건하게 행하는 것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습 그 자체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만일 모든 존재들이 관련되어 있거나 상호의존적이라면 각각의 존재는 어떤 양식으로

든 다른 모든 존재에 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어떤 한 존재가 무엇을 하건 간에 그것

은 모든 다른 존재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유효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자각은 

승불교의 핵심이 되는 종교적 이상, 즉 보살의 이상으로 이끌거나 강조하며 강화시켜 

준다. 승불교에서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 즉 성불을 추구하고 염원하는 것은 궁극적으

로 당연한 일이다. 또한 모든 존재의 상호연관성에 기초하여, 우리는 그들 모두가 일정 

범위까지는 깨달음에 이르는 행로에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한다. 이것

이 바로 불교의 인드라망 세계관이 주는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한 교훈이자 비전인 것이

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연관성을 열심히 찾아내

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발생하는 문제 및 쟁점에 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정의한 Ecological Literacy는 인드라

망 안에 놓인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드라망의 원리를 체현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나에게

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이들은 귀농운동, 

생활조합운동, 안교육운동, 생명환경운동, 생체공동체 운동 등을 통해 작은 실천이나마 

인드라망의 교훈과 지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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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표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전 지구적 생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야말로 이러한 표어

에 들어맞는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한 박경화씨의 저서인『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은 생태운동가인 저자가 자

신의 삶에서 Ecological Literacy를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들인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또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적어도 나에게는『투모로우』가 단순한 화 이상의 것이었다. 화를 보고 나서 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었으며 이렇게 한 편의 글까지 쓰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

를 설계하게끔 독려했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하

는 내일(tomorrow)은 생태적 문맹들(Ecological illiterates)에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

다. 바라건 , 이 화를 단지 재미있는 블록버스터 한 편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

다. 가능하다면 이 화를 비롯한 몇 편의 관련 화들을 더 선정하여 초중등학교의 환

경 과목 필수 교재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거 한 화자본을 키우는 데 일

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면 오컴의 면도칼(Ockham’s Razor)로 싹둑 잘라낼 

생각이다. 때로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모순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

금이 바로 그럴 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니 장차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어려

운 질문인지라 이미 짜인 각본을 읽듯 성급히 답하는 것은 내 자신과 다른 생명에 

한 기만이라고 생각하기에 당장 명쾌한 답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동서고

금의 지혜에 기반을 둔 나만의 생태적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공부하는 신분

이라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더 많은 분

들과 그 소중한 계획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현

실을 바꿀 수 있는 작지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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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낯선 길 위에서 오래된 미래와 나를 만나다

장미정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컵짜이 라이라이

  ‘데쿠이 밤(체코), 탁(덴마크), 끼토스(핀란드), 메르씨(프랑스), 그라찌(이탈리아), 컵짜

이(라오스), 당케(독일), 아리가토(일본), 씨에씨에(중국), 탱큐(미국), 감사합니다(한국

)…….’ 국제화 시 ,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문화와 언

어를 알아가게 된다. 이번 여름 나는 아주 따뜻한 ‘컵짜이’라는 감사표현을 하나 더 배

우게 되었다. 

  올 여름, 10년의 활동을 잠시 접고 학업에 열중하기로 한 나는 8월을 스스로에게 주

는 선물이자 안식휴가로 여행길에 올랐다. 목적지는 친구 란이 KOICA1) 단원으로 2

년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라오스(Laos)라는 나라의 작은 마을이다. NGO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열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던 동료이던 10년 지기 친구가 라오스에 자원봉

사 단원으로 파견 간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라오스는 내게 미지의 세계

다. 오지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 내심 걱정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타문화에 한 편견과 무지가 부끄러운 순간이다. 그런데 라오스 여행을 준비하면

서 접하게 된 정보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여행자들의 글에는 하나같이 이 ‘미지의 

세계’에 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뉴욕타

임즈가 선정한 2008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선정’, ‘최후의 에덴동산’, ‘욕망이 멈추는 곳!’ 

  두려움이 기 감으로, 기 감이 설렘으로 바뀔 때쯤 기내에 몸을 실었다. 낯선 나라 

라오스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게 될 ‘컵짜이 라이라이(매우 감사합니

다)’를 중얼거리면서 말이다.

  올 해는 나에게 각별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활동가들은 지속가

능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게 현실이다. 호기심 반, 사명감 반으로 들어온 

시민운동 판에서 ‘전략’과 ‘전술’과 같은 낯선 단어들에 투덜거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데 돌아보니 어느덧 10년이 되어간다. 10년 전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IMF의 칼

날 같은 시간 속에서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는 것을 지켜보기를 반복하면서 내 

1)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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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던 시민운동의 꿈은 커져만 갔고, 급기야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옛 어르

신들의 인사가 ‘밥 먹었니?’이었다면 회사 생활동안 동료들의 인사는 ‘주식 올랐어?’이었

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일 중의 하나는 ‘요즘 재미있

어?’ 라는 인사를 나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놈의 재미 때문인지 연차가 쌓여갈수록 활동가 개인의 삶은 어느 부분 피

폐하다. 시간, 몸, 돈을 다른 방식의 ‘재미’와 맞바꾸기를 지속하다보면 나를 둘러싼 환

경은 그다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개인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운동과 

미래에 한 회의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다. 요즘 많은 

현명한 활동가들은 개인적·조직적·사회적 삶을 슬기롭게 설계해가기도 한다.) 그리고 개

인적인 운동의 지속가능성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다. 나의 작은 꿈은 후원하는 

운동가가 되는 것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40 가 되면 볼런티어로서 후

원하는 운동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나는 나의 작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을 

결심했다. 이것이 개인적인 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개인적 소견에

서 말이다. 어쨌든 이런 선택이 이번 여행에 동기가 되었다. 

지구온난화와 장거리 여행

  라오스의 작은 공항. 란이 마중 나와 있었다. 여기와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다는 긴 

생머리에 가벼운 옷차림, 좀 더 말라보이지만 여전히 해맑은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평소 

찬찬하고 반 박자 느린 듯해도 명확하고 예리한 란의 이성과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평온해 보인다. 그리고 라오스도 덩달아 평온해 보인다. 그 평온함이 반갑다.  

  뚝뚝이를 타고 라오스의 수도, 위엔짱2)의 시내를 향해 달린다. 아무리 달려도 중심가

로 보이는 곳이 없다. 그저 그런 소박한 도시를 지나던 즈음 란이 귀띔해 준다. 이곳

이 위엔짱의 중심부라고. 뜻하지 않

은 충격이다. 아시아 시민사회에 관

심을 가지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여러 곳을 제법 돌아보았지

만 이처럼 소박한 수도는 처음이다. 

여행자들은 한손에 지도를 들고 터

벅터벅 걷기 기술로 사나흘이면 이 

도시를 둘러볼 수 있고, 조급하거나 

2)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라오스의 지명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로 읽어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도 한다. 현지인들은 영어식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 본문에서도 현지 발
음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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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전거를 빌리거나 뚝뚝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사실 여행을 결정하기까지는 마음이 복잡했었다. 환경운동가로서 오랜만에 얻은 휴가

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여행으로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3). 때마침 국제유가폭등으

로 항공료도 급상승 중이었다. 낯선 문화를 만

나는 여행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이

지만 친구의 초 와 약속이 없었더라면 진작 포

기했을지 모르겠다. 책임여행가들의 충고 로 

이번 여행을 꼭 가야하는 이유에 해 되짚어 

보게 되었다. 결국 다른 많은 이유를 덮어두고 

이번 여행은 나에게 스스로의 ‘선물’인 만큼, 내

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로 하 다. 신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여행을 하는 동안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여

행’에 한 물음을 계속하기로 다짐하 다.   

  비행기로 도착한 위엔짱을 거쳐, 라오스의 표

적인 문화도시이고 도시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도시인 루앙파방까지 10시간, 루앙파방에서 며

칠 머문 후 친구가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싸이나부리까지 다시 10시간(평소 4시

간 거리 지만 앞선 차가 폭우로 생긴 산중턱의 웅덩이에 빠져나오는데 꼬박 6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도시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다시 작은 마을로, 비행기 신 버스를 선택

한 나는 이틀 동안 꼬박 20시간 남짓을 달렸나 보다. 처음에는 10시간의 버스여행과 1

시간의 비행기여행 중, 현지에서의 탄소발자국4)을 줄이고 경비도 절약해보자는 생각에 

피곤함을 감수하기로 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라오스의 10시간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의 10시간과는 달랐다. 구불구불 자연그 로의 모습을 간직한 정직한 길을 따라 산 아

래 걸터앉은 구름 속 마을길 속으로, 넉넉하고 참을성 많은 라오스 인들의 평온함을 친

구삼아 말 그 로 ‘산 넘고 강 건너’ 는 동안 아름다운 풍광은 오롯이 나의 것이 되어주

3)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1t의 화물의 1㎞ 수송 기준 수송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자동차 178g, 항공기 1,483g, 선박 40g, 철도 21g라고 한다. 다소 호들갑스럽다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위협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우리세대가 지금 이 긴급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래세
대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십분 동감한다.

4) 탄소발자국: 사람의 활동 혹은 어떤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
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500ml 생수 한 병을 생산-유통-소비-폐기하는 동안에는 약 10.6g의 이산화탄
소가 발생하며, 1.8ml 생수 한 병의 경우에는 24.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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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0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행자들을 위한 훌륭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사

실 한국에서는 KTX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부산을 3시간이면 통과할 수 있는 일일 생

활권 시 에 익숙해져 있다. 시간이 곧 돈인 시 에 살고 있는 부분의 한민국 국민

들에게 라오스 인들이 장을 보러가거나 친인척 집을 방문할 때면 언제든 누리게 되는 

‘산 넘고 강 건너 구름 속 마을로 서서히 잦아드는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벼르고 

별러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

  루앙파방에서 싸이나부리라는 란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가던 날은 때마침 10년만

이라고 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폭우가 며칠째 쏟아지고 있었다. 산 중턱에서 마주오던 

차가 웅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렸고, 길을 멈춘 우리 차 뒤로 서서히 차들이 길게 

늘어서고 있었다. 1시간만 더 가면 마을로 들어가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위치 다. 차가 

멈춰선 후에는 낡은 버스 지붕을 타고 고여 있던 물방울이 급기야 똑똑 떨어지기 시작

했다. 한 남자가 비닐봉지를 이용해 물방울이 지나올 길을 정성껏 내어준다. 길을 따라 

떨어진 물방울은 비닐봉지 사이에 고인다. 한참을 집중해서 꼬물딱 거린 결과이다. 옆에 

있던 동료가 어깨를 톡톡 두드려준다. 차가 곧 움직이겠거니 하던 우리는 2시간이 지나

도 창문으로 보이는 바나나 잎이 바뀌지 않은 것을 눈치 채고 장기 여행 준비에 들어갔

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과 볼일을 보는 것이다. 오전 8시 출발 12시 도착예정이었던

지라 우리 팀의 먹을거리는 부실했다. 다행히도 오래두고 먹을 요량으로 구입한 곡물 

빵이 있어 다행이었다. 눈인사를 주고받았던 뒤쪽의 라오스 가족일행은 나무 도시락 

통에 파파야로 만든 피클과 찹쌀이 든 밥 등을 펼쳐놓는다.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야외

의 천연 화장실도 공유하며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었다. 

  드디어 강마을에 도착한 우리들은 폭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다. 강 

주변의 집 몇 채가 지붕만을 남겨놓고 물속으로 잠수해 버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수

해의 현장에 나와 있었지만 혼란도 소란함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혹은 지금의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버스의 일행들이 산 중턱에 걸쳐진 차안에서 어느 누구

의 투덜거림도 없이 6시간을 기다린 것처럼 말이다. 다행히 며칠째 계속된 호우 기 때

문에 적당히 안을 찾아 사람피해는 없다고 한다. 라오스인들은 조용히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 같이 보 다. 그러면서도 전에 없이 잦아진 기후변화 현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문득 ‘한국 사람들은 자연에 한 경외심이 없는 것 같아!’라는 필리핀 친구의 이야기

가 떠올랐다. 한국에 와서 시민활동을 할 정도로 한국에 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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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구 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해변에서 기상악화 예보에도 불구하고 웃돈

을 얹어주며 섬에 들어가기 위한 배타기를 강행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격앙된 목소리와 냉정한 표정으로 자연에 한 경외가 없는 한국인들에 한 불만

을 표했던 것이다. 자연에의 순응이든 경외심이든 라오스인들의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지혜로움이 ‘최후의 에덴동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라오스를 지켜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 스쳐갔다. 

잘 지켜진 소박함

  처음 라오스에서 인상 깊은 것은 도시답지 않은 도시의 모습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다본 라오스는 초록빛 바탕에 몇 개의 선들과 점들로 채워져 있었고, 굵고 매혹적인 곡

선의 메콩 강이 한 눈에 들어왔다. 최빈국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국제원조가 정부예산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웃 동남아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잘 지켜진 소박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왜 일까? 

  루앙파방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문화도시이고 위엔짱은 라오스의 수도인데도, 두 도시 

모두 걸어서 어디든 갈수 있을 정도로 작고 3층 이상의 건물도 드물게 눈에 띠는 정도

다. 국제원조를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원조국의 취향에 맞게 화려하거나 돌

출적인 외형을 지니는 경우가 많지만 라오스는 자연스러움을 최 한 간직하고 있었다. 

  신기한 것은 최빈국인 라오스에서는 구걸하는 사람, 소위 거지를 만날 수 없다는 것

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먹을 것 정도는 과일이며 야채며 가축이며 자급자족하

는 품목이 꽤 많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거래행위를 하게 되고 개인소득수준에는 기

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차안에 가방을 놓고 돌아다녀

도 될 정도로 도난사고와 같은 종류의 사건사고도 거의 없다고 한다. 신에 그들은 매

우 부지런해 보인다. 새벽 5시면 북적 다가 저녁 5시가 되면 정리하는 모닝마켓도 그

렇고 추워지기 전인 저녁식사 전에는 모두가 집 앞에 나와 샤워를 하는 모습도 그렇다. 

현상은 문화가 된다. 소박하지만 바지런하고 그 이상의 욕심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자

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어느 여행가의 말처럼 라오스는 정말 ‘욕망이 없

는 곳’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

람들이라는 생각에 미친다.  

  라오스의 음식은 주변나라인 태국과 베트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그것과도 많이 닮아 

있었다. 우선 모닝마켓을 돌아다니면서 가지, 호박, 오이, 쪽파, 토마토, 마늘, 감자, 고구

마, 숙주나물 등 우리가 즐겨먹는 각종 채소들을 찾을 수 있어 반갑다. 라오스에서 무엇

보다 감명 깊은 최고의 음식은 산에 들에 나는 각종 향초를 넣어 먹는 쌀국수! 잡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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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다양한 풀잎들이 매번 

식탁에 놓여 입맛을 돋운다. 베트남, 태국에서의 그

것과는 또 다른 소박하지만 전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라오스다운 멋진 음식이다.

착한 소비로 관계 맺기

  루앙파방에서의 마지막 밤은 여느 여행객들처럼 야

시장에서 보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놓은 수많은 

종류의 수공예품들과 고산지역에서 재배된 유기농 커

피는 공정무역의 표적인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공정무역단체에 

따르면 자연친화적인 전통기술을 갖고 있는 라오스의 

여성들은 적은 수량이지만 높은 품질을 생산한다고 한

다. 물론 현지에서는 더 인기 만점이었다. 공정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라오스를 좋아한다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오스 원주민들의 손길이 배인 물건이 갖

는 가치에 더해 착한 가격까지, 이는 다양한 국적의 여

행객들을 한없이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놓기에 충분

했다. 

  야시장의 곳곳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각자의 

작품들을 직접 만들면서 색색의 수공예품들을 내어놓

고 여행객들과 흥정하고 있었다. 통상 애초 제시하는 

금액의 50～70%에 물건을 사곤 하는데, 보통의 경우 

그 값을 정하기까지 두어 번의 흥정이면 서로 기분 좋게 합의를 볼 수 있다. 흥정을 하

다보면 부분의 라오스인들의 첫 번째 가격과 두 번째 가격은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너무나 싶게 양보하고 미소 짓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가

격에서도 부분 비슷한 모습이지만 절  물러나지 않고 물건 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도 간혹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시장을 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찾아가면 특

유의 미소를 띠며 세 번째 가격으로 낮춰 주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물건을 사는 일이 

단순한 소비라기보다는 라오스인들과의 관계 맺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 여행

은 소비가 아니라 관계 맺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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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여행자들의 거리에 자리 잡은 여행사들의 문 앞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여행(Community-based Tourism)’ 등의 홍보문구

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라오스를 찾는 세계인들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도시, 자연그

로의 모습을 최 한 간직한 자연환경이 라오스 최고의 관광자원임을 이미 알고 있으

며, 라오스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지속가능한 관광을 표방하면서

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업적 욕구와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

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전날 경유해온 방콕-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며 다양한 국적

의 사람들이 모여 유흥과 쇼핑을 즐기고 있는-

의 여행자 거리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오래된 

미래를 라오스에서는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적지 않은 지구촌 사람들이 인간과 환경 

모두에게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여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환경을 최 한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생태관광’, ‘환경여

행’, 그리고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를 생각하는 ‘공

정여행’, ‘책임여행’ 등이 확산되고 있다. 여행의 

목적뿐 아니라 여행이 미치는 향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행객이 지나간 그 곳을 터전해

서 살아갈 사람들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원칙

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테면 ‘여행자들은 지리, 역

사, 관습, 지역관심사 등의 지역사회 자연유산과 

지역주민에 한 이해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여행자들은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에 부정적인 

향을 줄 수 있는 상품 구입은 하지 말아야 한

다.’, ‘관광객은 최소한의 향을 주는 여행을 해

야 한다.’, ‘관광객은 지역사회의 자원보호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등의 원칙들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일들이다. 다른 

사람들의 터전으로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과 현

지의 자연환경을 최 한 존중하고 파괴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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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게 된 것이다. 

  낯선 나라 라오스를 통해 오래된 미래를 만났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연과 타문화

를 존중할 줄 알게 된 나를 만났다. 



※ 환경 상부분 수상작은 CD로 제작하여 책 속에 첨부하 습니다.

환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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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Black bag project

쓰레기 불법투기를 디자인하다

김현경·김희철·안종은·이미영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작품주제

  밤이 되면 명3동 원룸촌 주변의 전봇  밑은 쓰레기 불법투기의 전용장소가 된다. 

명3동의 원룸촌 주민들은 불법장소와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비닐공해를 유발하는 봉

지를 사용하여 환경에 한 아무런 자각 없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검은 봉지는 비닐공해를 유발하는 주범인 동시에 사람들의 이기적인 검은 양심

을 의미한다. 검은 봉지를 통해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고발하고 경각심을 일깨운다. 

제작배경

  학교에서만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

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동네의 환경에 해 생각하게 되었다. 계명 학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광역시 명3동 원룸촌 주변은 쓰레기 불법투기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마구 섞어 버려 악취를 만드는 등 길거리 환경이 심각

하게 더러워져 있다. 우리는 그러한 주민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고발하고 경각심을 일

깨우자는 취지에서 Black bag project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봇 에 사람들의 비양심적

인 행동을 금하는 픽토그램을 부착한 뒤, 쓰레기 불법투기의 절감을 위한 유쾌한 BTL 

광고를 제작하여 불법 봉지 사용의 절감효과와 함께 명3동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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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지(地)구(求), 뜨거워진 땅을 구하다

김유경·노경목·이정환·최안나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미정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이예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작품주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우리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다. 때문에 

본 상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동참 가능한 생활 속의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인간 

삶을 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파트에서부터 확장되는 소박한 노력들을 통해, 

인류가 당면한 기후 변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에 담고자 했다.

제작배경

  환경이 주는 문제의 심각성에 한 현황, 분석 등은 이미 우리들 부분이 인지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제이다. 우리는 이런 기존의 분석에서 벗어나, 실질

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리가 상에 담은 안은 매우 작고 

소박하지만,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실천 가능한 현실적 안이 아닐까 싶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소박한 움직임들. 카메라에 담긴 이 

모습들을 통해 상을 보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잔잔한 파장을 주고 싶다. 



287

▣ 장려상

Try to change your mind

김수연·박미선·최혜원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제작배경

  요즘 현 인들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 앞 만보며 살기 바쁘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비하고 그것을 다 쓰면 버리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맛있는 것을 사먹고 하는 부분의 행동이 지구에 축적되어서는 안 될 것을 남기고 있

는 것이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구의 환경오염에 한 

안이한 인식을 심각하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상에서는 ‘EARTH’ 지구

의 어의미를 빌려 한 글자씩 의미를 부여하여 이야기를 전개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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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상

엄마와 미생물

                   김우람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유기남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제작배경

  최근 우리 집에서는 EM이라는 유용 미생물군 때문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두 

달 전 부모님께서 ‘EM 환경센터’에서 주최한 ‘EM 생활환경 개선교육’을 받고 오시더

니, 엄마는 아침마다 쌀뜨물을 받아 EM원액과 설탕을 섞어 쌀뜨물발효액을 만드시고, 

일상생활 여기 저기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계신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쌀뜨물을 발효

시켜 정화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 1.8L 한 병씩 만들어진 쌀뜨물발효액은 싱크 와 화장실, 베란다 하수구에 뿌

려지고 샴푸와 주방세제에 30% 섞어 쓰기, 세탁물 발효액 희석한 물에 담갔다가 세탁

하기, 머리 린스 신 사용하기 등 곳곳에서 세제 사용 양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는 각각의 직장에 쌀뜨물발효액을 가지고 출근하신다. 

직장 동료들에게 쌀뜨물발효액을 통하여 EM, 즉 유용한 미생물군이 우리 생활환경 개

선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다.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오

시면 서로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EM의 효과에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해 

이야기하며 신기해하셨다. 이런 우리 부모님의 작은 환경사랑 이야기를 상으로 만들

어보고 싶은 욕심에 ‘엄마와 미생물’이라는 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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