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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발전

이 수반되어 경제체제내의 기업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증대할 필요가 있다. 포터(1995)는 

기업의 경쟁력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혁신의 성과가 각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본 논문은 포터의 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과연 경쟁력의 향상이 기업의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향상의 과실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

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론을 통한 그 조건을 살펴본 결과 오염물을 처리하는 기술의 수준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오염물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비록 자본생산성 향상에 따

른 생산량증대가 매력적이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을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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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research, we try to fi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profit maximizing labor demand 

increases with pollution abatement activities unde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y. Especially, we 

focus only on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traditional production process caused by the spillover effect 

of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Even if Porter’s hypothesis(1995) are given, we argue that it is not 

enough for the society to enjoy the benefits from the innovation with the strengthen of firms’ 

competitiveness. To spread the benefits over economic agents in a society, especially including 

labor-owner, the current level of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is important. When the level of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is appropriate, both the environment protection and the job cre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the government policy for environment protection.

Keywords : Porter’s Hypothesis, Pollution Abatement Technology, Labo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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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포터 가설(Porter hypothesis, 1995)은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미

치는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전통적인 주

장은 환경재와 같이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규제하려고 만든 

정책은 언제나 높은 생산비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규제가 결국에는 기업

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터(1995)는 잘 조직화된 환경규제는 

존재는 하되 그 동안 선택되지 않았던 생산방식을 도입하도록 기업가에게 동기유인

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이 발생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우리를 설득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가설이라고 부

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항상 국민의 복지

향상과 궤를 같이 하는지는 의문이다. 즉,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 것이 사회구성원

에게 고루 배분되는지를 아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피부로 느

낄 수 있다면 기업경쟁력 향상을 이끄는 규제는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경쟁력의 확대가 단순히 기업의 매출, 순이익 성장보다는 

고용확대 또는 일자리창출을 동반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기업경쟁력 향상에 따른 이

익증가를 같이 향유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지울 수 있다.

본 논문은 포터의 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도 규제가 노동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규제에 따른 환경보

호활동이 기술혁신을 가속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더라도 적절한 방향으

로 환경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신의 과실을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구성원들과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반대로 

혁신의 이익이 이들에게도 고루 퍼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생산기술의 혁신을 동

반하는 적절한 환경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2장에서는 간단히 기존 문헌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환경기술과 노동수요를 연결

시키는 모형을 제시한다. 또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기술이 노동수요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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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떠한 경우에 정부의 기대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가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특정 

조건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II. 기존문헌의 정리

환경정책과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시모형을 이용한 연구와 부분균형을 이용

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거시모형의 경우에는 환경조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얻은 

세수를 다시 고용정책에 활용하는 소위 “조세재활용(tax recycling)” 또는 “이중배당

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이라고 불리우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1). 이러한 

연구는 거시경제 전체의 일반균형모형부문에서 환경조세에 따른 환경보호와 세수

를 고용정책에 이용하여 고용을 확장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조합이 얼마

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 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은 조세재활용에 

따른 이중배당의 가능성은 존재하나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실

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부분균형의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정책과 고용간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는 

Golombek et al.(1997)과 Morgenstern et al.(2001,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

의 경우에는 마코프전환모형을 통해 오염다배출산업의 환경규제에 따른 시장진입 

및 퇴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환경규제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동을 추적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오염처리기술과 전통적인 생산기술간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함수분석을 통해 환경보호지출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가 고용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세 논문 모두 환경규제는 어느 

정도 고용증가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많은 기존문헌에 대한 정리

는 Bezdek et al.(2008)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환경정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

하고 기존 연구에서 환경정책과 노동수요와의 관계를 미시적인 수리이론 분석모형

1) Majocchi(1996), Bovenberge et al.(1997), Bach et al. (2002) 등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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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노동수요와의 관계보다는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포터가설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모형들은 많이 제시되었다2).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Feichtinger et al.(2005)이 환경정책과 자본스톡 및 학습과정을 통한 생

산성향상과 관련된 포터가설의 효과를 동태적인 과정에서 풀어보았다. 그러나 이러

한 논문에서도 환경정책이 고용에 주는 효과는 설명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책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황석준 외

의 연구(2005)는 Morgenstern et al.(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정책과 노동수요

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고 또한 단순히 환경정책이 노동수요를 창출하는지의 여부

에 그치지 않고 얼마만큼의 환경 관련 일자리가 존재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다룰 것

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3). 이러한 연구 중에서 김승택(2010) 등은 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여 환경정책으로 인한 일자리의 증대를 추정제시하기도 하였다. 미시적

인 이론으로는 황석준(2012)이 생산성향상을 포함하는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단

기적인 관점, 즉, 자본투입량은 고정된 상태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수

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특히 황석준(2012)의 연구를 확장하여 자본투입량도 변하는 

가변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이 어떻게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III. 환경기술과 노동수요

1. 혁신과 노동수요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모형의 틀은 Copeland and Taylor(2003)가 제

시한 기본 모형에 기초하여 모형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

은 모형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마련되었다. 첫째 가정은 혁신은 오염물질을 처리

하는 활동에 참여해야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혁신은 전

2) 포터가설에 대한 서베이 논문은 Rexhӓuser and Rammer(2011) 참조. 

3) 대표적인 연구로는 �녹색성장과 직업능력개발정책�, 나영선 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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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생산함수에서 각 생산요소들의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통적인 생산함수에서의 생산성향상은 오염물질 처리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참여활동에서 얻는 일종의 외부효과로 가정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효과를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

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 가정은 혁신은 두 가지 형태로 식별된다고 가정한다. 노동에 의해 향상되

는 기술혁신과 자본에 의해 향상되는 기술혁신이다. 더 나아가 노동에 의해 향상되

는 기술혁신은 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오염물처리 기술을 이용할 때 발생되나 자본에 

의해 향상되는 기술혁신은 자본집약적인 오염물처리 기술을 이용할 때 발생된다고 

가정한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재화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모형화된다. 먼

저 생산함수는 1차 동차함수라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1인당 자본량으로 생산함수를 

정의한다.

    ⇒    , 여기서  



  




                     (1)

오염물은 생산과정의 부산물로 발생된다고 하자. 그런데 이러한 오염물의 처리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생산요소 중 일정비율( )을 오염물처리에 투입함으로써 오염물

을 제거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러한 관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서,   : 미처리된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처리기술,    

 : 오염물처리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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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 하에서 전통적인 1차 동차의 생산함수와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만

들어지는 오염물발생 및 처리함수를 이용하여 기업은 이윤극대화 행위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 우리는 의사선택과정에서 정부는 배출된 오염부산물에 대해 오염부산

물의 양에 비례하는 세율()를 부과하여 오염물배출에 대해 규제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선택과정을 다음과 같이 4가지 단계로 구성하여 보았다. 첫 

단계는 규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이윤극대화단계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요소투

입량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두 번째 단계는 오염물처리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오

염발생량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

정과정이다. 세 번째는 기업이 규제에 따라 오염물처리활동에 참가하지만 오염물처

리과정에서의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은 규제에 따라 오염물처리활동에 참가도 하고 동시에 이러한 오염물처리활동에 대

한 참가가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

요소투입량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단계의 의사선택과정에서 

특이한 사실은 투입된 생산요소를 전통적인 생산활동에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

염물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투입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총투입된 투입요소 중 일정

비율을 오염물처리활동에 투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총 투입생산요소의 투입량뿐만 아니라 그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생산

요소들을 오염물처리활동에 투입하는 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야 하고 이것이 처음

과 두 번째 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아래의 식들은 이러

한 여러 경우의 의사결정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환경규제가 없는 경우

       (3)

환경규제가 있으나 오염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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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있고 오염물을 처리하나 기술혁신을 인지 못 하는 경우

         
 (5)

환경규제가 있고 오염물도 처리하고 이에 따른 기술혁신도 인지할 경우

           


   (6)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한계기술대체율(MRTS)이 생산요소의 상대적 생산성

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3)~(5)

의 경우 시행되는 의사결정은 오염물처리활동이 생산성에 주는 영향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4). 그러나 (6)의 경우에는 오염물

처리과정에서 습득된 생산성변화가 기업가에게 인지되고 이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

하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6.1) 




       


    (6.2)





   






 




 

  







    (6.3)




   







 




 

  







    (6.4)

4) 물론, 규제로 인한 생산량 변동은 발생한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변동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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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는 노동(자본)투입의 증대를 통해 오염물처리과정에 들어가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조절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각 항에 쓰인 밑첨자들은 해당변수를 밑첨

자의 변수들로 편미분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의 결정은 노동과 자본의 

변동을 통해서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는 노동과 자본 

투입량의 함수가 된다. 그러나 의 형태를 특정화시키는 것에 따른 계산상의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는 오염물처리에 투입된 노동 또는 자본량에 따라 변동

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염물처리과정에 투입된 

노동에 따른 의 변동과 자본에 따른 의 변동을 식별하기 위해 구분하였다. 이러

한 구분은 오염물처리과정에서 얻은 기술의 발전이 

인 경우에는 노동집약적인 기

술발전으로 의 경우에는 자본집약적인 기술발전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이윤극

대화를 위한 기업의 노동수요 또는 자본수요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6.1)에서 (6.4)에 이르는 1계조건을 이용하면 이윤극대화를 위한 한계기술대체율

(
)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한계기술대체율은 (3), (4) 그

리고 (5)의 경우에 계산된 한계기술대체율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어떠한 방

향성을 가지는 가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또한 감소할 수도 있게 된다.









  





  


 









  





  


 




 (7)

즉, (7)에서 대괄호 안에 있는 항들 중에서 


과 


의 값에 따라 한계대체율이 변

화되며 이러한 기술변동에 따른 한계대체율의 변화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적정요소

투입량을 변동시킨다. 그런데 기존 노동수요량보다 기술혁신을 경험하는 기업의 노

동수요량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기존투입점에 기술혁신이전의 한계기술대체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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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혁신을 경험한 후의 한계기술대체율이 더 증가되어 노동의 생산기술참

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해야만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그림 1>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1>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의 확대

환경정책이전

환경정책이후
K

L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노동수요가 확대된다.

  




  




  





  



 (8)

그렇다면 <그림 1>과 같은 상황을 가지게 되는 조건을 통해 우리는 환경개선과 

고용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다. 먼저 우리는 포터가

설이 성립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포터가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정책으로 인해 오

염물처리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증가가 전통적인 생산함수에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전제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앞의 의사결정상황에서 (6)의 경우에 획득

되는 이윤이 (3)의 경우에 획득되는 이윤에 비해 그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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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려면 (3)과 (6)의 식을 통해 기술수준이 적어도 아래와 같

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얻어낼 수 있다.

≥
 


, 여기서 

 





                               (9)

(9)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수준이 오염물처리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환경세율을 제하고 남은 생산요소의 단위생산성보다 크거나 

같다면 포터가설에 의한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쟁력향상이 이윤의 관점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9)가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7)에서 구한 한계대체율이 기존 한계대체

율보다 큰 조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리 1>을 얻을 수 있다.

<정리 1> 기업가의 노동수요 의사결정5)

포터가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면 의 증가가 노동수

요를 증가시킨다.

i) 

 


이며 동시에 


과 


 모두  

보다 작은 경우

ii)   이며 동시에 과   모두  보다 큰 경우

iii) 

 


이나 


 

이고 

 

인 경우

여기서  






 ,  







 ,  








i)은 노동집약적인 오염물처리과정이 유발하는 생산성증가의 정도가 자본집약적

인 오염물처리과정이 유발하는 생산성증가보다도 더 크고 이러한 두 종류의 생산성 

증가가 오염물처리에 투입되는 생산요소투입비율의 %변화에 따른 오염물감소 %변

5) 증명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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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비례한 특정값보다 적다면 노동수요는 증가한다는 것으로 생산성의 노동투입

비율에 따른 기술진보탄력도가 생산성의 자본투입비율에 따른 기술진보 탄력도보

다 크고 이 두 탄력도가 오염물처리의 투입비율에 따른 오염물처리 탄력도에 비례

한 일정한 어떤 값보다 모두 작다면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오염물처리에 노동투입을 증대시켜 얻은 전통생산기술에서의 

노동생산성증대가 자본의 그것보다 크다면 지속적으로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동기

가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기업이 노동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

은 타당하다.

ii) 역시 i)과 유사한 관계를 보인다. 즉 오염물처리로의 노동투입비율증대에 따른 

기술진보 탄력도가 자본의 그것보다 크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는 당연히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i)과 다른 점은 이들 기술진보 탄력

도는 오염물처리의 투입비율에 따른 오염물처리 탄력도에 비례한 일정한 값보다 모

두 커야 한다는 조건이 첨가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받

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한편 iii)은 i)과 ii)에 비해 좀 더 정책적인 함의를 포함하는 내용을 제공한다. 즉, 

비록 오염물처리과정에 노동투입비율 증대에 따른 기술진보의 탄력도가 자본의 그

것에 비해 작더라도 노동투입비율의 기술진보 탄력도가 오염물처리 투입비율에 따

른 오염물처리 탄력도에 비례한 일정한 값보다 작다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투입의 증가보다는 노동투입의 증가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정책에 따라 

규제를 받는 기업은 자본 보다는 오히려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iii)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즉, 

이것은 자본의 투입증대가 전통적인 생산함수에서 생산성의 증대를 급속화시켜 더

욱 큰 생산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러한 생산력증대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오염물산출속도가 너무 빨라 현행 오염처리기술 수준에서는 오염물처리를 의도한 

바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업이 환경오염세를 지불

하는 크기가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여 이윤을 감소시키는 성격이 있어 이윤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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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염물처리과정에서 자본의 생산성향상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투입을 꺼리고 반대로 노동투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정부환경규제와 노동수요의 증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경우 모두가 정부규제에 따른 긍정적 효과, 즉, 오염물의 발

생량 감소와 노동수요의 증가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정부

규제가 양편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지를 찾아야 있다.

2. 긍정적인 효과를 동반하는 규제 조건

오염물발생량도 줄이고 노동수요도 증가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

는 적절한 규제를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먼저 한다. 즉, 오염물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물처리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비율이 높아

지고 이에 따라 전체 환경질이 좋아진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정부는 기업이 오염물

처리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비율을 높이도록 세율을 높일 동기를 가진다. 이러한 정

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진다.



   (10)

위와 같은 조건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윤함수를 생산요소 오염물처리 투입비율에 

대해 미분할 경우 투입비율의 임계값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조건인 (6.1)~ (6.4)

를 이용하였다. 이 중 (6.1)과 (6.3)이 노동수요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

자. 그러면 우리는 (6.1)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11)

(11)을 (6.3)에 대입하면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투입의 적정조건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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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제 (12)가 만족되어지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투입량을 찾아낼 수 있

다. 따라서 환경오염세율이 변한다 할지라도 (11)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

로서는 항상 이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결국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환경세율

과 오염물처리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비율간의 관계를 구하면 우리는 효과적인 환경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찾을 수가 있다. (12)를 와 에 관해 전미분한 후 

정리하면 (13)을 얻을 수 있다6).




 



 



 

 




 





 
 














 
  



 


  

(13) 

(13)의 첫 번째 대괄호 안에 있는 세 개의 항들이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

면 우리는 정부가 의도하는 (10)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임을 가정

하면, 즉 기술진보를 결정하는 함수가 생산함수처럼 요소투입의 증가에 따라 진보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첫 번째 대괄호 안의 항들의 부호가 음의 값

을 가지기 위한 확실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if  
 


                                    (14)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리2>를 얻을 수 있다.

6)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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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 긍정적인 규제효과를 가지기 위한 기술조건7)

정부규제를 통한 혁신이 오염물처리량의 확장과 노동수요의 증가를 유발하기 위

한 조건은 <정리 1>의 i)과 iii)의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정리 2>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술진보가 환경규제 하에서 반드시 

기업의 노동수요를 증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

부 정책적인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오염물처리과정에 투입된 생산요소들

의 외부효과로 인해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생산요소들의 생산성향상이 얻어진

다 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적절하지 

못 한 경우 정부의 환경규제는 환경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은 단순히 환경보호활동

의 전통적인 생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산성향상의 외부효과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오염물처리기술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IV. 결론

정부가 규제를 통해 오염물발생량을 줄이려 할 때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사회구

성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염물발생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포터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혁신이 발생되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여러 가지 기

술진보의 방향이 고용증대를 유발하는 조건과 일치해야만 한다. 그런데 기술진보에 

따라 생산이 증가되면 자연히 부산물인 오염물이 다시 발생되므로 기술이 진보하더

라도 생산량증대에 따른 오염의 증가를 줄일 수 없다면 이는 오염물처리를 통한 기

술진보가 오히려 더 오염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현행 오염물처리기술수

준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진보가 발생해야만 기업은 현재의 정부규제를 피

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오염물처리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

에 이르면서 노동에 따른 기술진보가 발생된다면 동시에 환경보호와 고용증대라는 

7) 증명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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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준다. 결국 노동에 의한 기술

진보가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오염물처리기술의 향상이 또 하나의 노동수

요증가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포터의 주장처럼 단순히 경쟁

력의 향상만으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과의 향상이라는 이익이 사회적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과의 열매가 고루 퍼지기 위

해서는 기술진보의 방향과 오염물처리기술수준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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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정리 1>의 증명

(8)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따라서 먼저  


 

 


 

 이라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상황을 나누어서 알아본다.

1)  


 
와  


 
가 모두 0보다 클 경우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다. 먼저  
 


이므로;

 


 
  ⇔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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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을 (8)의 양 변에 곱하면 (8)을 만족시

키는 조건은     인 경우이다. 따라서 <정리 1>의 i)이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2)  


 
와  


 
가 모두 0보다 작을 경우

이 경우는 앞의 1)과 유사하다. 다만 부호 조건만이 달라질 뿐이다. 각각의 경우

에는 부호조건이 달라져     and    의 조건으로 바뀐다. 그러나 

서로 곱한 교차항의 부호는 동일하므로     는 성립하게 되어 <정리 1>의 ii)

가 성립한다.

이 번에는  


 
 


 
   인 경우를 살펴보자.

3)  


 
   이고  



 
 인 경우로 이 경우에는 

    이고   가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을 (8)의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야 한다. 이는 <정리 1>

의 iii)이 성립하는 경우다.

4)  


 

 이고  



 

 인 경우로 이 경우에는



  

 이고   가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항상 



 


 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8)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수요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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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13)의 도출

(12)를 와 에 대해 전미분하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식을 얻는다.

 



 











 
 
 

 


 

      (A.1)

(A.1)의 좌측 두 번째 항의 분자의 미분 결과는 (A.2)와 같다.


















 

 


 (A.2)

(A.1) 좌측의 네 번쨰 항 [ ]안에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A.3)

(A.2)와 (A.3)을 (A.1)에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13)을 얻는다.

A.3. <정리 2>의 증명




 을 얻기 위해서는  

 


 이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

래와 같은 관계를 얻는다.

 
 


 ⇔




 


⇔    .

만약 노동의 투입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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