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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2018년 봄 학술대회 프로그램

촛불혁명 이후 생태적 전환의 전망
* 일시: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10:00 ~ 17:00
* 장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82동) 305호, 306호
* 주최·주관: 한국환경사회학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기후변화적응전략연구사업팀

대학원 세션
사회: 김민정(명지대)

10:00
~
12:00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

이동광
(서울대)

‘4차 산업혁명’에 환경사상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안승혁
(서울대)

김보람, 이찬희, 조은별
(서울대)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비용편익분석 비판적 검토

홍덕화
(충북대)

박선아
(서울대)

태양광 발전시설과 장소변화 - 농촌공동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반대에 대한 사례연구:
충북 옥천군을 중심으로

이보아
(서울대)

유주연
(서울대)

에너지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만남:
마을기업을 통한 가능성과 한계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82동
306호

점심식사 (12:00 ~ 13:00)
등록 (12:45~13:00)
일반세션 1
사회: 박진희(동국대)

13:00
~
14:45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

강연실
(가톨릭대)

트랜스내셔널 해저드:
법적 소송을 통해 본 석면 위험

이태화
(서울시립대)

김민정
(명지대)

한국 민주주의와 개발 사업: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중심으로

김수진
(고려대)

강윤재
(동국대)

환경문제와 불확실성, 그리고 시민과학

박희제
(경희대)

일반세션 2

82동
306호

사회: 윤성복(서강대)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

최명애
(서울대)

제주 돌고래 관광의 녹색 통치성 분석

전의령
(전북대)

김준수
(연세대)

냉전과 발전 사이 자연의 생산: 한국의
도시정치생태학과 물질주의 사회과학을 위한 시론

홍덕화
(충북대)

여기봉
(서울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구조 분석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82동
305호

휴식 (14:45 ~ 15:15)

특별세션: 촛불혁명 이후 생태적 전환의 전망
사회: 윤순진(서울대)

15:15
~
17:00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

박태현
(강원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헌법

이유봉
(법제연구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전환과 개헌: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한상진
(울산대)

중강도 지속가능성과 탈성장의 탐색
- 환경정의 담론의 생태사회적 재해석

정태석
(전북대)

82동
306호

대학원 세션
사회: 김민정(명지대)

1. ‘4차 산업혁명’에 환경사상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발표자: 이동광(서울대)
-토론자: 안승혁(서울대)

2.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비용편익분석 비판적 검토
-발표자: 김보람, 이찬희, 조은별(서울대)
-토론자: 홍덕화(충북대)

3. 태양광 발전시설과 장소변화 - 농촌공동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반대에 대한 사례연구: 충북 옥천군을 중심으로
-발표자: 박선아(서울대)
-토론자: 이보아(서울대)

4. 에너지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만남: 마을기업을 통한 가능성과
한계
-발표자: 유주연(서울대)
-토론자: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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Ġġ ŗűűġ ĠƛġŸġ İŴŴǚ ĴĜɆ Ƭõ>
Ʌ ĿġĤġŴZ Ō> ġŀ Ľ> ŗġŴZ ɑŀŴ> õõ> Ĥ ľŴ İŀǚŴġű ŘűǚŴ> ȝɞŸŀô
ȝɞŸŀ ɎŴǹZ ŌŴŴ>
Ʌ ĠģĤĥġĢZ Š> ®> ȑĤ ľǚĤ İŀǚŴġű ŘűǚŴɆ ƄĤġ İ ġŴZ Ǚĥ 
ŘŴǸŀȓ> ľƛ ŎŸŸġŴ>
Ʌ ıŸŸűZ Ŏ> õ> ȑĤ ıĤŀ Ƅġȓ ųĥ ɛȡô Ƅűűġ Ŀĥ į> Ȅŀ>
.
Ʌ =Ë xûkT> ü>Ĵ>> ɟɟ UE"! uǼɠ ɟ!ɡŁKw-ħŎİɟ ą0Ä
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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ೠҴജ҃ࢎഥഥࠆࣿഥ



ࢲҮജ҃ਗജ҃҅ദҗӣࠁ ۈઑ߹
ࢲҮࢎߧജ҃Үਭഈزҗଲ൞

ݾ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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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সࣗѐ

ࢎসߓ҃

•

•

• ֙ࠗޛসਭࢿߑউ
 সਗࠗhജ҃ࠗhѤࢸҮాࠗ 

• ֙ઁ ֙
ޛস۞झఠઑࢿदب

• ࢶҳҕডࢎ೦ਵ۽

ҳޛস۞झఠઑࢿ୶

• ֙ਘా۸ߑҕড೯҅ദ
ীನೣ


Ӗޛߥ۽दӏ ݽA֙ӝળ 
 র64%
֙өোಣӐ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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ࢎসѐਃ̇ݾ
Ҵоޛস۞झఠ 3%ীࢲࢎসചীܰחӝਗਵ۽
Ҵղޛӝসӝࣿ҃੬۱ઁҊ߂೧৻दਗ
•

ࢎসਤҳҴоসױࠗղ ҳҟदࢿ׳ҵҳ ݶ

•

ࢎ߂ݶস࠺ࠗୌɝ ݅ಣ ୨ࢎস࠺ রਗ Ҵ࠺ 

•

ҕࢎӝрr_sਘ r_ਘद āక١ѐࢎ

࠳ߖ߶̛߶ۏיhhੋۨ࠳ݯ١ޛҙ۲ࠗಿhࣗࢤ

ޛস۞झఠޛ ۆসҗҙ۲ػӝস োҳࣗ ߂ӝসਗदࢸ١ਸੌೠ
ীदெ࢚ഐো҅ܳాೠ࢚थബҗٜܳ݅যղӝਤೠױ

ࢎসઑх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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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ఋࢿઑࢎ

࠙ࢳӝળো֙ب
࠙ࢳӝр֙
ࢎഥೡੋਯ
#$
ҳ࠙

ղਊ

୨ೡੋ࠺ਊ ߔ݅ਗ 

 

୨ೡੋಞ ߔ݅ਗ 

 

#$



/17 ߔ݅ਗ 

 

*33  




ࣻਃ୶
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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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ஏ
ࢸޙઑࢎܳాೠࣻਃஏmചઑࢎ ߑޙઑࢎ
ࢸޙ೦ݾ

ч

ޛҙ۲ࣻӝস

 ѐ

ࢸޙઑࢎࠄ

 ѐ

ࣻӝসড

ੑ൞ " ݎ

ѐ

࠙নо ಣҊ۰

ੑ൞ݎਯഛ

ѐ

"Y

࠺ݶੑ൞ݎ
ӝসࣻਃ ݶ# 



 N N

࢚ࣻਃݶ



#Y

ࣽࣻై

ѐ

ޛস۞झఠо
ইైݶۄפঋೣ

नӏౚ࠺ਯ



 "

ࢎস೯҃җ


2࠙নߑध ҳदਤ଼ಣоਤਗഥಣо 
" ҳद߆ীࣗӝসӝࣿ۱જӝসҗ.06Ѿ חژ
ҳदࣗࣗӝসই࠙নߑध

2࠙নഅട
" ಣ࠙নо݅ۚחਗాࠁݴୌಣୌಣ࠙ন߉
ର࠙নѐӝসੑ݃۽хغਵݴपઑೠಞ

2ੑഛӝস
•

ର࠙ন _ ࠙নоѐӝস࠙ন৮ܐ

•

ର࠙ন _ ѐӝস࠙ন৮ܐ

•

ѐӝসਵ۽୨୭ઙݾ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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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Ҋ
 

࢚ࣻਃஏ

• ળҕೠ೧ಣӐ࠙নܫ
 ӝসࣻӝળ 

• ળҕೠ೧ ֙ 
ҳޛস۞झఠ࠙নܫ

• ੑ৮ݾܐ֙֙ب

• সױੑਯ୶ী֙ܲٮ
ҳޛস۞झఠ࢚ӝসੑਯ
ড





ૡ̎ٗߦթ



߶ۏיԜݛਫ਼



ٗߦթ



८ ८ ८ ८ ८ ८ ८ ८ ८

<সױੑਯ୶>

ೠҴসױҕࠁױҊࢲ  


࠺ਊ୶
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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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୶ѐਃ


ࢎসࣻ೯ਸਤೠ୨࠺ਊ

•୨ࢎস࠺ҕࢎ࠺ दࢸࠗ ࠺प࠺࠺ ਊࠁ࢚࠺ ࠺࠺
 ߔ݅ਗ

•࢚҃࠺ҙܻ
 ߔ݅ਗ֙

•ࢎഥೡੋ ܫҕࢎӝрਸನೣೠ֙ਸҊ۰ೞৈ
୨ೡੋ࠺ਊਸҗэ

 ߔ݅ਗ



࠺ਊ୶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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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୶ઁޙ







↟࠺ఋࢿח࢚ࣻਃ߂ੑоמӝসಣоपदউೣ

↟җࢎػ୶স҅ദࢲदࢸӏࣻݶ߂ݽ肚

↟ӝઓ೦ݾೞ࢚ࣻਊदࢸ߂ತ࢚ࣻਊदࢸ࠺ਊઁ৻ఋࢿ

࠺ਊ୶ઁޙ




•࠺ఋࢿח࢚ࣻਃ߂ੑоמӝসಣоपदউೣ
•җࢎػ୶স҅ദࢲदࢸӏࣻݶ߂ݽ肚

җࣻػ୶ਃܳ߄ఔਵࠗ۽ݶਸ୶ೞҊ दࢸӏݽ
ࢎস࠺ ࠺١ਸӝળ߂пઙਬࢎࢎ۹ܳਊೞৈೣ


ҕػदࢸীೠ࠺ਊхࠛо ҴҊխ࠺ୡ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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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୶ઁޙ


↟ӝઓ೦ݾೞ࢚ࣻਊदࢸ߂ತ࢚ࣻਊदࢸҙ۲࠺ਊઁ৻ఋࢿ

 Nੌ
 Nੌ

ҳҴоসױತࣻઙ݈ܻदࢸ য়ࣻ ઑхب

࠺ਊ୶ઁޙ


↟ӝઓ೦ݾೞ࢚ࣻਊदࢸ߂ತ࢚ࣻਊदࢸҙ۲࠺ਊઁ৻ఋࢿ




ࢎসࣻ೯ਸਤೠ୨࠺ਊ

•୨ࢎস࠺ӝઓ ୶оೞࣻತ࢚ࣻਊदࢸࢎস࠺Y:
 ߔ݅ਗ 

•࢚҃࠺ӝઓ ୶оೞࣻತ࢚ࣻਊदࢸ࠺Y:
 ߔ݅ਗ֙ 

•ࢎഥೡੋ ܫҕࢎӝрਸನೣೠ֙ਸҊ۰ೞৈ
୨ೡੋ࠺ਊਸҗэ

999ߔ݅ਗ




• హੌೞ࢚ࣻਊदࢸ ੋ҅ױహੌ
ೞ࢚ࣻਃदࢸরୌ݅ਗਵ۽ҕࢎ೯

•ޛস۞झఠࠄחೞ࢚ࣻਊܻਊ
ࢎਊ ഈ襦 

•ತ࢚ࣻਊदࢸژೠҕࢎزਊݴҕࢎ҅ദؽ


ࢎਊীܲٮदҕ߂ਬ࠺ਊ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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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୶
੬

ಞ୶ѐਃ
ࠗооૐоಞ
ѐ नӏైࠗооঘ
ਃ ࣽࣻೠࢤࢿૐо 

҅

ߑ
ߨ

ױਤࠗݶооঘ ݅ਗ
N͋ 9সױݶ9नӏై
ਯ   
9о \ܫزоزসࣻ୭Ҋ҅
ডসࣻ ^

୨
ಞ ઑরୌߔ݅ਗ


पૐചदࢸ࠺ਊхಞ

ਗदࢸਊಞ

ࢸޙઑࢎ ѐӝস ܳా೧
ޛपૐചदࢸࢸغঋ҃
࢚ೞ୶חо࠺ਊઑࢎ

ࢸޙઑࢎ 3%ࣃఠ ഈ۱
दࢸ ӝসਗदࢸਊਵ۽
ߊࢤೞݒחૐоঘ  

ੑࢎחѐӝসѐӝস
t࠺ਊхuҊ
ª࢚хঘর
୨ѐӝসਵ۽ഛ೧রਵ۽

ªর9֙9ਬബоܫز

ױਤࠗݶооঘ ݅ਗ
N͋ 
9୶оݒঘૐо࠺ਯ  
9ӝসױ೧ݶ

রୌߔ݅ਗ

োрরୌߔ݅ਗ
୨রୌߔ݅ਗ

୨ઑরୌߔ݅ਗ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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ಞ೦ઁޙݾ

पૐചदࢸ
࠺ਊх
ಞ

̍ݦ
આ

एࡕݤ۶


߈

ܹࡁ

ࢇࡈ࢈

ಞ୶ઁޙ

೦ࠗݾооૐоಞয়ܨ
ѐਃ

नӏైࠗооঘ ࣽࣻೠࢤࢿૐо 

ױਤࠗݶооঘ ݅ਗN͋ 
҅
ߑߨ

9সױ  ݶN͋ 
9नӏైਯ   
9о \ܫزоزসࣻ୭Ҋ҅ডসࣻ ^

୨ಞ

ઑরୌߔ݅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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೦ࠗݾооૐоಞױਤࠗݶооঘ

˝ੑ࢚সࢸޙઑࢎ ѐ ߄ఔ


˞ੑ࢚সױਤݒݶঘ୶ೠҴসҙܻҕױ
'BDUPSZ0Oࢎ  ܐਊ


ªػӝসоҴಣӐࣻݶܳੑࠗীਊೠחѪਸо
ೣೞ݅оഅपਵ݅۽ೞӝয۰ੑೱসоઁदೞח൞ݶݎ
ਸࢎਊ೧ঠೣ ৈӏ  ৻ز


˟ੑ࢚সױਤࠗݶооঘ୶ೠҴ೯ӝস҃࠙
ࢳпসઙ߹ࣗӝসࠗооਯ֙ಣӐ  


ˠੑӝসসઙ߹оܳ߈ೠ୭ઙࠗооঘ҅݅ਗN͋



ªੑೱחѐӝসrӝఋӝ҅߂࠺ઁઑসsী೧ೠҊೞৈ۞
झఠоࠗооঘਸоҊ୶ೞחѪ࠺ড



೦ࠗݾооૐоಞоܫز

\ оزসࣻ୭Ҋ҅ডসࣻ ^

ࠖ দʎɼ࣯ɼМଞएࠇ߾
ʎփ˃ߟବˈ̐ࣸʎɼ
ɼѰଞЬִɼѰթࡵɼ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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೦ࠗݾооૐоಞоܫز

ױਤࠗݶооঘ ݅ਗN͋ 9সױ  ݶN͋ 
9नӏైਯ   
9о \ܫزоزসࣻ୭Ҋ҅ডসࣻ ^ࠗооૐоಞ
ࠗооૐоಞ
ױਤࠗݶооঘ
9সױݶ
9नӏైਯ
9оܫز9ੑਯ
ଞ˲ʎ؈ࠉ˱ࡕ˓˓આ˗չ܁ਫ਼  ϡۛˁـ߶ۏଢЯए࣏߶ی۽
ࠖٸкˈؿی࣏۽۰

೦ ݾपૐചदࢸ࠺ਊх 
ਗदࢸਊಞয়ܨ
࣯ࢂیЕʎ̛߶ࣸʎ̛߶ęࢸࡈٸʃЬĚˈзȥࠖۘࢸʃߖଢ߮
দʎ̛߶ࡳԻоଥ߮ࡳԻࢽۏ
߮;ϗ;ࡪ୪ɼѰթ ߮ঊؒփࡕݨऎݤ۶ࢸࡈٸʃ࢈
ªোҳ࠺١ਸখਵ۽ਊೡೱ ࠺ਊ١ਸઑࢎೞਵաࣁࠗਵ۽
߈غঋҊੌߑਵ࠺۽ਊхಞਊؽदࢸਊ࠺ਊ߈بغযঠೣ

ଵҊ

୭ࢳ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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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ಞ࠙ࢳ
ئ؏ࢽۏࡈٸԽ

ˍGদٸ߶یGaG̛࣑GR
ˍGˁۘࡋࠒٸGaG̛࣑GRG
G
G
ˍGیୣࢶGଟࢉG\U\LSG˓̛یɾࡶG૦ଡଞGZZϗࡶGˈԮଜࠆGদGଟࢉࡈٸGࢽۏ
˓Яૢܹࣗֆঈչݤ۶G۶߶یG˗GNX]ϗѦGࠖۏ۽GGखଭ
˗չG˃ĜGࣸGૢܹঈչۘࡈݤ۶GZWS\\]GؒփGࡕVXփGGॳ࣏SGG
G
ࢽܹۘࡈঈչࢠGˁۘࡋࠒٸGЯɼGॳ࣏GG

G
G
ˍG࢟ࢺѶGࡅٵGୀɹaGG\\XSW\\G؏րGࡒOߜGYXSX^YG؏րGࡒGݠەSGhwwlukpGpG॰˅P

࠺ਊಞ࠙ࢳ
࢈ئ؏ࢽۏԽ

ˍG̍ݦઆGࢢ࣏ࢽaGrpkGˈؿ۰G̍ݦઆGૡ̎ࢉGYWL߾۰Gݨऎݤ۶GࢸࡈٸʃG࢈˕GएࡕG
GGGݤ۶GࢇࡈG࢈ࡶࡶGࢿ࠹ଞGX\LGࢶࡈG
G
ˍGࡪ୪ɼѰթaG̛࣑GɼѰթGG࣯O]WLPGG
G
ˍGٕɼɼGऎɼG࢈GࢢࢽۏaGY`XX߮G[^^_փG^_WWࡕƠ࣑GX࣏G^]X\߮G]ঊGYؒփGࡕSGhwwlukpGppGGGGGGGGG
GGॳˈPGG
G
ˍGݨऎݤ۶GࢸࡈٸʃG࢈aGG
GOٕɼɼGऎɼG࢈GRGݨऎݤ۶GࢸࡈٸʃG࢈GRG̛࣑Gएࡕݤ۶Gࢇࡈ࢈PGGଟࢉG\U\LGG
GdGX^߮G]ঊփࡕƠ࣑GߟG]_߮SGhwwlukpGpppGॳ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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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ࢿ࠙ࢳѾҗ
ࡈٸ࢈ٸૡɼࡈࢶئଞˁࢿٗ۽۱ʼ˕ˬٸ

̛࣑ࡈٸ࢈ࢇٸԻࢢۏষѻ

хࢳ࠙بѾҗ

قGࢂ߶یGʃѦGٗ۱ʼ˕GଟࢉࢂGضSGদGࢂࡈٸGضSG࢈ࢂGض߾GҬԂGiVjGʅࢇG
WUY]¥WU[W̧एGضѰѸֲSG߭ГGˁࡉ߾ѦGˁࢿࢇ۽G߷ЕGʨࡳԻGΟ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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Ѿઁ߂ۿ
˱ࠉقЕࠖٸкˈؿ۽۰߾оଞࣸɾ LQWHULP ૡɼԻނऑୃଢ଼ࡶߊ߅ˈؿ.',ɼ

•

ܹଭଞࠖٸкˬٸࠪی࣏۽ଜࠆ˕ࡈٸ࢈ࢇଢչࢶࡳԻࢽѸ߹Еएٗ۱ଡ


о˱߶ۏיԜݛਫ਼ࣱ˓ଞଥࢷٗߦթࡵଞ˲߶ۏЯए˓Яˈؿ۰ૡ̎ٗߦթࢉ

•

ؿЬୃࢵάࡵߟԻࢉѸ࣯߭ࡶࢢࢽଞʼ˕ɼۏষѻ


ۘࡈଜܹঈչݤ۶˕ۘࡈૢܹঈչݤ۶ࡈٸତּ߾۰ϼԃѻ

•


࢈ࢂۿତּࣸѿତּࢇܹࡁ߾ࢇ؆ࠒѸ߭ࣸࡳـԻ˃ۏѸ߹ࡸࡳԻ̍ݦઆ

•

ࡶܹࢽଥߞଞЬЕࢺɼѰթࢇࡪ୪ɼѰթԻࢽؿѸ߭ߞଞЬЕࢺ̛߶࣯ஜִࢶ
ࢇ؆ࠒѸ߭ߞଞЬЕࢺҟ߾۰࢈ࢂ˕Ьࢽࠝզ؈ʺ


ࢽݤࡶࢺࢿחଜˈ%&ʅࡶࢢࢽۏଞʼ˕ΰ࠹Ի߶یк߷ࢇ۽ЕʼԽѦষ

•



Ѿઁ߂ۿ
•

ܹࡁࢂ˕оࢽࢇ࢈ࢂ˕оࢽࡳԻࠉʼѸ̛ᖤࡁܹ߾חձؿЬࢽଜˈʏ˗ࢶࡳԻ
্ࢽଜЕʨࢇࣸࡁ


•

Яܻૡ̎ձࡈیଜࠆܹࡁֻࠪ̍߶یձࢽଜए߉ˈɽ̛߶ࢂࢽଞܹࡁࠪࡁ˱ձ
؆ࠒଥߞଡ


•

˲ΰ߶ۏߦٗЯएࢇٸଥܕѸ̛ࡢଥ࢜ࢢࢶࢉएܹࡁɼࣇڃΟɼए߉ѦԼ߶ۏ̍ݦ
Яएʎ؈߾оଞओࢶ˗չձʈଜࠆߞଡ


•

о˱Ԝݛਫ਼ࢢୃࡵ߶یऑଭࣸࢉࡳ߶یԻࠖۘؿЬ࣯ܹࡁɼࢶࡸ߾Ѧٙ˱ଜˈট̛
˃оԻ۶վѸˈࡸ˓ࢽ˕ࢽ߾۰एࡳࢶܖԻࡶ߶یૡɼଜˈܹࡁیୣ̇ˁࢿࢶۘଢ଼
߾؆ࡻଥֻ̍߶یɼܹࢽѺܹѦԼʎ؈˃ট̛ٕਫ਼IXOOGHYHORSPHQWձऑଭଜЕʨؿ
Ьࣸɾ߾ܹࢽଟܹЕࠆएձѿˈܹࡁۘଢ଼ҟ߾֍়ࠟʢଞʎ؈ࡶऑଭଥߞ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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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ଵҊޙ
ˁΧ˓˓આ˗չ܁ਫ਼UGOYWX\PUGତ˓߶ۏGGΟϠࡱଢG˲ɼ߶ۏЯएGࠖоࡻG̛ܽʦੵGGࢷٕۿԘGࠉ˱ˈؿ۰G
˲ੵٕUGˁٕUGOYWX]PUGݛցઝG߶ۏיGࢷ۽ԘG
̛ۘঐUGOUUPUG̛୯ضࠪGࢿחיUGaVVUUUV[VWYWYUG
ˁऑUGOYWXZPUGଞ˲ܹࡕ˓یUGࢂ߶ۏיGࢽࢂࠪGઝԨҖG
ࠆ̍ѰSGࣗୃUGOYWX\PUGкی࣏۽ձGࡢଞG߶ۏЯएGܹࡁGG࢈Gࢽ؏ئGʎ۴؏߇UGଞ˲ए؏ࢢࢽଝୣGۿΟՎखGYWX\̀G^UG
ࡉ۽щUGYWX^UW^UYWUG蕺G߇۰ЕGо˱߶ۏיˎݤGԜݛਫ਼GNۄʡUNGࢊˁࢿUGЍی̛ݛUGࡠUG
aVVUUUVyUfd[_`ZW[M dYWX^G
ࡪଞࡊUGOYWXXPUG८ۿоGʢ۶̛˃Gٕ૽GઞЯएG࣏߶ی۽UGࠖٸкی࣏۽Gˈؿ۰UGrkpଞ˲ʎ؈ࠉ˱ࡕG
ࢇ۱UGࢠঋܻUGࢇࢉஜUGOYWX]PUG߶ۏЯएGߦٗG؈ۢGઞٗ۽۱UG˲ੵࠉ˱ࡕUGU[G
ࢠࡵˬUGࢇࢉஜUGOYWX]PUGֻ̍ܕG߶ۏЯएGݨٗ۱GGࢽॺGʎ۴؏߇UG˲ੵࠉ˱ࡕUG
ࢿ࣯ࢊؿUGYWXYUW]UX_UGיG߶ۏGԜݛਫ਼G࣏߶ی۽GۘݨیGࣸЯUGЍی̛ݛUGࡠUG
aVVUUUUVV}Ufd]X`W\`G
ࣸߒࢊؿUGYWXZUWXUX]UGоࢷݤSG߶ۏיGԜݛਫ਼G࣏۽GۘݨیG૦̛UGЍی̛ݛUGࡠUG
aVVUUVVXW[ZW\^WG
ଞ˲ʎ؈ࠉ˱ࡕOrkpPG˓˓આ˗չ܁ਫ਼UGOYWXWPUGϡۛˁـ߶ۏଢЯएG࣏߶ی۽Gࠖٸкی࣏۽Gˈؿ۰UG
ଞ˲߶ۏЯए˓ۏG߶ۏएˁࢪԯࠉ˱ܕUGOYWXZPUG߶ۏЯएGٗߦթGࢇٗ۱˕GࢺیݤUG
ଞ˲ʎ؈ࠉ˱ࡕOrkpPG˓˓આ˗չ܁ਫ਼UGOYWX[PUGYWX[ϗѦGࠖٸкی࣏۽Gˈؿ۰aGо˱GיG߶ۏGԜݛਫ਼G࣏߶ی۽UG
ˁٕUGOYWX\PUG˓Яૢܹࣗֆঈչݤ۶G۶߶یG˗GNX]ϗѦGࠖۏ۽GGखଭ˗չG˃UG
ˁٕUGOYWX]PUGшGࣚࡵGיSGшGքࡵGࢊչձGࡢଞGݛցઝG߶ۏיGࢷ۽ԘUG
ˁٕUGOYWX^PG߶ۏיԜݛਫ਼ऑ̛ЯUG߶ۏיԜݛਫ਼Gୃଢ଼UG
ˁٕUGOUUPUG˲ɼG߶ۏיGԜݛਫ਼GʎࡁUGࡠUGaVVUUUVVVG
wiUGOYWX\PUGࡠUGࢇएGaVVUUUVG
~GiUGOYWX]PUGoGGk aGjGjSG~SGGGl GlG
z GOUXT[PUG~GkUjUaG{G~GiUG
~GiUGOYWX^PUG~GvUGsG|GzGYWSGYWX^UG~UG
aVVUUVVV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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Ϩড˓Ѱࢂߦ˝؈ࢷݤ۶ए؆о߾оଞیԷࠉ˱
ٖࠞঊ˳ࡶࣸࡳݪԻ

۰ࡌоଝˬˁоଝࡕˁ˗չࢷ˓۴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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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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Ǯ

л̏ʝٔۮ

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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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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ࠆˮ
؎ʾ

ࠆˮ
ଔ࠾ۺ

ࠆˮ
ऐה

ࠆˮ
лە

•
•

ߦ˝؈ࢷݤ۶˕ࢠضܕ

ߦ˝ݤ۶о˕ࢽ߾۰एࠇ࣯ࢂ˕ʀҟо
оٕٗϨডएࠇ߾۰؈ۢ ݤ۶۶ɼԛࢇϨডएࠇ߾ए 

߾οएࢷࢂ্ִ߾۰
• ̛ܽࢶࡳԻԆऐଜшԂѦیୣࢶࡳԻܹࡈѸए߉Еۘଢ଼߾оଞऑЯࢇଗࡁ
• ʀҟࡳԻࢉଞیୣࢶࡶ۽ࡈܹॺࢽˈࢇࣲࡶࡈٸϩࢇ̛ࡢଥࠖ؏ࢶ८ࡕࢂࢻ
̒ࢇଗࡁ


•
•

Ϩডएࠇߦ˝ݤ۶एʀҟࡵ˱ࢶࡳԻě߭ӊʯĜࢊ߭ΟЕɼ"
Ϩড˓ѰЕě࠳Ĝ؆оଜˈЕɼ"


• ٗ۱Яࡢࢷԯશࡈ߶یN:ࢇଜ
• Ϩড˓Ѱ̒ջ˓Ѱ ěցࡶĜӖЕě ۢ չěԻߟaɼ˱Ի˱۽ցࡶ
Ѱ̛؆ 
• ʀҟیԷaଜΟࢂ˳ΰЬࣸیԷख
• ٗ۱Яࡢʀҟیʢ؆о࣯ࢠ
• یԷࠉ˱оۘएٖࠞঊ˳ ૡ̎ࢶઞ۽ϗࡖˁएࠇیୣࢿחएࠇ
߯Խ؈б 


++Ě㉔
㉔䚽㜤Ạ

ߦ˝؈ࢷݤ۶˕ࢠضܕ

 ࢝ܒлଛࢄԺࢳϟࡿ
Щߣଛࢸ̏ࡰԸ࢝ܒлଛࢄଢծϦࢄВʥࢄࣵ࠾

ઞࢽଞࡢࢂ˓ɾ߾۰ࢉɾѰ˕یୣࢶ˗˃ɼࢇՔ߭
एֲ̐˕ࢽ߾۰ઞࢽଞࢂɼٕࠆѸˈࢇձࡳԻ
ěࢠܕĜɼփҚ߭क $JQHZ 
ऌࠄনࢳࡿ࢝ܒѣ
•

ːɻ؎୬ࡿˮ࣌

࢝ۺࡿࡧ˅ܒʵ

ট̛एչଝࡵࢠܕɾ८

•

یୣࢶ˱̒ࢻࢂ࣯۽

• ࢉɾ࣯ࢂएչଝࢻ̒

ࢇձָ̍ଜЕіखࣸ

•

ʏ˗؏ࡶ۽ଞࢶܹؿ

• ୯۶ࢂۢ˃ۿଜࢇі˃

•

˃ԛୂָ˓ɾ˕ଝ

•

ěʏ˗ࢶěউѦձଞফࢶ

ࢽʎٸશ
•

एֻۛ
ÆएࠇӖЕए ORFDWLRQ 

ࢠؑܕ୯ࢂ˓ࢂ˱࣏
؉

•

ࢠࠉࢂࢂ࣯࣑ݨ۴
• ࢉɾҚࢂЬߦଞࢠ۽ܕ
ࢠࢽܕࡶ۽ୣـଜˈଡ

'DYLG+DUYH\

• <LIX7XDQ

ࢉɾࢂࢿחձؿЬݪѦʯࢇଥଜˈଥʼॺࡶֻۛଜ̛ࡢଞएչଝ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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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䚽㜤Ạ

ߦ˝؈ࢷݤ۶˕ࢠضܕ

 ࢟۟μऌɽҜ˒࢝ܒ
Щߣଛࢸ̏ࡰԸ࢟۟μऌɽҜлଛࢄଢऋऎ

ࢿחऑЯߪࢄߵבӇʬߪҾˏ"
ÆоٸѸЕऑЯ˕ଥʼॺ̐ԜΟۘ۽ࢶࠬؿʸࢇࡸ



ࢺʹؼଖ

• ̛ܽࢶ˕ ۽ܖଝࢶࡢଥ
ࠆٕϢԄݤɽࢶঐɽࢶ 
• ʋѵߪߛଜࢌऌ



Æʏ˗ࢶઞߊ࢚ࡶ۽Ԯ
ଔ
ଥɼ߷ࡶʨࢇԂЕ
ࢇଥऎ

ऑ


Фࡿ࣬ٵ

• ଙବࢺ˒ࢺʹۉࡿݢ
&#&ָі ࡿଛл

• ɼ̧ࡋʠչ߾ࢂଞ؆о

• ࢆɻࡿࢄ̘בݧऌٵଟ

նۺ

• 0+/$;ࡿҌվз
ÆࢂЕࢶࢸଞࢂ̛ݤ

ॳࠆࡪѦࢇ࢈˓ࡪʠչ

ؿձଞЧ̒ࢂٸʠࢿʠ


࢝ߒܒ६ࢄԺ

• ୗʾݧնଚࢳࢸ̏
• ࢠיࢂܕչࢶઞ֑۽ԃ˕

एࠇ۽

• ˁݪչଝ˕ࢉחएչଝ

ࢂଢࢶࢻ̒

• ࢝ܒлଛୀ࢟ࡿʀࢺࢳ
ࠆʹࡳؼୋ
Æࢠ߾ܕоଞएࠇࢂࢇߞ̛

ձ࣯ࡳԻٕਫ਼Қࡶʨ


࢟۟μऌ࢝ܒлଛࢄԺࢳϟࡿ
ɽҜࡳߪӇʬӿـʥࢄ֯࢝ܒծߪӇʬӿـʥࢆɹ!


+++Ě㜤
㜤Ạⵝⷉ

ߦ˝؈ࢷݤ۶˕ࢠضܕ

הଯࠆˮ
•
•



˗ࢽܹؿख
߯Խ
• ߾οएܙחݦԂઆіࢇě࢝ߒזğĞ ˒ѣଛ ̊ࢼğĞࡒ״ΟջğĞФٵୀەğĞʡպѧğ
ĞࢴࢲଢğĞוऌվࡒ״ğ
• ࠞঊחݦଞ˲ϨࢽחݦĞߣ˚ݡ۳ΟջğĞઃࢧğĞৗଢğĞϟԁğĞːࡧऌğĞ،ğ
ĞٖğĞْࡅğĞΟʋğĞ߃ࡅğĞվࡳ࣬˽ğ

ୀ࢝࣌ۉ
•

ख؏ݥϾѓࢇ˵չ̛ख ˁࢪָࢿʦੵЬࣸیԷࠉ˱؆ࢂ ˱ࠉـѦࢶख

•

یԷ ࢽۏܹࡕࢉࠆॳ˱ࠉطցࡶкaϨড˓ѰѰ˗ࠆࢽফָܕ
ࢂࠉ˱ॳࠆ 

•

̛ࢻִقएٗ۱ડԻࢉଞࠒଯࡶ࣯ए߉̛ࡢଞΰࡈࡳԻ˱۽

•

ࠉ˱Վܹख؏ࡳݪࣸࡶࢠࢇݥԻॳࠆ˗ॲˁࢪָࢿطʀҟیԷ۴ࢽ˗ࢇ
ଥ˗˃Ի۰ߦ˝߶یରɼ࣯ࠪ߯Խࢉएࠇࢇࢠ̆Ϩֻࢎୣࡕҟ

•

؆о࣯Қ˕˗ࢇଥ˗˃߾оଥদ'ࢂء,*),չࢠܕзࡵॲ˗ࢠୃࠪ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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ߦ˝؈ࢷݤ۶˕ࢠضܕ
긯ꗃ돃덳髯릻덯딓

긯ꗃ

꼏꼐ꟷ

뙿덳髯릻덯딓

묗馃덳髯릻덯딓

ꁸ긯ꦒ쎇딨骃릳

긯ꗃ&

&

&ꟷ듷딨쎔듛쐏딨

&ꟷ꼏딯*鯏섛됷뎄딓)ឪꟷ듷딨쎔듛쐏딨+

긯ꗃ'

'ឪ

'ꜯ듷딨

ꝋ듇뙿,ꬃꬃꝋ듇뙿-魻꙼ 듻꺧믛뙿 딨꼏ꁸ긯

빟댔骔뎋떘띃뙿ꩃ|긳ꁸ긯

.ꬃꬃꝋ듇鸷黇떇빟댔骔끟꺧듷꺧믛ꆟ)ឪꟷ
/ꜯ듷딨
긯ꗃ(

(ឪ

긯ꗃ)

)ឪ

ꦛꂃ쎔듛쐏 (ꜯ듷딨듻ꦒ 驀ꗟꁼ(ꜯꝋ듇뙿0魻꙼ 듻(ឪꟷ髳듛둓
馟ꦟ뒇둓듻

묟ꝋ뎋떘딓1(ឪꟷ2ꜯ듷딨

)ꜯ꩸띃끟꺧됷뎄딓

鼐쏟ꅜ馃3魻꙼ 듻

딨꼏ꁸ긯띔쐏릻덯骃릳

딨꼏ꁸ긯

骃ꖫ듷싷骃驇딓
덳髯릻덯딓

쀼띘

(4)*

魃鼐먰黇꠫딇 떇鸫 싫셌 驀ꬄ 닋ꅜ뒿ꗟ 44

듻둓

뙿됗뗳긯鸷됬

ꠈ

鼐몏듿ꦛ덓ꂃ싷魃鼐듻ꉧ듷驸뒣싛ꀗ떘꩷ 鬏데ꩇ魃鼐시髓릻馃驀
썛딓끣듛魃鼐驀썛ꉴ

뫟魿魃鼐魃몏
驀ꬄ뎄먟

5ꜯ듷딨

5

뎨먟끣ꢻ

긯쐏ꬃ 鮳딓 섻띔딨 떘믛 666

ꠈ

뎨먟驿ꂃꯇꆛꀗꂃ뗳띋ꢻ髯꺴듿ꦛ꺴驿띃데떄릫듷떓ꦟ騯

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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ꬃ鮳딓

ꗣ쐏쐏릻덯骃릳듻뺳ꭳ몠쐏

뎨먟髳

驀떟떘마끧驸ꢷ둓

7

ꠈ

떇鮳긯덈썋馃驿떘驿썋馃뙿먷ꗟ꺟듛馟듻떄깠馄

뎨먟髳

ꅇ끟駷묘驿驸ꢷ둓

8

ꠈ

馟ꦟ쌌뒇썋馃驿떘驿썋馃뙿먷ꗟ꺟듛馟듻떄깠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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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ꠈ

썋馃끯듛뙿먷ꗟ꺟듛깠馄빟댔骔긯덈끯듛驿떘덓꺟듛쀼띘

둓쐏

+++Ě㜤
㜤Ạ⯜㐑⓸

ߦ˝؈ࢷݤ۶˕ࢠضܕ

एʀҟࡁࢉ
؆о̒ʠࡁࢉ 

 ࠾ࢆٔۮઞ
鮳꾣떄꼐꺴

릻덯



꩷깄

딨꼏닣리

 빟댔骔ꦟ떇끟꺧듛  쎇 빟댔骔 꺧믛 馋ꉴ  슿싷듛髯먷떄鸷됬  馟듻떄딨꼏닣리
덓릻덯싛騏ꆟ驿떘  깠馄싛ꀗ꩷깄듛듛  띔ꁫ떄딨꼏닣리

鮳꾣떄뒇싷꺴
 뎧떘꩷듛뒣뼸

 깠馄싛ꀗ릻덯듛듛ꥻ

 빟댔骔ꦟ떇끟꺧듛
ꟷ떄驿驀骃

 데긯떄驀썛

ꥻ돃싇됗꺴
 ꩷깄듛髯먷떄ꦬ끠

돃싇됗꺴
 릻덯듛髯먷떄ꦬ끠

ࢺʹؼଖ

 ࠆˮٔۮઞ
Ϩড
˓Ѱ

Фࡿ࣬ٵ

ࢠܕ
ߕ९

࢝ߒܒ६ࢄԺ

ॳࠆ



ۘؿ

ߦ˝
ݤ۶

̛ܽࢶ۽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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ߦ˝؈ࢷݤ۶˕ࢠضܕ

 ࠆˮկѣ

ꅇ쇟덓꺟떓꺣뒿ꗟ쇟끟ꆟ슿ꉟꦴ듛덳騳驣ꜯ꺣듃馟ꩇ떄듻긯ꗃ덳髯ꉧ馄馄듷띇쌌ꆛꀗ驿떘
덓꺟뚔됗싟ꦟ騯듷딋듇ꋏ댷ꊗꗟꅏ닇馃닿싛ꀗ띃鸛빃鸻ꁧ >NS


+8Ě⬙⢱

ߦ˝؈ࢷݤ۶˕ࢠضܕ

ࠛই˰
•

փঊָࢉ˱ۘࢇۿփঊָϨ߶ࣗیփָ

•

ࡹִଭࢽչʎࢽئչʎࠉցࡶʎ

@ 쇟 B  c  鮳 뚃
뎨먟髳 듐|ꟷꩇ 빟댔骔 ꦟ떇긯덈 썋馃 ꦒ
驸 긯 돇 ꙏ  駷  꾛 뎨 먟 끣 ꢻ  묬 먰 ꬄ ꅇ
驀떟떘마驿 ឩ끣딯깠덓麋띃 떇鮳긯덈썋馃
쎇쏬ឪ






됬ꕌꩇ

⠝듷싛 髳썋馃긯싰

⠝몋驿c⠝듷싛 ꅇ썋馃긯싰

깄빟

썋馃돇ꙏ

驸긯돇ꙏ

썋馃돇ꙏ

긯덈띇쌌

꼏驇









ߣ˚ࢴॷࢺ߳ۉ
•

ࢽٕϨডࡳԻࢂए̀ࢠٖѦࢷ˲ফটࢂ˝ࠇߦ˝߶ۏઞ˱ࢷ˲ফট
ߦ˝࣏۽߶ۏԷࢷ˲ফটϨডߦ˝߶ی

•

সٓѣϗࡖʎ؈ࡉԮěࢇʸʠչˈ̀߾˳ݤěÆࠛই˰ϗࡖěࡋࠒए
ࢿࢽěÆࢺْϗࡖěࢇʸʠչࡋࠒଜएֆʨěɼࢇҖԂࢉؑ૦Æসٓѣϗ
ࡖ˕ࡖૢ߾˳ݤएӖЕ࣯ࠬחÆࠛই˰ϗࡖࠬѹࡋࠒएࠖئ
ˈÆ˕Ѹए׃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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긯ꗃ&

긯ꗃ'

긳띃

ꦰ

ꉴ긳ꗟꉴ

ߦ˝؈ࢷݤ۶˕ࢠضܕ

⠝⠝馟

둓ꔛ딓鮳꼏뒣

뫟똈썋馃
ꦒ뚃驸돇ꙏ
ꝋ듇뙿

馟ꦟ썋馃쌌뒇ꬃ騳

鼐댷몏驸긯
몋鮳馟ꜯÆ
뙿됗
ꟷ듷딨쎔듛쐏
ꂃ마뒇둓쐏
ꦛꂃ쎔듛쐏
ꦛꂃ뙿먷
馟ꜯ덳심
ꝋ듇뙿
馟ꜯ덳심먷
ꦬ骃Æ
ꦛꂃ듛긯띃ꁏ
듷딨髓먷쑇
듷딨듛데싣
떄魼떄ꁫ騳ꅇ꠫
馋ꉴ뚔딯딓
떄魼떄ꁫ騳ꅇ꠫
듷떇
ꟷꁫ뒇뒣데먰驿듛
ꟷꁫ뒇驸딨딈띃
馋ꉴ뾯땄
馋ꉴ
ꜯꁫ뒇덉듏
ꦛꂃ
驀썛
ꜯꁫ뒇덉듏
ꜯꁫ뒇덉듏

긳띃

긯뒣띃

ꦟ떇긯덈썋馃
ꬃ騳
돻띃듻
꩸띃끟꺧
됷뎄뒇둓쐏
릻덯싛띃닍듏
덉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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ߦ˝؈ࢷݤ۶˕ࢠضܕ

ۉԴشછक

#%

$&

- 35 -




+8Ěᴼ
ᴼ☥㇠⥴㦹䚝

ߦ˝؈ࢷݤ۶˕ࢠضܕ

ପ

@魻ꜿB쌌뒇딓馋ꉴ띃ꅇ

¢۳࣬ݡࠪ࣬߳ۉː߳
£л࣬˕࢝ࢄ״ϥঞːѭˮࡒۺ
¤ଭɹ࣬˰˕˰ѣݡˀୡࡒୠ

ɽҜࡿછक

¢ࢆऌଙВअࢳࢺْݡѣծࢊۺ؆ࢶࢉୃۘࢉए˕ࢽࢇʀҟࢺ
£ڀխɽҜܓѣĚࡕࡢࢂݪୣʎࡖࡵ˳Ѱओʃϩࡵ࣯۽˱
¤ɽҜࣔʹٖୖݥėкࢠٕʼѸ߭ѦěփࢊࢂیĜоٸ۶୯۶࣯ࠪࢂࢻࢺ߷ࡸ





8ⵌ
ⵌἰᶤ⺸㉑

ߦ˝؈ࢷݤ۶˕ࢠضܕ

ϥঞːѭࡿߣ˚۳л̏ʝࣔଟ

ڋ᩻⁜᧨ᦌḫ

⒓ṇᒋ⁷ḫ

ᕏᤜữׇḫ

 ᧧ᶻ⒄ḫ

උᇓᑳ

උᇓᑳ

උᇓᑳ

උᇓᑳ

 ̛ܽԻࢉଞٕ
ࡈࡉԮ

 ॳࠆؑࢿۘଢ଼߾
оଞѦ

 ̒ʠʈࡁࢉ

 ॳࠆؑࢿ؏߾ݥ
оଞૡɼ

 ˁ˗ض

 ଔଥࢂΰࡈ

 ʎࢉࢶࢠߕܕ९

 ˕ݥ؏ࢂۘؿ୪˕

 ˓Ѱࢶࢠߕܕ९
 ࠇࢶیʀҟˁଵ

ߣ˚ࢴݡ۳лଢϥঞːѭۭ࣬࢝ଙВл̏ʝлଢ

॰ࠃ˔९ୀ࢝Ջܶओݧֱ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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ߦ˝؈ࢷݤ۶˕ࢠضܕ

̘ܺԸࢆଛْࡅࡆԫ

ϟࢧऌࢷ˒лʅ୕
 ϥ߳ࢳଢ
ܕࡵڂষ߾ࠒଯ࣏̖ࢇԂѦ̐ЖࢇएЕ
ɼЕ࣯Қૡیݪ˗ܕÆࢂݪରɼ˕ࢽ
߾۰Ѧ̗߯ѹЬЕઞघ

 ߄ࢴଢ
˗࣯߶یչॺࢎیۏ˓ࢽ˕ی

 ࢷળ
 ڂ
£ߦࢂڂʃܕ¤ڂ؆یଔଥ
 ࠟѦۘݣ
£˕ܹଔଥ¤ܹओ߆

ʾ˔୕س
 ʾ˔ࡿ୕سĞ࣬˔ࢳğ࠾ܒ
£ݤ۶ࢂֻܺ࢈ݡଞϨएۏएیԂकࢇओ۽ஏଡ
¤̛શЯNZࢇଜˁ˗ࢇضବЬЕଢࢂࢺٕ࣐

 ʾ˔ࡿ୕سĞʌ˔ࢳğ࠾ܒ
£ۏएʃܕˁܘ
£
¤Ϩएʃߦܕएհ˒߾ए̑ЯࢶϨ߶ઁܫϨएࢂ
¤

ˁࢶ୪˕ୣ߭ـԮࡏ



8㵬
㵬㜠ⵤ㥐㜄♤⪬ⵌ

ߦ˝؈ࢷݤ۶˕ࢠضܕ

 ॰ࠃ؎ࢼەлଛѣ
 ѣĜࡆնВݡבзଙВ࣎࢟ĝ
• ěցࡶ߾ߦ˝ࢸ८ձࢿоԻߊˈЕیԆѦ߷Еֆ̐оԻϨیगЕϨĜ
• Ѧࢂࠪݤ८ط
 ɹ॰ࠃࡿࣵ࠾ۺ
• ęیࢂ࣯࣯ୣ̛ࢸق८Ě
• ࢉࢷیएॳࠆˁԻࢷୁ߷ࡸ
 ʾଲлٵѵВ॰ࠃʾଲ
• ęࢉݯĚࡶଥࡪیएձ˓ࡪଜЕˁଵ
• ࢂ߾ئଞੵएࢇࡈࢿߟˁଵʈࢿࢇ࣯ˁଵցࡶ˓Ѱˁଵҟ

 ॰ࠃ؎ࢼ،ݢлଛɹ

  ିʀչЕئ
  ࢊ˗߷۽Еˁࢽॺ
  ɾܕࢂઆ̛
  ࣯ੁݤࠊٗࡶЕࢽ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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ߦ˝؈ࢷݤ۶˕ࢠضܕ

Ĝଢĝ


¢ʝ࣬˽

• Οࢂख߾۰ࠉˁ˗˕ଡ
͉ଜЕ߇ԃଜˈਛࢶଞۢ
߾оଞ̀չ
Æࢽࢶݦଔଥ

£࢟˽ی
• एɼଜԃࠖۘ
• एɼଜԃۘ˗הݣÆࢇʺ
࣑ࢢ


 ߂ࢄەؼС߳ۉঈୠրࢄଔ࠾ଙЩВࢌ࢝

 ٖࡲەؼɹЙଙЩВࢌ࢝

 ࡲەؼ୧˒ࢳࢄऌ߆ࡲୃە،ࢄأӿВࢌ࢝

 ࡲەؼվࡳ५ࡒࡰԸࢄՑߪࣄߛଛЩВࢌ࢝

 ݣࡲەؼՄଜܶߴВ،ࢄݢӿВࢌ࢝




8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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ʋࢆࢳ࢝ߒܒ६

ߦ˝؈ࢷݤ۶˕ࢠضܕ



 ࠆୗʾ̏ʝ

ę߅߾ϾࡶӈЕіߔ߾֠߹ˈؿࡶۏЕі߭Г

ܻɾءऴءऴଞʯࢇؿТ̧یԆҚࡵ̐ʯοݩה
ࡵʠ߾ࡁĚ
 ࢝ࢺܒۺԊʠչएࠇࢂࠒۏցࡶɼࡋіख
̒ঈ߭հҚࢂϠԯ
 ࢝ۺ࣎ࡿܒૡۢ˒ۑҴࡵષए߉Еʨ
ːѭࢳ࢝ߒܒ६

 վࡳࠧࡿসѧ
ʎ؈ࡢࡕୣୣࢂցࡶদୣցࡶئϨডیୣόઝࡓ
 ːѭآ̊୕ה
ଢ˕࣏˓Ѱ࠹ۏएࢉ יओ࣯ࢂઆ̛ ࡳԻٕ
ਫ਼ଥۘоࢶੌʃ࢈ࢇࢶئ
 վࡳࡿ˒ࢴٵসѧ
¢ʾ˔˔նծଛվࡳʋࢂۓ߳ۉओ˓ֻ߶ی
£ࡧࢌࢆˮʀ̆ܒϨ̆ডࢉʃܕ

ࠄࢳۉɽҜʾଲ

 ୗʾଲݡ۳
£ی
¤ܕࢷض
 ୗʾ˔ն،ݢ
£̖ʈࡪࠇˁঐ
¤ࠩחЯ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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ߦ˝؈ࢷݤ۶˕ࢠضܕ

ࡿ୕سܒ࢝ײԸۭࡿߣ˚ࢴ

࣯˗ࢶʏ˗ࢶएˁ˗ࡶࣸࡳݪԻࢇՔ߭क

ࢺʹؼଖ



ୃࢠ߾۰ࢂ۶җԯࡶ

ϩࢊܹЕ؏߇ࡵ"

 ଞ˃ɼ࣯ࠪ˗

ࢿؑࢂ۽

 ࢽࢉࢿחࢂؿɼ"

Фࡿ࣬ٵ

 Ч߾ٕࠆٸоଞϢࢂ

 ॳࠆࢸ८ɼࢿחձଥ


ʼଟܹЕɼ"

 ࢿחࡵۘؿձଥʼଟ

ܹЕɼ" 

࢝ߒܒ६ࢄԺ

 ˁ˗ࡵࢽֆࣸࡁଞɼ"

 ˁ˗ࡵϼ˱ࢂʨࢉɼ"






࢟۟μऌ࢝ܒлଛࢄԺࢳϟࡿ
ɽҜࡳߪӇʬӿـʥࢄ֯࢝ܒծߪӇʬӿـʥࢆ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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㣙㋀ⷴ䞈⦐㉐㢌䈐㛅ṅⵐ㤸

ߦ˝؈ࢷݤ۶˕ࢠضܕ

˗ࢺ
ࢺʹؼଖ

Фࡿ࣬ٵ

̛ܽࢶ۽ܖ

ॳࠆ

࢝ߒܒ६ࢄԺ
ۘؿ

ࢠߕܕ९

ɂϨ߶ଔଥࡉԮ

ɂցࡶ࣯̀߾оଞϩ ɂʠ࣯̀ࢢ߯̀ۏ

ɂࢠࢽܕ۽࣑ࢂܕࢠ˕۽

ɂ߇ࢷଔଥࡉԮ

ࡵɼٕࠆ

ɂցࡶ˓Ѱח̍

̗

ɂ ˁ˗ضԻ ࢉଞ ࠝ ɂॳࠆؑࢿۘଢ଼߾о ɂإ ߾ࡪ˓࢈ࢇ˕ۘؿցࡶࢷٸ
ʃ

ଞٕࢽࢶૡɼ
ȫ

оଞٸશࢶݤɽ
Ȧ

ɂࠇࢶیʀҟˁଵ
Ȭ

ߦ˝ݤ۶ࢂࢂ୕سܒ࢝
࣯˗ࢶʏ˗ࢶएʾ˔

•
•
•
•
•
•

Ϩড˓Ѱ߾۰ߦ˝؈ࢷݤ۶ࡵࢠضܕձࢂଞЬ
̐ࢠܕЕࡉ۴יչࢶࢉࡁܕԻ۰ࢂ˕ۏʋࡵࠉˁख˕ʋࡵ̒ջݤ۶ҚԻ
ࢇՔ߭ࣇࡳֲࢇЕϨডփࢂ߅ղЬࡋˁ˗ࡳԻܹԲѹЬ
ࠆ̛߾یୣחࢶࢉٕٗࡵࢇԜଞיչࢶࢉࡁֲࡳୁ߳߾ܕӖضݤɼЕࠇ
ଟࡶଞЬ
ࢉݥϨ߶ࡶଥփҚ߭ࠟۢए̐ݥѰ߇ߑۑыࠇࢉࢶیϠԯҚࢇшଥࣇࢠܕ
ࢽߕܕࢠ۽࣑ࢂܕࢠ۽९ҟࡶ۽ଞЬ
шଜࠆফ̒ϩ߅एЕ࣯ࢂ˕ݥցࡶ˱ࡁ߶یҟࢂضѦ؈ʺѹЬ
ࢇҚ˕࣏ࡻଜए׃ଞЬִߦ˝ݤ۶ࡵ˃ܖଜࠆʀҟࡳԻΟΤʨࢇ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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ߦ˝؈ࢷݤ۶˕ࢠضܕ

ࢢۢ
ࢢۢ߾οएоϠԯࡵएܖѸ߭ߞଡ̐ԜΟی
ۢ߾
ୣࢶܹࡈ߾۽оଞϢࢂЕۘоࢶࡳԻٕ࣐
ୣࢶ
ࢶ
ୀ࢝ɽҜ
६ଛ̘ܺ

ࢄԺࢳϟࡿ
ࠧࡿࠆˀ

ɽҜછक
۳ֵ

л࣬࢝˒
̏ʝҗɻ˔ˀ
ٔۮ

Ύࢎ߷ࢇࠆԜ˃ۿɼоձଥۘࢇଥଜЕ
Ύࢎ
ࢎ߷
ʨࢇ
ࢇ
ʨࢇ߾οएࢷࢂ˃̛ɼѺʨଯ୯ࢢۢ߾οए
о
о؏
о؏߇ձࠬؿଟܹЕࢇѺʨ
ࠉ˱˕۽एࠇ࣯Қࢂࢠࡶۢۢଜˈ˱
ࠉ˱
˱
ࢶࡳ
ࡳԻ
ࢶࡳԻળ߆एࠇیୣࢂـଢࡶ۽ҖԜΰ߭ߔࡳ
Իࢂ߾οएࢷ؏ଯ߾оଞϢࢂएࢺࡶыक
Իࢂ
ࢂ߾

ࠉ˱
ࠉ˱ଞ˃࣯ࢠҚɾࢂ˗˃ձଥ۱ଜЕі߾ࢂ
˱
ߵ
۽
ߵ࣐ٕ۽ۛࢶࠉ˱Ի۰ଥʼ؏߇ॷষࢂ˕
ࢿΧ
ࢿΧࡸ




㵬Ḕⱬ䜀

ߦ˝؈ࢷݤ۶˕ࢠضܕ

•
*HHUW]&OLIIRUG  חࢂଥ۱ࠇࠞח۰ࡌ̧
Ьପؿ
•
оԶחएܖɼМ؈ࢷࡢࡕୣ  ˓˓ʀҟ˗չࢂࢇԽ •
0DQ]R/\QQHDQG3DWULFN'HYLQH:ULJKWHGV  3ODFHDWWDFKPHQW
˕̛ئоԶחएܖɼМ؈ࢷࡢࡕୣ Ϣଝܽ 
$GYDQFHVLQWKHRU\PHWKRGVDQGDSSOLFDWLRQV/RQGRQ1HZ<RUN
۰ࡌϢ
5RXWOHGJH
•
ࣗ  ʀҟ˗չԽЧٸऋ߾оଞоঈ؏߇• חࢇ߸ה
5HOSK(GZDUG  3ODFHDQGSODFHOHVVQHVV/RQGRQ3LRQ
ࢿࢉɼ"о˱ˁٖоଝˬষશٕ
•
6PLWK1HLO  8QHYHQGHYHORSPHQW1DWXUHFDSLWDODQGWKH
•
ऑ  ˓˓ʀҟ˗չЍ߲ʢ۶ŘˁٗߞیԷ
SURGXFWLRQRIVSDFH1HZ<RUN%ODFNZHOO
•
.',˲ࢿࢽॺоଝࡕࠈࡸ۰ࡌհ̟
•
7XDQ<LIX  ੵ૦ଗչ߅ˁएɽѦɼࢂࠉ˱ࢇ
ࠞऑ̡ࠢ۰ࡌ߾չٱծ
•
۰Ѧ  ݥ˓ɾࢂୃۘଝ۰ࡌݤվоଝˬѦחࢉݤଝࠉ
˱ ܕ ۰ࡌ֩ࢇіࢇ
•
9DOHQWLQH*LOO  یୣएչଝˁ̡ࠢ۰ࡌϢ
•
ࢇୃࡊ  ę߾ҖࡓҖԩࢂୃۘଝࢶࢠܕԽĚ˲ੵࠉ˱ࡕ •
<LQ5REHUW.  یԷࠉ˱؏ئWKHGݦˁݥ۰߅ࠒܞ
ࠈࡸୃо˓ɾࢇԽࢂۘیɼҚળ࣯ଞࡌ
ॹ˓ࠇ۰ࡌଞˁی
•
ࢇܹࣗ  ଭࢽଝࢷی ʎࢽશHG ۰ࡌоࠒחی
Ջओϟה
•
ࢇࢽࢷ  ੵएˁࢿଝ 筐袵讫HG ۰ࡌ胚薙艧
•
̡Ѧஜ  ęࢿ࣏ࢽࡶଞʀҟଥʼࢂࢽॺࢶଡࢂĚ㺀ए
؏ࢽٕࠉ˱  
•
ফػѿ  ଞ˲ࢂ˓ɾ˕ˁ۰ࡌଞ̟ی
̡Ѱ˝  ę˕ଝ˕оࣸࢂ˗˃ضĚ˕ଝ̛ܽଝࠉ˱  
•
BBBBB  ୃоیୣएչଝࢷ̛ଞ˲ࢂѦࠪݤएࠇ۰ࡌ•

ଞࡌ߅і
•
̡  ࢊݣęٸ۴ݤ۶ए˕ࢽʀҟࡁࢉ˕࣏ࢽࢷԘ߾˗
•
$JQHZ-  3ODFHDQGSROLWLFV7KHJHRJUDSKLFDOPHGLDWLRQRIVWDWH
ଞࡖࠒ˱ࠉˬٸтŘΰջঊтŘଞੋʈтʢ۶یԷձࣸࡳݪԻĚ
DQGVRFLHW\%RVWRQ$OOHQ 8QZLQ
ଞ˲ଭࢽ˕ࢽॺࠉ˱  
•
%HQNR* 8OI6WURKPD\HU  +XPDQJHRJUDSK\$KLVWRU\IRU
•
̡ࡵ  ęएࠇ߯ԽؿѦࢂएࠇࢇ̛࣯ࢂࠉ˗˗߾۽ଞࠉ
WKHVWFHQWXU\/RQGRQ$UQROG
˱ܹѦ̀ࢽ˃ٸࠬئձ҂ԜݲʀҟؿѦٗ۱ࡶࣸࡳݪ
•
&UHVVZHOO7  3ODFH$6KRUW,QWURGXFWLRQ0DOGHQ0$%ODFNZHOO
ԻĚࠉۿоଝˬ߯Խୖؿоଝࡕ۱یଝࡢϢח
3XEOLVK
•
ϡۛࠉଢ  㺀एࠇ࣯˕ˁࡶˈԮଞࢢۢɼМ߾οए
•
'HYLQH:ULJKW3DWULFN  5HQHZDEOHHQHUJ\DQGWKHSXEOLF)URP
एɼࢇҖԂࢉࢢۢɼМ߾οएएʀҟଥܕձࡢଞˁࢽ
1,0%<WRSDUWLFLSDWLRQHGLWHGE\3DWULFN'HYLQH:ULJKW/RQGRQ
ॺˈؿ۰

:DVKLQJWRQ'&(DUWKVFDQ
•
ˁঋ

ęଞ˃ցࡶࢂیୣˁࢿࢶઞ˗߾۽ଞۛࢶࠉ˱
•
'L3DVTXDOH:KHDWRQDQG:LOOLDP&:KHDWRQ  ٕѰٗࢠݤۏ
ঐΧѦ̖ی˳ۏԷձࣸࡳݪԻĚ
Ϩডیୣ  
40
۱Խ࣏࣯ୃࠇ۰ࡌٕࠉی



㵬Ḕⱬ䜀
•
•
•
•
•
•

•
•

•
•

•
•

ߦ˝؈ࢷݤ۶˕ࢠضܕ

ܹ۽ܞŘ̡Ѱ˝  ę˕ଝ̛ܽоࣸձؿЕۚԻࡋݤɽĚ˕ •
ଝ̛ܽࢽॺ  
  ۺࣱݪęЧ ٸ1,0%< ʀҟࢂݪࢶࢇଥĚଞ˲˓˓˗չ
ଝؿ  
•
ࠍࡉŘࢇࢢୖŘଢ଼ஜࠉ  ęٖएࠇˁʀҟࢂˁଯ˕ઞ۽Ě
ˁࢽॺ  
ࢇ̛  هęएࠇ˕˓ɾ̐չˈࢠܕĚחࠇیएչ  

•
ࢇࠒঋ  ęیୣ˕ଝ߾۰یԷࠉ˱ࢂࢇԽࢶएࡢĚଞ˲ଭ
ࢽଝؿ  
ࢇࢽଗŘଞࢢɽŘ࣏  ࠒؿࢢۢɼМ߾οए߾̗ؿ۰ࢂʀҟ •
˕ଥʼ؏߇ࠉ˱ ߾ یοए̛୯ࢽॺࠉ˱ܕŘչҖչ߾؟
ઝࢢЯ߅ܕהی߅ݤŘଞ˲ܕהی
ࢠॷ۱Ř̡۴ˁ  ęߦ˝؈ࢷݤ۶ए߾оଞࢇଥ˗˃ •
Қࢂࢉࡪݥࠉ˱Ěଞ˲ए؏ଝୣؿ  
࣯ࠉŘ̡Ѧ̎  ęࣸ˲ࢽٕࢂੵएࡪࢷࢽॺ˕Ϩড˓Ѱࢂ
ض߇ۏࢂ۽ଜডیԷձࣸࡳݪԻĚϨডیୣ   •

ऑۘୃ  ęࡕԯࢷחɼࠪࢊ؆ࢉࢂࢉݥʸ८ٗ۱Ěଞ˲
•
ࢽॺ˕ଝଝୣؿ  
ଞࢢɽŘࢇࢽଗŘ̀חݣŘࢇࠒԄŘ  ܺࡵܘࢢۢɼМ߾οएؿ
̗߾۰ࢂʀҟ˕ଥʼ؏߇ࠉ˱ ǥ  ߾ یοए̛୯ࢽॺࠉ˱
•
ܕչҖչ߾؟ઝࢢЯ߅ܕהی߅ݤŘଞ˲ܕהی
$OWPDQ,UZLQDQG6HWKD0/RZ  3ODFHDWWDFKPHQW1HZ<RUN
•
6SULQJHU
%HOO'HUHN7LP*UD\DQG&ODLUH+DJJHWW  ę7KHěVRFLDOJDSĜLQZLQG
IDUPVLWLQJGHFLVLRQV([SODQDWLRQVDQGSROLF\UHVSRQVHVĚ(QYLURQPHQWDO•
3ROLWLFV  ė

%RVOH\3DQG.%RVOH\  ę3XEOLFDFFHSWDELOLW\RI&DOLIRUQLDVZLQG
HQHUJ\GHYHORSPHQWVWKUHHVWXGLHVĚ:LQG(QJLQHHULQJ  SS

'HYLQH:ULJKW3 ę5HWKLQNLQJ1,0%<LVP7KHUROHRISODFH
DWWDFKPHQWDQGSODFHLGHQWLW\LQH[SODLQLQJSODFHSURWHFWLYHDFWLRQĚ
-RXUQDORI&RPPXQLW\DQG$SSOLHG6RFLDO3V\FKRORJ\  

BBBBB  ę3ODFHDWWDFKPHQWDQGSXEOLFDFFHSWDQFHRIUHQHZDEOH
HQHUJ\$WLGDOHQHUJ\FDVHVWXG\Ě-RXUQDORI(QYLURQPHQWDO3V\FKRORJ\
  
'HYLQH:ULJKW3DQG<XNR+RZHV  ę'LVUXSWLRQWRSODFH
DWWDFKPHQWDQGWKHSURWHFWLRQRIUHVWRUDWLYHHQYLURQPHQWV$ZLQG
HQHUJ\FDVHVWXG\Ě-RXUQDORI(QYLURQPHQWDO3V\FKRORJ\
*XVWDIVRQ3HU  ę0HDQLQJVRISODFH(YHU\GD\H[SHULHQFHDQG
WKHRUHWLFDOFRQFHSWXDOL]DWLRQVĚ-RXUQDORI(QYLURQPHQWDO3V\FKRORJ\

-RQHV&KULVWRSKHU5DQG-5LFKDUG(LVHU  ę,GHQWLI\LQJSUHGLFWRUVRI
DWWLWXGHVWRZDUGVORFDORQVKRUHZLQGGHYHORSPHQWZLWKUHIHUHQFHWRDQ
(QJOLVKFDVHVWXG\Ě(QHUJ\3ROLF\  ė
.KDQ-DPLO  ę:LQGSRZHUSODQQLQJLQWKUHH6ZHGLVK
PXQLFLSDOLWLHVĚ-RXUQDORI(QYLURQPHQWDO3ODQQLQJDQG0DQDJHPHQW

.HPSWRQ:LOOHWWHWDO  ę7KH2IIVKRUH:LQG3RZHU'HEDWH9LHZV
IURP&DSH&RGĚ&RDVWDO0DQDJHPHQW  
/HZLFND0DULD  ę3ODFHDWWDFKPHQW+RZIDUKDYHZHFRPHLQWKH
ODVW\HDUV"Ě-RXUQDORI(QYLURQPHQWDO3V\FKRORJ\
/LMSKDUW$UHQG  ę&RPSDUDWLYH3ROLWLFVDQGWKH&RPSDUDWLYH
0HWKRGĚ$PHULFDQ3ROLWLFDO6FLHQFH5HYLHZ  



㵬Ḕⱬ䜀

•
•
•

•
•
•

•

•
•

•

•

ߦ˝؈ࢷݤ۶˕ࢠضܕ

0LOOHU6WHYH  ę3XEOLFXQGHUVWDQGLQJRIVFLHQFHDWWKHFURVVURDGVĚ •
:VWHQKDJHQ5ROI0DDUWHQ:ROVLQNDQG-HDQ%UHU  ę6RFLDO
3XEOLF8QGHUVWDQGLQJRI6FLHQFH  
DFFHSWDQFHRIUHQHZDEOHHQHUJ\LQQRYDWLRQ$QLQWURGXFWLRQWRWKH
FRQFHSWĚ(QHUJ\3ROLF\  
0RRUH-HDQQH  ę3ODFLQJKRPHLQFRQWH[WĚ-RXUQDORI
(QYLURQPHQWDO3V\FKRORJ\  
߬Ժ
5DQNH,QJULG  ę$:LQG)DUPDVD&RQWURYHUVLDO/DQGVFDSH
•
ࠞঊחݦ
3KHQRPHQRQ$TXDOLWDWLYHVWXG\RIORFDOUHVLGHQWVDWWLWXGHVWRZDUGV •
߾οएחݦ
ZLQGSRZHULPSOHPHQWDWLRQLQWKHLUQHLJKERUKRRGĚ
•
ܙԂઆіࢇ
5(VKDUH  %HQHILW6KDULQJ0HFKDQLVPV
•
ଞ˲Ϩࢽחݦ
5R\DO6RFLHW\  ę7KH3XEOLF8QGHUVWDQGLQJRI6FLHQFHĚ7KH5R\DO •
ϨחݦěϨডߦ˝؈ࢷ߶یए̍ࢿԻ؈ּ࢝ԂĜ
6RFLHW\

6LPRQ$QQH0  ę$VXPPDU\RIUHVHDUFKFRQGXFWHGLQWR
KWWSVZZZQRQJPLQFRPQHZV1(:6(&2)50YLHZ
DWWLWWXGHVWRZLQGSRZHUIURPĚ3ODQQLQJDQG5HVHDUFKIRU ࠜӿࢆ
%ULWLVK:LQG(QHUJ\$VVRFLDWLRQ/RQGRQ
•
˲ɼए˃ KWWSZZZLQGH[JRNU 
9RUNLQQ0DULWDQG+DQQH5LHVH  ę(QYLURQPHQWDOFRQFHUQLQD
ࠞঊ˳˳˃࣏Է KWWSZZZHOLVJRNUݛݤؿࢽ̍ئ੬ 
ORFDOFRQWH[W7KHVLJQLILFDQFHRISODFHDWWDFKPHQWĚ(QYLURQPHQWDQG •
•
ए؏ࢢࢽ KWWSORILQPRLVJRNU 
%HKDYLRU  
•
ଞ˲$%&ୣ࣯ɾࢊی˓̛ࢽחݦԆ
:DONHU*RUGRQDQG3DWULFN'HYLQH:ULJKW  ę&RPPXQLW\
UHQHZDEOHHQHUJ\:KDWVKRXOGLWPHDQ"Ě(QHUJ\3ROLF\  
:ROVLQN0DDUWHQ  ę(QWDQJOHPHQWRI,QWHUHVWVDQG0RWLYHV

$VVXPSWLRQVEHKLQGWKH1,0%<WKHRU\RQ)DFLOLW\6LWLQJĚ8UEDQ
ʀࡿۉփ

6WXGLHV  
ࢇࠉ˱ࣸࢊٕЕ
BBBBB  ę:LQGSRZHUDQGWKH1,0%<P\WKLQVWLWXWLRQDOFDSDFLW\
DQGWKHOLPLWHGVLJQLILFDQFHRISXEOLFVXSSRUWĚ5HQHZDEOH(QHUJ\
߾οए̛୯ࢽॺࠉ˱˱ࠉܕएࡕ&( ߶ی3,5) 

ࢂएࡕࡳԻ۽Ѹ߹ݡТЬ
:ROVLQN0DDUWHQ 0DDUWHQ6SUHQJHUV  ę:LQGWXUELQHQRLVHD

QHZHQYLURQPHQWDOWKUHDW"Ě,&%(11LFH)UDQ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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댿鹷뜯ꩤ뜯뎯 긛쏻땰騬떋듇 ꜻ鸗
 ꜷ뒳鮟댴뒳 뼤싋 饯ꀔ꺠驫 싋騳 

꺋됧ꁯ싈骿 쏇騬ꁯ싈됿

뒏뙫덟
1

댿鹷뜯ꩤ뜯뎯 긛쏻땰騬떋듇 ꜻ鸗

ꠘ 릗

 덟髛ꦟ騬
 덟髛뜷ꢧ
 꺏싸덟髛 駯뼏
 듣ꗏ땰ꦟ騬
 덟髛ꁯ기
 덟髛ꦘꨄ
 騟ꗏ
릧驏ꢧ쌻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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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髛ꦟ騬
ឪ齳髛鸇 鮟ꩧ땰듧 긥뒳 뒏뜯싇鮟 둳싣 댿鹷뜯饯 슳꾇땰듣
댣ꌏ싋 馋듧듣鸇 띀ꁗꄳ 쓛까ꆏ 꾇 댵ꁓឫ 뒓꾋뜳

댿鹷뜯ꨄ 떋뗟 髜饯 ꉠ듇 릴ꢣ
떋시髜饯뜯ꦘ듿믇ꁗ먣 
댿鹷뜯驤魸듿ꀃ ꮷ驓뮤 ꉠ ꠗꉏ

麳 ꁨ끋 ꥫ뙫黧ꅈꁨ 뗟뀨꾇 땳 髜쏻듇됿 댿鹷뜯鮟ꩧ髻댿 ꁯ싋 ꨄ늷 ꦋ듇

髜ꥫ댿駻 댿鹷뜯饯 ꩣ섧땰뒫ꗋ

麳덛뚀까 쏃딛 긛Ꝍ 긛駣

驤魸ꆇꄳꗌ 鮟덛싇덛닫 싋ꁓ
떋뗟듇 댿鹷뜯ꩤ뜯 긛댴듇 끓끋

麳 댿鹷뜯鮟ꩧꨄ 떋떄싋髜댿鹷뜯딛ꁗ 驤끌 묋ꨃ

댿鹷뜯 驤魸댿鹷뜯듣되 쐗뒗 馋꺏 麳 댿鹷뜯ꨄ뒫ꗋ 騘싇
댿鹷뜯 듣되 驯ꖗ ꩤꜛ듇 쌔기

麳댿鹷뜯ꨄ댿 댿鹷뜯ꩤ뜯 뗟시 끏꺓 떋뗟듇 
麳댿鹷뜯鮟ꩧ髻 馋麿뒳 ꟴ끋싋 댿鹷뜯ꩤ뜯ꨄ늷 ꦋ듇 듣릛덣 듇됿 ꁯ쇋3

댿鹷뜯ꩤ뜯뎯 긛쏻땰騬떋듇 ꜻ鸗

덟髛ꦟ騬
댿鹷뜯ꩤ뜯

듧饳뒫ꗋ 駣馄싋 까쏋뒳 뒏뜯싏 꾇 듷ꀃ 땰떄 꾇뙯듇 댿鹷뜯 驤魸뒳 ꩣ디싇鮟 둳싣
떄ꫯ뎯 ꥫ饳鮟驯듣 떋驤싇ꀃ 긛쏻땰 꺋ꮳ뀓 싋髜댿鹷뜯딛ꁗ
ꜻ 饯髛 뚀쎋빌 듣뙯꺋

댿鹷뜯땳쏇

댿鹷뜯 듣되듇 듇ꥧ 땳쏇 슳됃싋 駲뒯 댿鹷뜯饯 늳ꀷꓫ
ឦ댿鹷뜯꺋ꮳ뀓 ꊟ꒪싗볻땰싗뗟ꟴ뗟ꜛ듣ꅈ ឧ땰떄 댿鹷뜯 꺋ꮳ뀓ꛫ
떋驤y馋꺏싇ꀃ ꁓ대싋 ꦘꨄ 껻ꉌ駣묄骿뼤 댿 뙫ꠘ댿鹷뜯 꾇됃 땷饿驫
댿鹷뜯 ꩤ뜯 끓썳 듣떄슳y뗟ꩣ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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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髛ꦟ騬
髜鸣 댿鹷뜯ꩤ뜯 뜯됿떋ꄳ  댿鹷뜯ꮳ되 뜯됿떋ꄳ᭐ 댿鹷뜯 쐗뒗쌔기 뜯됿떋ꄳ

뚀니ꫯ먇

뜯ꦘ듿믇ꁗ먣

鮟댴ꥫ饳

 뚀니ꫯ먇ꨳ됣데鮟驯ꨳ ꁓ대

 뚀니떄ꫯ듇 ꩣ뎳땰 꺠騘

 鮟댴  ꮳ데ꜛꁗ먣듇

 ꄳ끋饯뀓됃魷 騬饿떋ꄳ



馄됿ꄳ 싋ꫯꠗ 鸋ꦘꮳ 뜯됿

 驏쐗뒗 뗟ꟴ鮟鮟 ꢣ기骿먣 뜯됿



꺋됧끋 駣ꢫ댿鹷뜯 쐗뒗쏃 긛댴



셛뀓볃댿鹷뜯 댿鹷뜯ꉋꜫ

 긛쏻ꩤ뜯끋꺓 끏딛까댿鹷뜯 뜯됿



꺋됧끋 쓛Ꝍ뎗ꄻ긛댴



썳ꁯ떋먏 쓛Ꝍ듇 띀꾇ꜛ



꺋됧끋 꼐쁻鸇龃ꦋ땳껻 됣데

댿鹷뜯ꮷ驓뮤뒳 둳싋 긛쏻驤쌻

5

댿鹷뜯ꩤ뜯뎯 긛쏻땰騬떋듇 ꜻ鸗

덟髛ꦟ騬
ꅈ딀髛
꺠ꁯ驗 댿鹷뜯듿Ꜭꜷ뒳
꺋됧끋 긛댴 鮟饳 

• 긛쏻땰騬떋 ឪ긛쏻땰 ꠘ땰驫 ꥫ뙫땰 됣데됿ꜛꛫ 饯뜳

 ꜷ뒳鮟댴 ឦꜷ뒳ꁦ긣ꜫឧ

騬떋쏋ꅈ 뗟뜰ꉓ듇 띀싘ឫ뒫ꗋ 떄듇싇驤ꅈ먣듇

 꺠ꁯ驗 騬ꗋꁨ ꁗ덣馋꺏긛댴

ꩣ섧땰듧 듣들뒳 묃髛싇ꀃ 뗟뜰 끏ꟴ쎧

 댿鹷뜯쐗뒗쏃끋驤
 댿鹷뜯뜳ꁗ끓빋뗟긛

• ꜷ뒳鮟댴긛쏻땰鮟댴쎀ꅈ뗟싘듿쏋鮟댴

 ꢫ쇷뜯됿骿뒐 ꉠ
 꺠ꁯ驗댿鹷뜯땳쏇ꜛꯈ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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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髛뜷ꢧ
덟髛 뜷ꢧ 
9 댿鹷뜯ꩤ뜯ꀃ 齳饯 댣ꌪ駻 떋驤싇긛쏻땰騬떋ꀃ 댣ꌓ 덜싏뒳 싇ꀃ饯"
9 긛쏻땰騬떋ꛫ 뼤싋 댿鹷뜯ꩤ뜯ꀃ 댣ꌓ 饯ꀔ꺠驫 싋騳饯 듷ꀃ饯"
덟髛 ꠘ땰 

긛쏻땰騬떋 뗟뜰듣 댿鹷뜯ꩤ뜯댿 ꁯ싣 댣ꌏ싋 饯ꀔ꺠驫 싋騳ꛫ 饯뜯驏
듷ꀃ뜯ꛫ 븿길싋ꁓ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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꺏싸덟髛 駯뼏
髛ꫳ

댿鹷뜯땳쏇

댿鹷뜯ꩤ뜯
댿鹷뜯ꮷ驓

긛쏻땰騬떋뎯
긛쏻꺋ꮳ뀓
ꩤ뜯

덟髛 鸣되
뒓꾋뜳 

 뜯껼饯ꀔ싋 댿鹷뜯먣떋ꗋ듇 땳쏇뒳 둳싋 댿鹷뜯떄릴 馋꺏ꦘ쌔뒳 떋끋

듣떄슳y뗟ꩣ데


 댿鹷뜯땳쏇듇 ꁓ됿꺠뒳 鮟뙯뒫ꗋ 꺠驫ꛫ 세饯싇驏 싋騳뎯 ꥧꔇ 떋끋

ꦄ뗴ꢧy듣꺠딛y
뒓꾋뜳 

 댿鹷뜯 쎀ꅈ뗟싘듇 꺓Ꜭ驫떄驫 댿鹷뜯 땳쏇 됣ꅈ댿꺋듇 덜싏 ꫳ꺌

뒓꾋뜳  

 땯껻ꉌ뮤뒳 둳싋 뙫빌댿鹷뜯쐗뒗쌔기 긛댴뒫ꗋ 쏇騬yꩤ뜯y驏되듇 덟騟

鮯뜳ꃄ 

 싣돧 댿鹷뜯ꩤ뜯떄릴 긛ꖯ ꮳ骿ꛫ 뼤싋 됟ꜛ鸇ꓫ 댿鹷뜯ꩤ뜯떄릴듇 馋꺏ꦘ늷

듣뙯꺋 

 댿鹷뜯 ꩤ뜯 ꨄ떋댿 ꁯ싋 ꢧ떋땿驫 듴ꨄ땰 ꁯ늷 駯뼏

'HIRXUQ\뎯
3HVWRII 

 긛쏻꺋ꮳ뀓ꛫ 떋驤싇ꀃ 긷ꗋ됣 뙫먣ꗋ꺋듇 긛쏻땰騬떋

듣싣뜳y鮯먏魋


 듣븷ꜛ늳듇 긛쏻땰쎀ꅈ뗟싘듇 뜯덜긛쏻ꩤ뜯 끓먋 ꫳ꺌

鮯듇데 돧 

 긛쏻땰騬떋듇 쎫뗴꺠驫 ꁓ대꺠뒳 ꁓ대싋 驯땿댿꺋 黫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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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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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ꗏ땰 ꦟ騬
 댿鹷뜯鮟ꩧ髻驫 댿鹷뜯ꩤ뜯

᭐ 긛쏻꺋ꮳ뀓뎯 긛쏻땰騬떋

 댿鹷뜯ꩤ뜯듇 ꦟ騬驫 떄듇

 긛쏻꺋ꮳ뀓 떋驤 뙫먣ꗋ꺋 긛쏻땰騬떋

 댿鹷뜯땳쏇 뮐댿꺋듇 댿鹷뜯ꩤ뜯

 긛쏻땰騬떋 뗟뜰듇 뜯덜긛쏻댿 ꁯ싋 데쌔

댿鹷뜯鮟ꩧ髻뒳 둳싋 댿鹷뜯ꩤ뜯듇 뚀됃꺠驫

긛쏻꺋ꮳ뀓ꛫ 떋驤싇ꀃ 긛쏻땰騬떋ꛫ 뼤싣

ឦ댿鹷뜯ꩤ뜯 쏋ꅈឧ뗟딀땰 떄듇 ꄳ묋

ឦ댿鹷뜯꺋ꮳ뀓ꛫ 떋驤ឧ싇ꀃ 긛쏻땰騬떋 슳됃꺠 ꄳ묋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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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ꗏ땰 ꦟ騬
긛쏻꺋ꮳ뀓 驤魸 뙫먣뎯 떋驤 騬ꗋ!

댿鹷뜯ꩤ뜯 쏋ꅈ듇 뗟딀땰 떄듇!

驤魸 뙫먣

髜饯

댿鹷뜯ꩤ뜯 쏋ꅈ듣ꓯ 듫기까쏋댿 슳됃싋 鮟ꩧ땰듧 댿鹷뜯꺋
ꮳ뀓ꛫ 齳ꜣ 꾇 듷ꄳꗌ 댿鹷뜯ꮷ驓뮤댿駻 떋驤싇ꀃ 쏋ꅈ ꉠ

꾇쎋듿
쎀ꖔ

A

 댿鹷뜯듇 驤魸 ꄳ끋饯뀓뜯덜鸋ꦘ 끏딛까댿鹷뜯

긛쏻꺋ꮳ뀓 떋驤

뜯덜긛쏻

᭐ 댿鹷뜯쐗뒗 馋꺏 띀꾇ꜛ %53 驏쐗뒗 鮟鮟 骿먣 ꉠ

B

C

᭑ 댿鹷뜯ꮳ되 뜯됿
᭒ 댿鹷뜯 떄ꩣ 떋驤 댿鹷뜯鮟쐳ꨯ쏃 骿뒐

긛쏻땰騬떋

끋디

᭓ 댿鹷뜯ꮷ驓뮤 뜯껼땰 驯ꜛ 댿鹷뜯뜳ꁗ 끓빋뗟긛 ꉠ
6KLQ  듇

᭔ 댿鹷뜯ꩤ뜯ꛫ 둳싋 ꥫ驯쎀ꖔ 쏋ꅈ

ⴼ 6RFLDO ZHOIDUH LQ

VRFLDO HFRQRP\ឧ뒳 딛髛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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릧驏麳 꺋됧쀨ꨳ끋 긛쏻땰騬떋뜯됿꺫뺟 ꜛ쉻ꖊ

덟髛ꁯ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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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髛ꁯ기
髛ꫳ

됟ꜛ鸇ꓫ 댿鹷뜯ꩤ뜯 驯ꖗ 긛쏻땰騬떋 썳쏘!
땳髜

꺋됧끋

馋

馋

馋

馋

馋

馋

馋

0馋

0馋

몌 馋꾇

馋

馋

긛쏻땰鮟댴

馋
ꜷ뒳鮟댴

馋
쎀ꅈ뗟싘

馋

기꺧
뙫끌쏻긛 鸇龃싇됟띄  듫멻鸇龃싇됟띄뙫끌쏻긛  
ꆿ鰫ꮳ싇됟띄  뙫끌쏻긛 魷ꯊ饯ꓻ뗴싘馋ꦋ 
ꜷ뒳ꁦ긣ꜫ 쎀ꅈ뗟싘 
떋ꗋ댿鹷뜯끋ꥫ쎀ꅈ뗟싘  댿鹷뜯ꄻꩳ긛쏻땰쎀ꅈ뗟싘  
댿鹷뜯ꩤ뜯긛쏻땰쎀ꅈ뗟싘  

듿쏋鮟댴

 麳 鮟뙯 싋髜긛쏻땰鮟댴뜳쓔됿 듧뜌 긛쏻땰鮟댴  ZZZVRFLDOHQWHUSULVHRUNU,  麳 鮟뙯 ꜷ뒳鮟댴 쎷섇듣뜯 ZZZFEKXERUNU,
 麳 鮟뙯 싋髜긛쏻땰鮟댴뜳쓔됿 쎀ꅈ뗟싘  ZZZFRRSJRNU  麳 鮟뙯 驤驤ꃟ듣뺟셛뺧 ZZZGDWDJRNU

- 47 -

12

댿鹷뜯ꩤ뜯뎯 긛쏻땰騬떋듇 ꜻ鸗
 麳 딀뒯 ꄳ꺋驯 駣Ꜭ됣ꅈ

덟髛ꁯ기

 麳 꺠ꁯ驗땷땳껻 됣데 끋딀
 麳 꺠ꁯ驗긛ꓻꉓ ꮳ데ꜛꥫ饳ꁗ먣 꺓Ꜭ
 麳 ꜷ뒳싈骿 騗됧鸇鮟 쉳ꗋ떌쀧

ꜷ뒳ꁦ긣ꜫ쎀ꅈ뗟싘

 ꜷ뒳듇 댿鹷뜯쐗뒗쏃 긛댴뒳 둳싣 ꮳ뛷ꀷ뀓ꠗꃧ 꺏빌
 꺋됧끋 쎀ꅈ뗟싘쎄 ꜷ뒳鮟댴뒫ꗋ 꺏떄
 驤ꅈ먣 됣ꅈ댿꺋 긛댴뒫ꗋ 끛쏃
 돧ꫯ듇 듿됿뒳 ꅈ됿싇덛 댿鹷뜯ꩤ뜯 쉳ꗋ떌쀧ꛫ 뜳싸

뗟뜰
ꜷ뒳ꁦ긣ꜫ
쎀ꅈ뗟싘

쇋鮟

꺠ꨳ

뗟뜰 릧덛끋鮟

떀 듫끋

$

덛

麳



%

덛

麳



&

덛

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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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髛ꁯ기

꺠ꁯ驗 騬ꗋꁨ %53쉳ꗋ떌쀧

댿鹷뜯
쐗뒗 馋꺏

댿鹷뜯듇
驤魸

뙫빌ꁗ덣馋꺏긛댴
뙫駟쏇騬馋꺏긛댴

ꜷ뒳ꁦ긣ꜫ 쎀ꅈ뗟싘

댿鹷뜯쐗뒗쏃 띀꾇ꜛ 됻뷛깤
리쎧ꁗ덣 긛댴
/('쌷ꭻ꺫뺟

댿鹷뜯
ꮳ되 뜯됿

댿鹷뜯뜳ꁗ 긛댴

댿鹷뜯ꩤ뜯 쏋ꅈ

댿鹷뜯
떄ꩣ 떋驤

꺠ꁯ驗댿鹷뜯ꜛꯈꔘ 쉳ꗋ떌쀧

댿鹷뜯
ꮷ驓뮤
뜯껼땰
驯ꜛ

ꥫ驯쎀ꖔ
쏋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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덟髛ꦘꨄ

끛뮤떀

魫駟듣ꗏ JURXQGHGWKHRU\

 긛쏻땰騬떋 뗟뜰듣 댿鹷뜯ꩤ뜯ꛫ
댣ꌪ駻 듧끌싇ꀃ뜯驯끛뒳 饯뜯駻 ꆋ
ꅈ鮟饯 ꢣ댶듧뜯 쁻늴
᭐ 魧ꕛ싋 듧끌驫 ꅈ鮟饯 뗟뜰듇 리Ꜭ驫
댿鹷뜯ꩤ뜯 쏋ꅈ댿 댣ꌏ싋 데쌔뒳
ꥧ멓ꀃ뜯 쁻늴

 魫駟듣ꗏ 덟髛듿ꉓ뒯 ឪ듣ꗏ듣ꓯ 썳디 ILHOG 
쀨쓷 긛ꓻꉓ듇 싸ꅈ기쎧딀되긛쏻땰 驫떄
ꉠ뒫ꗋꫯ뺟 꾇띀ꆋ 듿댿 ឦ魫駟싣닫ឧ싋ꁓឫꓫ驏
뙫디싋ꁓ &UHVZHOO 
᭐ 꾇띀ꆋ 듿ꛫ ꦃ비뒫ꗋ 鬯鸘땰뒫ꗋ 馋麿 쎨뒯

᭑ 뗟뜰듇 댿鹷뜯ꩤ뜯 쏋ꅈ뒳 뼤싋
馋듧듇 騬썇驫 까饰뒳 쁻늴

듣ꗏ뒳 꺓ꟴ싇ꀃ 髛뗟ꛫ
馋ꦋ싋ꁓ 6WUDXVV &RUELQ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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땳鸗들y뫋뒯꾇

덟髛ꦘꨄ
6WUDXVV &RUELQ  듇 魫駟듣ꗏ댿 ꊟꛧ ꫳ꺌 驫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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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삗ꕛꁓ듳

ꨃ뙫 馋

듧驫땰 뗟駣

댿鹷뜯ꩤ뜯듇 슳됃꺠
騬떋땰 싋騳

Ꝕꓬ땰 뗟駣

뚀딛땰 뗟駣
땳ꔤ
騟驫

떋ꄳ땰 싋騳

싇둳ꨃ뙫 馋
슳꾇땰듧 댿鹷뜯ꫯ떄듇댿 ꁯ싋 驯끛뭗달騳뮤 驯끛
돧ꫯ뜯됿 슳됃騬떋쏋ꅈ 싋騳
뭗달騳뮤 쁻늴 ꫯ뗠싸떄땰 땷릗쏋ꅈ 鮟ꦇ 슳됃
ꮳ쐗뒗땰듧 긛댴

뗟뜰땰 싋騳

땳ꢧ꺠 ꫯ뗠

긛쏻땰 싋騳

끋ꥫ듧끌 슳됃긛댴 ꁯ기쏃

뗟뜰듇 디땿

뜯덜鮟ꦇ끏ꘟꛫ 뼤싋 ꄻꩳ긛쏻驤쌻뜯덜듇 ꃟ듣뺟 묄땰

髜饯뎯 긛쏻땰騬떋듇 쎀ꖔ 댿鹷뜯ꩤ뜯듇 쉳ꗋ떌쀧쏃ꜷ뒳驤ꅈ먣 됣ꅈꥫ驯 쎀믇
댿鹷뜯ꮷ驓뮤 饿껻

ꩤ싘땰듧 댿鹷뜯ꩤ뜯뜯껼땰듧 댿鹷뜯ꩤ뜯

17

魫ꩧ땰듧 댿鹷뜯ꩤ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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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슳꾇땰듧 댿鹷뜯!

 듧驫땰 뗟駣
댿鹷뜯ꩤ뜯듇
슳됃꺠

댿鹷뜯ꓫꀃ 駲듣 댵뒫 늷ꆇꀃ 까뗣뒳 둳싋 駲듧ꃟ 듣ꕛ싋 駲뒳 뜯鸇믇駻
섀섀 뉟ꀃ 긛ꓻ듣 듷驏 ꠪뉟ꀃ 긛ꓻ듣 듷驏  魧駲듇 릗듣饯 뷛뙏 ឡ $ ឡ
싋쁻댿 땳鮟ꛫ 쀯뜯 ꜿꓫ驏 싏 꾇 ꄳ 댵ꀃ駟딅늳됃 땳鮟댿鹷뜯饯 댵뒫
늷ꆇꀃꃟ ឡ & ឡ

ꫯ떄듇댿 ꁯ싋 驯끛!
싘ꜛ싋 駲 ꫯ떄듇싋 駲댿 驯끛듣 듷댣됃 ꜷ뒳댿 ꁯ鮟댴 쉳ꔋ릗듣뛷饯 듷驏
ꜷ뒳뙫ꥫ듣 싇ꀃ 뱓슫꽼듣 듷ꁓ 魧駲댿 ꦇ饿싇ꀃ 駲먇ꕫ ꜽ듣 뉟ꀃ 긛ꓻꉓ뒳
魋떋싇ꀃ 駲듣 뚀됃싇뜯ꜻ 댿鹷뜯ꛫ 뫋껻싋 뉧 꾇 듷ꄳꗌ 싇驏 볻땰싇駻 긣 꾇
듷ꄳꗌ 싇ꀃ 駲댿 驯끛듣 듷뙏 ឡ $ ឡ
ꃃ 끛饰싇髛鸇 됟ꜛ饯 ꠗꛣ驏 ꃝ驏 긣닇뒳 괿듣뜯 싣騟ꆋ駣 늳ꀷ髛鸇 ឡ & 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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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뭗달騳뮤 驯끛!

 듧驫땰 뗟駣
댿鹷뜯ꩤ뜯듇
슳됃꺠

ꜷ뒳듇 뭗달싋 긛ꓻꉓ댿駻 驯끛뒳 饯뜯ꀃ 駲뒯 됿ꔇ 뚀됃싋 駲듣뙏 魧ꫳꉓ듣
魧ꕟ 쏇騬댿 긣驏 듷ꀃꃟ 됟ꜛꀃ 魧駧 듧뜯싇뜯 ꠪싇驏 댿鹷뜯ꛫ 섀섀 뉟ꀃ
땳鮟ꛫ 늳鱣닫싋ꁓ驏ꜻ 댿鹷뜯됣ꅈ뒳 싇 늷ꆇ뜯 ឡ $ ឡ
리쎧 骿먣 ꉠ 쎋빌뒳 ꦊ뒫끏 ꫳꉓ듣 듷ꀃꃟ 魧 돧댿 긛饰뜯ꁯ댿 듷ꀃ 뗟駣댿
ꝍ뜯 늹ꀃ 릗기둳騳뮤 ꫳꉓ뒯 뜯됿뒳 ꠪ꦊ驏 듷ꀃ ꫳꉓ듣 듷댣됃 끓뜷땰뒫ꗋ
댿鹷뜯ꩤ뜯饯 슳됃싋 ꫯꫳꉓ뒯 魧ꫳꉓ듧ꃟ 魧ꫳꉓ뒯 띀 듿먣ꄳ 덣늴싇驏
떄ꜿ 鸋ꦘꄳ 덛뒢ꄷ듣 댵鮟 ꊻꢧ댿 ꠪싇끋驏 ꃃ됻ꄳ 꺏쇼鮟 늷쀯驏
ꢧ덣댣ꆿ끋驏 ឡ% ឡ
魧鹔 늳듣 븓됟ꀃꃟꜻ 떄끏댵驏 뙫ꨯ뒳 ꄻ늳ꩫ 덛뒏ꄳ 댵댷驏 ឡ & 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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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᭐ Ꝕꓬ땰 뗟駣
騬떋땰 싋騳

騬떋쏋ꅈ 싋騳!
듫ꦇ 鮟댴驫 ꜷ뒳鮟댴듇 릗듣땿뒯 ꜷ뒳鮟ꦇ듣ꓫꀃ 駲듧ꃟ ꜷ뒳댿꺋ꜻ
꾇들리묋뒳 싇ꀃ 駲뒯 늳ꀷ댿됃 魧ꕶ뜯ꜻ ꧻ댣ꉓ듣ꀃ 꾇들듇 듫ꫯ饯 ꜷ뒳댿
쏇됿싋ꁓꉏ뜯 ꜷ뒳ꗋꫯ뺟 슳됃ꗋ싇ꀃ 駲뒳 쁿ꝓ싋ꁓꃇ뜯 ꜷ뒳 ꥯ릘쎄
鮟댴듧ꃟ ꜷ뒳鮟댴 싇鸇饯 꾇들리묋뒳 싇鮟 둳싣꺋 뜯덜뒳 ꜷ뒳ꗋ 싋떄싋ꁓꀃ
駲뒯 씇ꉓ뜯 ឡ $ ឡ
돧ꫯ뜯됿 슳됃!
ꜷ뒳댿꺋 댿鹷뜯 쏋ꅈ뒳 싇鮟 둳싋 ꁓ대싋 샯ꊘ뒳 鶻댣ꉓ듣ꖓ驏 黧ꖔ뒳 싇驏
듷驏 뜯덜댿꺋 슳됃ꗋ싇ꀃ 떋쇷뒳 쁿ꝓ싇ꖓ驏 싇ꄳꗌ 싇驏 髛ꝓ됄髛ꛫ
뜌饯끋븓ꖓ驏 骿뒐 쎼ꩣꄳ 싗鱇 뜳싸싣됃 듇끌뙫饯 늳ꀷ鮟 ꊻꢧ댿 ꮳ데ꜛ땰
쀨띄듣 듷댣꺋 꾇들뒳 鸣鮟 댣ꖓ됣 駲듣 긛끓듣댿됃 ឡ $ ឡ
뜯됿魷댿 ꁯ싋 ꫯꫳ듣 싋騳듣뙏 댣ꌓ 긛댴뒳 싏 ꊻ 됿싇ꀃ ꦘ쌔뒫ꗋ 싇ꖓ驏
싇 긛댴驫 늷ꝍ뒳 ꊻꄳ 듷驏 끋ꄳꛫ 싇ꖓ ꜷ뚀ꢫ 馈뒯 魷닐듣 슳됃싏 ꊻ饯
듷ꀃ 駟驏 ឡ & 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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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᭐ Ꝕꓬ땰 뗟駣

뭗달騳뮤 쁻늴 ꫯ뗠!
魧ꫳꉓ뒯 썳디댿鸇뎯꺋 떄ꜿꗋ 싣ꩣ껗ꀃ뜯 꺋ꛇ땰듧 뗟駣ꜻ ꩣ驏 싇끏駟馈늳됃
魧띀댿 떄ꜿ 魧ꕟ駻 듷ꀃ뜯 긛饰뜯ꁯ댿 댣ꌓ ꫳꉓ듣 듷ꀃ뜯 꺋ꛇ땰듧 뗟駣댿
늷ꝍ뒳뜯 ꠟꓫꄳ 魧ꫳꉓ듣 떋ꄳ댿 髜싋ꆇ댣듷ꁓꩣꀷ鮻 썳디댿꺋 듫댣鸇ꀃ
듫댿ꁯ싣 돋驐ꆋ駻 듷ꀃ駟馈늳됃 ឡ % ឡ

떋ꄳ땰 싋騳
싸떄땰 땷릗!
덷긟띀싸듇 딒ꁯ饯 ꟴ쏄싣꺋 ឦ댿鹷뜯ꩤ뜯ឧ듣ꀷ鮻 ឦ댿鹷뜯ឧ뎯 驯ꖗꆇ뜯 늹뒯
시ꠘ뒯 덷긟뒳 긛되싏 꾇 댵ꁓꀃ 駲듣 릧 씇ꉓ댣됃 ឡ $ ឡ
싸떄땰뒫ꗋ ꄳ됯뙳 꾇 듶 ꀃ 駲듣 ꁓ대 싇뜯 늹ꁓꩣ ꀷ鮻 떄ꜿ 슳됃싋
ꫯꫳ듣댷뒫 뗺닇뒳 뺿ꃟ 싇ꀃ 늳꿛됯듣 듷뙏 魧ꫳꉓ싋뺻 ꝍ뜯ꀃ 늹늳ꄳ
驏ꜷ됻싇끋뙏 ឡ % ឡ
댣ꌓ 듣뒏ꗋ 뜯됿뒳 ꠪ꦊꀃ ꫳꉓ 뜌ꯈ꺋ꛇ댿꺋 븷ꓬꆇ끏 ꫳꉓ ꩤ뜯 ꁯ기 馈뒯
騬됟댿ꄳ 뜌ꯈ꺋ꛇ饯 듷댣닫 싇ꀃꃟ 떄싣뜳 ꫳꉓ듣 듷딅늳됃 魧 ꫳꉓ뒯
긛끓기 뚀ꩤꆇ댣꺋 쎋빌뒳 ꦊꀃꁓ駟鸇 뜯됿ꦘ쌔듣 ꜽ늳됃 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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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᭐ Ꝕꓬ땰 뗟駣
떋ꄳ땰 싋騳

ꮳ쐗뒗땰듧 긛댴!
땳鮟됃魷 셜븳 ꝍ늳꺋 먏駟싋 긛ꖯꄳ 듷댣됃 꺋됧끋댿꺋 싇ꓫꀃ ꃟꗋ
끋驤싷ꀃꃟ ꜻ됿 鸇뎓ꃇ 땳鮟됃魷듣 ꜻ됿 鸇뎯꺋 먏駟싇驏 땳鮟됃魷
ꩣ기뒯 꺋됧끋饯 늷싇驏 됟ꜛ饯 싷댣됃 魧 썳디뒳 ꩣꓫ驏 饯ꓫ驏 싋 駲듣댿됃
먏駟 ꁓ싷댣됃 ឡ $ ឡ
댿鹷뜯ꩤ뜯饯 魧ꕟ駟馈늳됃 쏻꺠듣驏 뜯껼꺠듣 댵댣됃 鸇ꓫ댿꺋 싇ꀃ 긛댴
麳ꁗ둳ꗋ 싇ꁓꩣꀷ鮻 뒏뜯饯 늷ꆇꀃ駟馈늳됃 떋饯 ꩫꊻꀃ 魧ꫳꉓ뒯
댴ꢣ땰듣鮟 ꊻꢧ댿 麳뒫ꗋ 鷌鸇뜯ꜻ 땯쓛ꀃ 긛ꓻ驫 긛ꓻ뒫ꗋ ꁯ싇ꁓꩣꀷ鮻
駠떄듣 ꆇꀃ 駟댿됃  % ឡ
魧ꫳꉓ뒯 鸇뚀댿 쏻꾇ꛫ 싷댣됃 끋饳 뗟뒗ꄳ 싣ꉋꜛ驏 댧떋ꜻ 鸋ꦘ쀧꺧됃ꓫ驏
싷ꀃꃟ됃 늷ꆇ騎ꁓ驏 싇끋ꃃꓫ髛됃 ꫯꁣ듣댣꺋 騳껼뒯 뒏뜯ꛫ ꠪싇騎ꁓ驏
싇껃꺋 땯쓛饯 쏻꾇ꛫ 싣ꉋꖓ닫 싏駟 馈ꁓ驏 싶댣됃 ឡ % ឡ
싣ꉋꜛ驏 鸇꺋 騟驫饯 뗺뒫 뗺뒯ꃟ 땳鮟 삗鹿馈뒯 騬됟댿ꀃ ꁓ끋 駦댣鸣ꀃ
기쏘듣 듷댷駟ꉏ됃 땳鮟됃魷듣 鹷ꢣ ꜽ듣 鸇뎯꺋됃 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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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᭐ Ꝕꓬ땰 뗟駣
뗟뜰땰 싋騳

땳ꢧ꺠 ꫯ뗠!
a饯髛 땳꾇뗟긛ꛫ 싣꺋 麳릗댿ꀃ /(' 리쎧 꾇ꜛ싇驏 뫋뗴땰뒫ꗋꀃ
띀꾇ꜛ鮻뜯 뚀디鮟騳쏼뒳 싏駟댿됃 뚀됃싋 駲뒯 듣ꕛ싋 듫뒳 ꄳ뎯뙳 땳ꢧ饯饯
댵ꁓꀃ 駲듣 ꢧ떋뙏 ឡ $ ឡ
덜싏듿ꗋ 뗟긛듿ꗋ꺋 饳ꁓ 떋ꁯꗋꆋ 뗟긛饯 늷ꆏ駟 馈驏 ꩤ뜯ꛫ 뗟魷듣ꓫꄳ
듣싣싇駟鸇 骿뒐뒳 ꦊ뒯 긛ꓻꉓ듣 魧ꜛ驏 ꜷ뒳댿꺋 떄ꜿ 쏋ꅈ싋 긛ꓻꉓ듣
싇ꀃ駻 ꃃ ꝍꁓ驏 까饰싣됃 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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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᭐ Ꝕꓬ땰 뗟駣
긛쏻땰 싋騳

끋ꥫ듧끌 슳됃!
긛쏻땰騬떋ꛫ 뜯됿싇ꀃ 駲괿ꜻ 늳ꀷꓫ 끋ꥫꉓ듣 驤驤꺠댿 ꁯ싋 鮟댴듇 饯믇ꛫ
늻駻 싣닫싣됃 魧ꕟ 긛쏻땰 鮟ꦇ ꢧ쏃饯 ꜻꉓ댣뜷 ꊻ鮻뜯 듧붿ꨏ듣쁴 싣닫
싋ꁓ驏 까饰싣됃 뚀ꔤ 騬데ꜷ듧ꉋ饯 듷뒫 ꢿ싣 듿ꩧ듣 댵ꀃꃟ 듿ꩧ듣
듷뒫 ꢿ싣 껻ꮳ듿饯 댵ꀃꃟ 댿鹷뜯땳쏇饯 馈뒯 駲듣驏 댿鹷뜯땳쏇 꺧ꖔ듣
ꎀ馈듣 꺠디싇ꀃ駟ꓫ驏 까饰싣됃 ឡ $ ឡ

긛댴 ꁯ기쏃!
魧ꫳꉓ뒯 ꍿ 긛댴먇ꜛ ꅿ鸇ꩣꁓ 까饰싇끓 꾇 듷驏 魧鹔 魧ꕶ駻 ꦇ듀싇끓 꾇
듷ꀃ 駟駟ꉏ됃 꾇쎋듿ꉓ듣 슳됃싣꺋饯 늳ꀷꓫ Ꞩ驏긣鮟 魸魸싋 기쏘댿꺋
ꢧ뒳 덣驏 돧ꫯ긛ꓻ뒳 ꉓ듣驏 띀뒳 驤馋싣닫싇ꀃ ꫯꫳ듣ꀷ鮻 魧ꕟ 駲ꉓ듣
볻싋 듫듣驏 ꩤ뜯ꁯ기듣ꓫ驏 싣꺋 시기 ꁯ鮟싣닫싇ꀃ 섧싗듣
듷ꀃ駟馈늳됃 꾇쎋듿饯 슳됃싣꺋饯 늳ꀷꓫ ꅈ긛ꢣ껻鸇 鸇ꓫ듇 슳됃댿 듇싣
릭ꀃ ꁯ기뒫ꗋ 鿿鷳 꾇 饯 듷뙏 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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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뜯덜鮟ꦇ!

᭑ 듧驫땰 뗟駣
뗟뜰듇 디땿

듫ꦇ 鮟댴驫 ꜷ뒳鮟댴듇 릗듣땿뒯 ꜷ뒳鮟ꦇ듣ꓫꀃ 駲듧ꃟ 뚀ꔤ
뜯덜ꥯ릘쎄듣ꓫꀃ 駲듣 饯디 뷟 쀨꺠듣댿됃 ꜷ뒳鮟댴뒯 빋까ꫯ뺟 ꜷ뒳듇
뙫ꥫꉓꗋ 髛꺠ꆋ 駟댿됃 뜯덜鮟ꦇ 긛쏻땰鮟댴듣 듷뒳 꾇 듷뜯ꜻ 魧駲뒯 魧
긛쏻땰鮟댴듇 ꦘ쌔듣뜯 ꜷ뒳鮟댴뒯 빋까ꫯ뺟 ꁛꓫ됃 ឡ$ ឡ
싸떄땰뒫ꗋꜻ 싇ꀃ 駲듣 늳ꀷꓫ 魧ꫳꉓ듇 쏇騬뒳 시기 먣뷛싏 꾇 듷ꀃ 駻
뚀됃싋駟 馈늳됃 썳디댿꺋 ꩫ 꾇 듷驏 뙫ꥫ듣딅늳늳됃 싸떄땰듧 ꫯꫳꉓ
ꩣꁓꀃ 땯쓛饯 ꃃ 饯鯌ꁓ驏 까饰싣됃 魧ꫳꉓ듇 덛駣뒳 ꃃ 딇 늻驏 듷ꁓ驏
까饰싣됃 ឡ%
땯쓛饯 ꁓ싸듣ꄳ 댿鹷뜯ꗋ 쏋ꅈ뒳 싷ꃇ ꁗ먣듣鮟 ꊻꢧ댿 댿鹷뜯ꩤ뜯 쏋ꅈ뒳
싷뒳 ꊻ ꁓꛧ 驢댿꺋 ꩣ뜯 ꠪싷ꃇ ꢧ떋땿듣鸇 馋꺏땿ꉓ뒳 땯쓛饯 ꦋ騛싏 꾇
듷댷ꃇ駟 馈늳됃 魧駻 ꜷ뒳鮟댴뒫ꗋ꺋 디땿듣댿됃 ឡ&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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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᭑ 듧驫땰 뗟駣
뗟뜰듇 디땿

끏ꘟꛫ 뼤싋 ꄻꩳ!
떄ꜿ ꊟ꒪싇ꖓ 꺧기뒫ꗋꫯ뺟 뎓ꀃ 뎗鮟饯 듷딅늳됃 듣ꕟ ꫯꫳ뒯 髜饯饯
싣뙳 꾇 댵驏 듣됲饳댿 ꄻꩳ馈뒯 駲뒫ꗋ 싏 꾇 듷ꀃ 駟ꀷ鮻 뜯덜ꥯ릘쎄 뗟뜰
驤驤듇 듣들뒳 饯뜯ꀃ 뙫ꥫ뗟뜰듣 뷟 디땿듣 듷댣됃 ឡ $
땯쓛ꀃ 긛ꓻ驫 긛ꓻ뒫ꗋ ꁯ싇ꁓꩣꀷ鮻 駠떄듣 ꆇꀃ 駟댿됃 魧ꫳꉓ뒯 딇
騳끋鸇 듣駣 ꩤ뜯饯 늳ꀿ뺿ꃟ 까饰뒳 ꜽ듣 싣됃 ឡ %
띀띀ꜷꁓ ꜻ鸇 驏 ꁓꀷ꺋 ꄳ끋딛까듣 댳먜鸇駻 鸈쐳ꆋ ꄳ끋饯 꺏떄ꆇꀃ
駲듣鮟 ꊻꢧ댿 뜰떀 齷뒫ꗋ 魧긛ꓻꉓ듣 駟뙫싇驏 듶ꀃ 띀驫 까쏋ꠗ뀤뒳
ꩣꁓꩣꀷ鮻 댿鹷뜯 ꩤ뜯饯 슳됃싇ꁓꀃ 駲뒳 鿿鷫끏 駲듣驏  & ឡ
땯쓛ꄳ 馈뒯 싋 ꅈ麓댿 긛ꀃ 싋 뙫ꥫ듧駟驏 됟ꜛꀃ 덛ꕛ꧷ 릭늳ꪷ꺋
驯騳Ꝍ듣 쎄꺠ꆇꀃ 駟驏 긛댴듣 鷌鸛ꁓ驏 싣꺋 鷌鸇ꀃ駻 늳ꀷ驏 魧 ꁓ뒻듣
駠떄ꆇꀃ 駟驏 驯騳饯 쎄꺠ꆇꀃ 駟 馈늳됃 ឡ & ឡ
魧ꫳꉓ싇驏 싋 ꜷ뒳댿 긛ꀃ 싋ꅈ麓 긛ꓻ뒫ꗋ 驯騳ꛫ ꝩ댷驏 ꁯ쏃ꛫ 싷鮟
ꊻꢧ댿 ꜻ뗠ꄳ饯 鼁닇ꃇ駟 馈늳됃 ឡ &
魧ꫳꉓ듣 뜯鸇饯ꁓ饯 땯쓛 ꩣ ꦇ騗뙫끋驏 뗺늳싣뙫끋驏 魧ꫳꉓ뒯 뎓쓷ꖓ
댿鹷뜯ꩤ뜯饯 ꢿꓳ鮻 ꩣ듣ꀃ 駲 ꢫ뜷땰듧 뮐뒫ꗋꄳ 슳됃싇뜯ꜻ 魧ꫳꉓ듇
驯騳饯 ꃃ 슳됃싷댷駟 馈늳됃 떄꺋땰듧 ꫯꫳ뒫ꗋ 魧ꔇ꺋 뎓쓷ꖓ 껼듣닫鮟
ꃃ 싇끋꺋 듿鮟 듧까ꄳ ꉓꖓ뙫끋꺋 齷ꢫꄳ 쓇ꜛ끋驏 뜯鸇饯ꁓ饯 땯쓛
ꩣ 魯냬魯냬 싇끋驏 ឡ& 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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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᭑ 듧驫땰 뗟駣
뗟뜰듇 디땿

긛쏻驤쌻!
긛쏻땰騬떋 뗟뜰뒯 긛쏻驤쌻 긛댴뒳 싣닫 싣됃 ꧻ댣ꉓ듧 꾇들듣ꉏ 딛ꀔ鮟ꫯ듣ꉏ
驤驤쏋ꅈ뒳 싣닫 싣됃 뗟뜰듇 쀨꺠기 ꩤ뜯饯 ꝍ늳됃 빋까 듿먣饯 뜯덜ꩤ뜯댿
쎀댴싇ꀃ 駲듣鮟 ꊻꢧ댿 驤驤쏇됿驫 騬떋쏋ꅈ뒳 싏 꾇 듷ꀃ 駲듣ꁓ ឡ$

뜯덜듇 ꃟ듣뺟 묄땰!
댿鹷뜯뜳ꁗ뒳 싇꺋 꺠ꁯ驗 댿鹷뜯ꩤ뜯 ꗋꉋꝤ뒳 騳쏼싇ꀃ 끓썇鮻뜯 싇ꖓ髛됃
껻ꠗ땰뒫ꗋ 쉳ꗋ떌쀧ꛫ 뜳싸싇ꀃ 駲듣 늳ꀷꓫ 쉳ꗋ떌쀧 쐳댿 ꃟ듣뺟ꛫ 饯뜯驏
떄ꫯ댿 떋늷싏 꾇 듷ꄳꗌ 싏 騳쏼듣댿됃 ឡ $
땯뮤 뙫駟髛덜듣鸇 딛ꔇ끋디 髛뗟댿꺋ꀃ 뜰떀 ꦋꗋ ꑟ댣꺋 ꃟ듣뺟驯ꜛꛫ 싣ꄳ
ꆇꀃ뜯 쏄듧ꫯ뺟 싣닫싇ꀃ駟驏 ꃟ듣뺟驯ꜛꛫ 싏 꾇 듷ꀃ 덜싏 馋듧떄ꩣ듣鮟
ꊻꢧ댿 뜯듿먣鸇 꺋됧끋鸇 魧ꕟ駟ꛫ 댣ꌓ 덜싏뒳 싏 꾇 듷ꀃ
댿鹷뜯꿷샫ꜷ벂댿꺋ꀃ 땳ꖔ驯ꜛ髻싋듣鸇 듣ꕟ駻 슳됃싏 駟 馈鮣 싣됃ꛫ 싏 꾇
듷ꁓ駟鸇 魧ꕟ駻 슳됃싋駟 馈늳됃 됟ꜛ饯 싏꾇 댵ꀃꃟ 싇驏듷ꀃ 듴디듣ꀷ鮻 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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騟ꗏ

᭒ 땳ꔤ
髜饯뎯
긛쏻땰騬떋듇
쎀ꖔ

댿鹷뜯ꩤ뜯듇 쉳ꗋ떌쀧쏃!
ꁓ대싋 ꙗ쀧ꛫ 뼤싣꺋 쉳ꗋ떌쀧ꛫ ꦊ驏 魧 쉳ꗋ떌쀧ꛫ 댿鹷뜯쏃싣꺋 꾇싸싋ꁓ
뙫ꥫꉓ뒳 ꧷ ꜻ鸇ꓫ ꓫꀃ駻 긛댴듇 ꠘ쇋ꓫ 됟ꜛꀃ ꜻ鸇꺋 댿鹷뜯 듣닫鮟ꛫ
싇ꀃ 駲듣ꁓ ឡ $

ꜷ뒳驤ꅈ먣 됣ꅈ!
됟ꜛ鸇ꓫ饯 긛쏻땰騬떋댿 驯끛뒳 饯뜯鮟 땳ꫯ뺟 늻驏 듷댷댣됃 돋鸿싇
ꜷ뒳됣ꅈ 驤ꅈ먣긣ꜛ鮟ꛫ 싗댿 듷댣꺋 쎀ꅈ뒯 ꯏ뜷 꾇 댵뒫ꀷ鮻 ឡ $
썳끓땰뒫ꗋ 됟ꜛ鸇ꓫ 긛쏻饯 껻ꮳ뚀끛듇 긛쏻듣딅늳됃 껻ꮳꛫ 싏 꾇ꦅ댿 댵ꀃ
髛뗟듧ꃟ 긛끓 듣ꕶ駻 ꜷ뒳듇 뙫ꥫꉓ듣 ꠗ덛꺋 댣ꌏ싋 뙫떋ꗋ 까饰싇駻 ꆇ驏
까饰싏 꾇 듷ꀃ 鮟쏻ꓫꃇ饯 돋 듣ꕟ듫ꉓ듣 듫댣鸇ꀃ뜯 뜷ꢧ뒳 싋ꁓ駟鸇 듣ꕟ駻
댵댣됃 ឡ &
듣ꕟ 驤ꅈ먣ꛫ ꜻ鸇驏 긛쏻땰 鮟댴뒳 ꜻ鸇驏 싇꺋 魧ꕟ 까饰ꉓ듣
쏄디듣ꆋ駟馈늳됃 긛쏻땰듧 ꢧ떋ꛫ ꦃꓫꩣꀃ 끋饰ꄳ 까鮟驏 ឡ & 

- 55 -

28

댿鹷뜯ꩤ뜯뎯 긛쏻땰騬떋듇 ꜻ鸗

騟ꗏ
ꥫ驯쎀믇!

᭒ 땳ꔤ
髜饯뎯
긛쏻땰騬떋듇
쎀ꖔ

뜯魷鮻뜯ꀃ 믧Ꜹ듣ꗋ 싇ꃇ 駲뒳 싗鱇싇ꀃ 駲듣 쎀믇듣딅늳됃 ꜷ뒳뒯
믧Ꜹ듣饯 ꆇ댣듷뜯 늹늳됃 ꠗꉏ 듫듣 ꢧ떋싣騟ꆇ鮟 둳싣꺋ꀃ ꩤ싘땰뒫ꗋ
떀魫싣닫싣됃 ꜷ뒳뒯 ꩤ싘땰듧ꃟ 싸떄듣鸇 꺋ꮳ뀓ꀃ 믧Ꜹ듣饯 듷댣꺋
쎀믇싇鮟饯 댣ꖓ됻됃 슳됃댿 ꊟꓫ꺋ꀃ 7)7ꛫ 髛꺠싣닫ꜻ ꢧ떋饯 싣騟ꆇꀃ
騬됟ꄳ 듷댣됃 ꜷ뒳ꄳ 시기 ꥫ됿듧댿꺋 ꞧꢣꛣꀃ 駲듣늳ꀷꓫ 鸇듇 ꢧ떋ꛫ
싣騟싇鮟 둳싣꺋ꀃ 쎀믇饯 슳됃싣됃 듣ꕶ駻 饯ꀃ 묃꺧 됃뜇뒯 기ꁨ쓷 ꜽ듣
기쎧 슳됃댿 듇싣 딀ꅈ듣 ꆇ驏 듷ꁓ驏 까饰싣됃 ឡ $
ឦ됟ꜛ饯 싣ꩣ驏끥뒯 ꦘ쌔ꁯꗋឧ 끓썇뒳 싇ꄳꗌ뒯 싇ꃃꓫ髛됃 쎀믇ꓫꀃ駻
댴ꢣꛫ ꫳ디싣꺋 싇ꀃ 駲듣 늳ꀷꓫ ꥫ듣 끓썇싣ꩣ驏 끥뒯 듫뒳 싸떄듣
싇ꄳꗌ ꥮ驏 뜯됿싣뙫ꀃ 駲ꄳ 쎀믇ꓫ驏 까饰싣됃 $
딀麳 馈뒯 騬됟댿 鮟멷까쏋꾇魸듿 긛饰뜯ꁯ댿 듷ꀃ ꫳꉓ ꄳ됯 슳됃싋ꃟ
꠪ꦊꀃ ꫳꉓ 뼤디ꁇ댿駻 묃먋ꦊ뒯 ꫳꉓ듣 듷댣됃 댣ꌓ 듣뒏ꗋ 뜯됿뒳
꠪ꦊꀃ ꫳꉓ 뜌ꯈ꺋ꛇ댿꺋 븷ꓬꆇ끏 ꫳꉓ ꩤ뜯 ꁯ기 馈뒯 騬됟댿ꄳ
뜌ꯈ꺋ꛇ饯 듷댣닫 싇ꀃꃟ 떄싣뜳 ꫳꉓ듣 듷딅늳됃 魧 ꫳꉓ뒯 긛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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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학회 2018 춘계 학술대회
트랜스내셔널 해저드: 법적 소송을 통해 본 석면 위험
강연실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08년, 고인이 된 두 명의 석면중피종 환자 가족들은 제일E&S,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 니치아스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
였다. 이 소송은 2005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이 제기한 여러 법적 소송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다른 석면 피해 소송들에서는 석면방직공장을 운영
한 제일E&S를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을 물었다면, 이 소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1970년대에 제일
E&S로 석면방직산업을 ‘이전’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석면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맥락을 드러내었다. 즉, 이 소송은 위험
산업(hazardous industry)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쟁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2008년 제기된 석면 피해 소송을 분석함으로써 석면 위험의 초국적 성격을 두 차원에서 보이고자 한다. 첫번째는 석면 오염 원인의
측면이다. 원고들은 신체적 피해의 원인을 석면 방직 산업의 이전에서 찾음으로써 위험 산업의 국제적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두 가지를 법적
쟁점으로 삼았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석면의 인체 영향에 대한 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지식 격차(knowledge gap)와 일본에
비해 한국의 석면 규제가 시간적으로 늦다는 규제 지연(regulation lag)이 그것이다. 두번째는 석면 오염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다. 소송을 제
기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 활동가, 환자들의 상호 교류는 매우 중요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 증언과 증거들은 법정에서
치열한 경합을 이루었다. 석면 소송을 통해서 석면은 국가의 지리범주를 벗어나 생산되는 위험으로 규정되었으며, 법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석면 산업의
역사가 소환되고,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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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개발 사업: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중심으로

김민정(명지대)

1. 문제제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연구는 ‘민주주의’를 박제로 만드는 작업에서 벗어나 생동
감이 있는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민주적 과제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
과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역사는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설명해줄 뿐 아니라 현
재의 민주주의를 변화시킬 열쇠를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실질적 민주주의 논의로 참여 민주주의와 생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가 실질적 민주주
의의 필요조건이라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현대사를 건국의 단계, 산업화의 단계,
절차적 민주화의 단계,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인 예는 2004년에 노무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 비전』 ‘참여 정부’ 장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한 절차적 민
주화는 대의 민주주의이며 실질적 민주화는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의미
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의사결
정 과정에 구성원들의 평등한 참여를 최대한 확장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 참여 민주주의
의 목표는 더 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페이트만(Carole

Pateman), 1992). 구체적으로 참여의 범위와 사안, 참여의 수와 비

율, 참여의 구체적인 방식, 참여의 정도, 참여의 유효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세
부적인 지침을 갖춰해야지만, 참여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평등권과 자
치권을 강화한 참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일정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반면,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생태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
시한다. 로이 모리슨(Roy Morrison, 2006)은 산업주의 사회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시장 경
제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생태주의와 민주주의가 융합된 생태 민주주의
(ecological democracy)를 제안한다. 또한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대안
으로, 인간 외의 존재(nonhuman)에 대한 행위성을 인정한 생태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이러
한 존 드라이젝(John S. Dryzek)의 논의를 수용한 구도완은 생태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약
자는 물론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의 대리인들의 정책과정 참여가 보장되고 생태계의 지속가
능성이 우선적인 목표로 추구되는 제도 안과 밖의 정치”(구도완, 2011: 13)라고 정의한다. 이
들은 생태 민주주의를 인간 사회의 민주주의와 생태적으로 지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언급한다.
이상의 민주주의 논의에서는 시기마다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정치 성
향과 민주적 운영 방식이 빠질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계급 중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다양한 사회 갈등과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가치중립적인 조정자로 본다. 이는 국가의 계급적 성격 보다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실현
했는지에 따라 정부의 성격을 규정한다. 예를 들면 1987년 이후 국가의 성격을 보수 정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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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정부, 민주 정부, 반(反)민주 정부 등으로 구분한다. 기존 민주주의 논의에서는 정부의 성
격을 다양하게 구분하지만, ‘국가’와 ‘국가 관료’의 성격 자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1) 그리
고 1987년 민주화 이후 개혁 정부와 보수 정부 간의 차이를 밝힌 기존 연구는 두 정부가 국
가 관료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소 간과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 관료의 성격에 대
한 탐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 관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개혁 정부,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에서 발생한 환경 쟁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 연결된다.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일부 환경 활동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한 새만금 간척 사업과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지켜보면서 개혁 정부에 대한 실망을
토로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고길섭은 “참여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무자
비한 폭력 진압을 여기저기서 드러내 왔으니, 국가 폭력에 의존하여 국민 저항권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탈민주주의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길섭, 2005: 5)고 당시 상
황을 평가했다.
이 글은 국가와 국가 관료의 성격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 시론적 차원에서 각 정부가 어떠
한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에서 제시한
국가론과 국가 관료의 성격 논의를 정리한다. 이러한 국가 관료의 성격으로, 군사 독재 정부
에서 민주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와, 개혁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개발 사업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본다. 민주 정부, 개혁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개발 사업을 분석
한다. 주요 사례는 새만금 간척사업2)과 부안 핵폐기장3)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4대강 사
업4)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해서 1992년 김영삼
대통령도 공약했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 핵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핵폐기장 건설은 역대 정부의 숙원 사
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 과정을 단축시키며 속전속결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개발 사업의 성격을 일반론적 차원에서 분석
한다.5) 다음으로 개발 사업의 성격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본다.

2. 국가 관료의 계급적 본질
마르크스주의 내에는 국가론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 하먼(Chris
1)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국가 관료제 및 관료에 대한 주요 연구는 박정희 정부에서 형성된 개발주의적
국가 관료와 개혁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관료의 성격 변화 등에 관한 분석이다.
2) 1991년 11월 16일에 농림수산부 고시 제91-36호로 고시된 사업시행인가의 공식 사업명은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우라늄을 농축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핵발전소는 부산물을 남긴다. 이 부산물을 지칭하는 단어는 핵폐
기물, 방사성 폐기물, 원전수거물,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다양하다. 이 글에서
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핵폐기물’과 ‘핵폐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이명박 정부의 운하 사업은 정치 · 사회적 국면마다 그 명칭이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인,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저항적 촛불 반대 여론에 밀렸다. 이후 2008년 12월 선도지구로 나주와 안
동이 착공되면서 정부는 공식 이름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채택했다.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
되면서 2009년 4월부터 공사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꿨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하
는 ‘4대강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세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는 각 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추진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각 사업이 추진된 정치 ·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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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an, 2015)이 제시한 국가론과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정리한다. 크리스 하먼은 국
가와 자본 간의 관계를 ‘구조적 상호의존’(structural interdependence)으로 설명한다. 국가
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불과하거나 국가가 곧
자본인 것도 아니다.6)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를 형성했다.
국가가 자본과 단절하거나 자본이 국가와 단절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모험이다. 국가가 사적 자본을
공격하면, 사람들이 단지 사적 자본뿐 아니라 자본축적 자체에도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위계질서
에도 도전하기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사적 자본이 ‘자신의’ 국가와 단절하면, 적대적이고 위
험한 세계를 혼자 헤쳐 나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따라서 쉽고 평화롭게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길도
없고 산업자본이 이 국가에서 저 국가로 쉽게 본사를 옮길 수도 없다(크리스 하먼, 2015: 50).

다른 국가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능력, 즉 경제 규모, 무기 구매의 여부와 조세 규모가 자본
축적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는 물질적 기반은 국가의 자율에 한계를 설정한다. 이런 점에서 국
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일정 정도 맥을 함께 한다.
국가 관료는 나라(country)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통치자를 의미한다. 국가 관료는 선거를 통
해 정치권력을 획득한 관료와 임명된 관료, 즉 선출되지 않는 관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출된 관료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다. 그리고 임명된
관료는 행정기관장, 공기업 사장, 공공 기관의 기관장 등이 있다.7) “관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관료조직의 독
자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행동하기도 한다”(양재진, 2002: 264).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1871년에 마르크스가
쓴 “ 『프랑스에서의 내전』 첫 번째 초고”에서 주장한 국가 관료는 다양한 사적 자본가의 착취
에 단지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 착취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관료는 자본주
의의 착취에 의존한다.
... 성숙한 자본주의에서 국가 관료의 상층부는 자본주의적 착취와 축적의 성공에 의존한다. 그들은 자본
주의적 착취와 축적이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에 필요한 수입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 국경
내에서 자본축적을 촉진할 조건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즉, 한편으로는 착취에 맞서는 대중의 저항을 억
6) 대표적으로 전자의 입장은 랠프 밀리밴드(Ralph Miliband)가 제시한 도구주의 국가관(instrumental
view of the state)이고 후자의 입장은 자본 논리 학파(the logic of capital or the state as
capital schools)이다.
7)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관료의 선출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
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② (감사원)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4호 ① 대
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지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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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 기반을 둔 자본에 맞서 국내에 기반을 둔 자
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국가 관료는 모두 자신의 특권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바닥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 관료는 좋든 싫든 자본축적의 대리인 노릇
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국내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반면 노동계급이나 외
국 자본의 이해관계는 그 반대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크리스 하먼, 2015: 53).

이러한 구조적 관계 때문에 국가 관료의 자율성은 국내의 자본축적 요구를 어떻게 수행할지
에 관한 제한적 자유만을 허용한다. 이는 역으로, 국가 관료는 자본축적 요구에 대한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을 맺게 된다. 국가 관료는 개인적으로는 자본을 소유하지 않
을 수 있으나, 자본축적의 대리인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관계 때문에 자본가계급
의 일부일 수 있다. 한 집단의 수입이 다른 집단을 착취해서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으로 두 계급으로 구분되고 한 계급에 맞서 다른 집단은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
랠프 밀리밴드는 현대의 국가 관료가 경제 분야의 고위층과 같은 계급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국가 체제의 인적 구성원, 즉 행정부 · 사법부 · 억압기구 · 입법부 같은 국가 기구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사회의 다른 전략적 고위직, 특히 경제와 문화 부분을 지배하는 자들과 같은 계급 출신이라는 경
향이 있다(Miliband, 2004: 68).

하지만 국가 관료는 경제와 문화 분야의 고위층과 다른 계급의 출신일 수도 있다. 이 주장은
국가 관료가 경제 분야의 고위층과 다른 계급 출신이라면 국가 관료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
다고 본다. 그래서 밀리밴드의 관점은 국가 관료를 교체하거나 선출 및 임명 절차를 바꾸는
것을 민주주의의 확대 및 정착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 이 관점은 정권 교체와
선출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과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간과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지배자들은 아래로부터 압
력에 굴복해 더 넓은 계층에게 투표권을 내놓았지만, 권력 자체를 내준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1987년 민중의 저항으로 직접 선거제도를 도입했지만, 권력은 여전히 기존 집권당과
야당 등 지배계급의 몫이다. 그간의 정권 교체는 국가의 본질과 국가 관료의 성격이라는 측면
에서 본다면, 결정적으로 그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보수 정부와 개혁
정부의 성격은 정책 방향 및 정치 성향의 차이이지, 민주주의의 계급적 차이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존 여당과 야당의 정권 교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개혁
정부의 민심 이반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국가 관료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성격은 자연의 변형과 자연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연환경의 변형은 사회를 유지 및 발전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다. 핵심은 자연환경 변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직 · 간접
적인 목적으로 추진한 것인가가 자연환경 변형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한다.

3. 환경 쟁점과 개발 사업
1980년대에는 공해와 핵발전소 및 핵무기, 지역민의 생존권 문제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의 환경 쟁점은 국책 사업, 생활환경과 먹거리 문제, 소비 영역으로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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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7년 민주화로 이전 시기보다 확대된 민주주의는 다양한 환경 쟁점을 언급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1990년에 두산 전자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해서 부산과
구미 지역의 수질을 오염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진행되었
다. 이후 1996년에는 썩어 버린 시화호가 사회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은 새
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에 환경 · 사회단체는 10대 환경 이슈를 발표
했다. 10대 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린벨트 정책 후퇴, 동강댐건설 반대와 전 국민적 참
여로 백지화 쪽으로,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운동, 유전자조작 식품 논란,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낙동강 수질 대책, 다이옥신 파동과 돼지고기, 퇴보하는 환경정책, 1회용품 사용규제 확
대실시, 갯벌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형성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의 흐름은 동강댐 반대 운동,
천성산 터널 반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등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이어
졌다. 2013년에 환경운동연합은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늘어나는
화학물질 사고, 녹조 대란 및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식품 오염,
최악의 기후재앙 필리핀 슈퍼태풍 하이옌, 자유를 찾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비리와 결함’
핵발전소, 시민 햇빛발전소 확산, 중국발 초미세먼지 공포,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등이다.
이러한 환경 사안 중에서 동물권 요구와 시민형의 친환경적 사회 대안론, 주거 환경인 층간
소음 사안 등은 이전 시기에는 없었던 쟁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 쟁점이 기업 운영
과 정부 정책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에서 생활환경과 소비 영역, 인간 이외의 생물
종에 관한 쟁점 등으로 확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 쟁점이 사회 영역별
로 다양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개발 사업을 통해 국가 관료가 진행한 국책 사업의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과 핵폐기장 건설 사업, 4대강 사업을 살펴보자.
1) 선거 공약과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한 결정적인 계기는 1987년 대통령 선거였다. 문경민(2000)과 이시재
(2002)는 전두환 정부가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정의당의 후보인 노태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요인을 새만금 간척사업이 추진된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1987년 12월 10일에
노태우 후보는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관계 정부 기관에서 재
원조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 불가’로 결론 난 이 사업은 13대 대선
을 불과 엿새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노태우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 3년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경제부처의 반
대로 예산을 충당하지 못한 말뿐인 이 선거 공약은 노태우 정부 말기에 지지도가 떨어지자,
야당의 압력과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전라도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사업은 착공되었다. 무
엇보다도 1991년 7월 19일에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가 여 · 야 영수회담을 통해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 사업은 시작되었다.
1991년 11월 28일에 기공식을 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1995년
지방 선거,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선,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등
장했다. 1992년 4월 13일 총선에도 여러 지역 국회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노태우 대통령도 4월 13일 총선을 인식해서 전북도청에서 업무계획을 보고 받
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주 · 이리 · 군산 · 정주를 연결하는 대규모 공업 벨트가 완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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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국 이래 최대 역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북은 다가오는 21세
기엔 우리나라 공업화와 산업발전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
보》 1992년 2월 19일). 여당이 야당의 표밭으로 알려진 전라도의 민심을 잡기 위해 각종 전
라도 개발 사업을 내세우는 모습은 대통령뿐 아니라 여권의 최고 의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전북 익산 및 이리 지구당원 단합 대회에 참석한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은 14대 국회의
3대 과제로 남북통일, 경제재도약, 호남 개발을 제시하고 “용담에 물이 차면 전라도가 낙원이
된다”라는 이 지방 전래의 고언을 인용하면서,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인 새만금 간척사업(1조3
천억 원 투입)과 이에 따른 용담 댐 건설이 호남 선진화의 촉진제가 될 것을 주장했다(《국민
일보》 1991년 3월 3일).
1992년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에 온 김영삼 후보는 전북도지부 강당 연설회
에서 군장 산업기지와 전주이리지역 공업단지의 확충, 새만금 간척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을 약속을 했다(《세계일보》 1992년 5월 14일). 대통령에 당선된 김
영삼은 1994년 2월 28일에 전북을 방문해서 “이 지역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군장 산업기지,
전주 과학단지 등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서해안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중앙일보》 1994년 2년 28일). 그리고 김영
삼 대통령은 1995년 2월 18일에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사업은 당초 농토 확장
차원의 간척사업이었으나 문민정부 이후 공업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최대한 자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1995년 2월 19일).
1997년 대선 후보인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 김대중 후보 모두 새만금 지구의 복합개발
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이 사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농지 위주가 아닌 복합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며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광양만 고속도로건설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군
장 광역권 개발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김영삼 정부의 3대 부실 사업의 하나
로 지목했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서도 정치 목적으로 진행된
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인, 2001년 초반에 한나라당은 이 사
업은 환경 파괴가 고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
나지 않은 4월 10일에 전라북도를 방문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당 부대변인이 성명을 통
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원 개인적 의견으로 결코 당론이 아니다”며
“환경친화적 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 총재의 입장은 불변이다”고
밝혔다(《한겨레》 2001년 4월 11일). 이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새만금 간척사
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전라도 민심을 잡기 위해 지역개발 논리
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내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나온 6명의 후보자 중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은 해
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1년 3월 7일에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누
구누구의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그야말로 인간의 지혜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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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가지고 올 결과를 본다면 우리는 너무 경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라북도민이 전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뒤에 가서도 역시 전부를 바
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전라북도 도민이 모두 바란다 해도 정부
관료로서는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재고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계속 추진’
당론에 불만을 내 미쳤다(《한겨레》 2001년 3월 7일).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자, 노무현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유보 입장을 철회했
다. 2002년 3월 31일, 전라북도 국민경선 연설에서 노무현은 “전북은 전국에서 아주 뒤떨어
진 곳이어서 각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새만금 결정 과정 그 절차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확실하게 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약속했다(《동아
일보》 2002년 3월 31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1월에 이 사업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
원하기 위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월
28일에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제시했다.
최대의 국토 개발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환경단체의 반대
와 긴 법정 소송으로 2번이나 사업이 중단 된 이후, 2006년 4월 21일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
를 거쳐, 2010년 4월 27일에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물막이 공사 이후에 현재는 2단계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여 년째 미완의 새만금 개발 사업은 선거 공약으로 등장해 전
라도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치 공학적인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에 대한 목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형식)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 선거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 ‘곧바로’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정
책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경제 보상과 핵폐기장 건설
1978년에 고리 핵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현재 총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된
다. 1978년에 핵발전소의 발전량은 2,324GWh로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했으나, 2016년
도에는 161,995GWh를 발전하여 전체 발전량의 30.64%를 담당한다(《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
지》). 중 · 저준위 핵폐기물은 연간 1호기당 100드럼(200ℓ기준)이 발생한다. 2017년도에는
25기가 운영하고 있어서, 총 2,500드럼의 중 · 저준위 핵폐기물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고준
위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연간 750톤이 배출한다. 핵발전소를 멈추지 않는 이상, 연간 핵폐기
물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무엇보다 39년 전에 나온 폐기물과 함께 누적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처럼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핵발전소를 운영하
려는 지배 세력(일종의 핵마피아)에서 탈피하지 않은 한8) 핵발전소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면 될수록 핵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배출된다. 핵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전가
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처분해야 할 공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지역민은 핵폐기장을 반대한다. 핵폐기장 건설을 고수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유용

8) 한국 정치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정일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국의 국가는 국내 지
배계급에 의해 포획되었다기보다 미국의 헤게모니와 초국적 지배계급에 의해 침투당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래서 역대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나 민간 민주주의 정권의 지도자를 막론하고 모두 미국
이 부과한 헤게모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정일준, 20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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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은 무엇일까? 지역 경제의 이해관계를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핵폐기장 건설
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했다.
1996년에 민선 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핵폐기장 유
치신청은 현행법상 지방 자치단체장만이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적 제도에 기초해, 2003
년 7월 11일에 부안군수는 핵폐기장 유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3일
에 부안 군수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해달라고” 격려했다(《경향신
문》, 2003년 7월 23일).
부안은 2001년에 16%, 2002년에 13.8%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었다. 부안 군수는
“부안군 1년 예산 1,855억 원 가운데 순수 세입으로 충당하는 돈은 180억여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으로서 방사성 폐기장 유치는 큰 유혹일 수밖에 없다”(김상돈, 2004: 257)면서 핵폐기장 유치
를 주장했다. 지역 간 경제적 차이는 핵폐기장과 같은 위험시설이 설치될 예정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상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수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위험을 돈으로 보상하는 상황을 만든다. 15여 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를 결정하
지 못한 상황은 경제적 요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1995년에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정부는 1988년에 3,000억을 핵폐기장 유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03년에는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연계한 핵폐기장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핵폐기장이 들어설 위도 주민 보상에 관해 2003년 7월 26일에 부안을
방문한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행법률상 직접 현금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위도 주민들의 원전센
터 유치 의사와 열의를 높이 평가하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직접 현금 보상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7월 28일에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금보상이 국민 정서
에 맞지 않으며 이번에 현금을 지원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현금 지원을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는 현금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2조 원이 넘는 지역 개발투자를 약속했다. 핵폐
기장 외에 양성자 가속기 설치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8,600억 원이 투자되는 핵심
사업을 약속하고 지역 지원금 3,000억 원에 4,500억 원의 정부 지원비를 추가했다. 그리고 지
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테크노 파크 개발(800억 원)과 산업단지 개발(1,500억 원), 배후 주
거단지개발(1,100억 원), 관광레저 단지개발(1,500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원전수
거물 유치지역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안 · 위도지역개발단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
다(김상돈, 2004).
하지만 부안 주민은 핵폐기장 건설을 통한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핵폐기물이 가져올
위험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를 선택했다. 노무현 정부가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면 할수록
지역민의 반대 운동은 더 거세졌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하던 물리력을 동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부안 주민의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
후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단호하게 경찰력을 동원했다. 물리적 충돌을 목격한 부안 사안
에 관련한 사회 운동 단체는 갈등을 중재했다. 이러한 중재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주민 투
표였다.
부안대책위는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핵폐기장 즉각 백지화 요
구를 양보해 주민투표 시행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주민투표법, 정밀지질조사, 찬
반 토론 분위기 조성, 준비 기간과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 소요, 내년 총선연계 등의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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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주민투표 연내실시 안을 거부했다. 이러한 정부의 반응을 본 부안 주민은 노무현 정부가
‘말뿐인 참여정부’라는 점을 확인했다. 지역 주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무현 정부를 비판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재신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국회 연설을 통해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국가의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과 같은
중차대한 국민투표조차 2달 만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에서 부안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
민투표조차 행정적인 절차상의 준비 기간을 이유로 연내 실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부안 핵폐
기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부안 핵폐기장의 평화로운
해결을 외면한 반민주적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 2013년 11월 18일)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의 여파로 핵폐기장 선정 방식은 변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
장 후보지 선정을 유치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회 동의 및 주민투표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
· 저준위 핵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처리 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유치지역에 3,000
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반입 수수료 보장 등의 경제적 보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결과적으로 핵의 위험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물질적 보상과 교환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형성했다.
2005년 이후 한국의 원자력 정책은 위험을 화폐와 교환하는 거래 게임으로 전환되었다. 방폐장이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의 대상이 아니리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의 대상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고준위 중간저장시설과 중 · 저준위 방폐장을 분리하여 위험은 낮추고 보상은
높이면서 주민참여라는 민주적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찬성률에 따라 입
지를 선정한다는 게임의 규칙을 정해서, 위험 프레임을 경쟁 프레임, 즉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간 경쟁
프레임으로 대체했다(구도완, 2012: 73).

참여 정부의 참여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에 반해 반핵운동 진영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박할 환경적 이해관계
에 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미흡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노무현 정부의 성격
에 대한 견해 차이 및 비판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4년 환경 비상시국 회의
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 보상을 부각하고 환경 운동 진영과 지역
민 간의 분열 정책을 확대했다.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참여 민주 제도로 주목받은 주민 투표는 핵폐기장 문제를 인근 지역
주민의 문제로 국한 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핵의 위험을 고려할 때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의
건설 문제는 지역민‘만’의 쟁점이 아니다.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당장은 인근 지역민이 위험을
감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핵발전소를 둘러싼 쟁점이 지역민의 문제
로 국한될 수 없다. 현재 지역민의 위험은 더 큰 한반도의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민중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이해관계로 전체가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핵폐기물은 5만 년에서 10만 년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핵발전소
자체가 ‘절대적 위험 시설’(김철규 · 조성익, 2004: 홍성태, 2004)이다. 따라서 핵발전소를 더
짓지도 않고 현재 운영하는 핵발전소의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핵폐기장의 건설은 핵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일 것이다. 탈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로 핵폐
기장 건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결국, 핵을 둘러싼 쟁점은 찬핵 집단과 반핵 집단으로 공론을 확대해야 한다. 위험과 갈등의
내용에 따라서 그 해결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된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은 핵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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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타협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참여 정부는
(탈핵이 기초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협할 수 없는 쟁점을 지역의 경제 보상이라는 가격 기제
로 문제를 치환했다는 점에서 위험의 화폐 거래를 강화했다.
3) 건설 기업과 4대강 사업
2008년 4월 말에 시작된 저항적 촛불 운동의 결과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전
술상 포기하고 4대강의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전면으로 내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내세웠
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총 22.2조
원을 3년 동안 투자해서 4대강 본류 구간에 16개의 보 건설, 5.9억 ㎡의 준설, 낙동강 배수간
문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서해안 지도를 바꾼 새만금 간척사업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를
포항처럼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목표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 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
토 재창조를 4대강 사업의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낙후된 지방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9) 실제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2009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다. 지자체의 재정적 열악함을
보여주는 2009년 지방채 총 재무잔액 25조 6000억 원은 2008년 말에 비해 32.9% 늘어난 금
액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지방 건설업은 활성화되겠지만 이것이 곧바로 지역 주민의 경
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카지노 산업을 유
치한 강원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세수는 증가했지만 지
역주민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도박의 피해로 지역 전체는 멍들어있다.
2009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권오현, 윤영선, 2009: 22), 4대강 사업에 총 22.2조 원인데, 이
중 19.4조 원을 순수 건설 공사비로 추정해서 발표했다. 권역별 건설공사비는 수도권 1.6조
원, 강원권 0.5조 원, 충청권 2.9조 원, 전라권 3.4조 원, 경북권 6.4조 원, 경남권 4.6조 원이
였다. 경상도의 건설비는 11조 원으로 전라도보다 3배 이상 많다.
국내 10위 안에 속하는 재벌그룹 계열 건설사가 4대강 사업을 나눠 먹었다. 현대 건설과 삼
성 물산, 대림 건설, GS 건설, SK 건설이 각각 2개 공구를 맡았으며 대우 건설과 포스코, 현
대산업개발이 각각 1개 공구를 따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일반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예정
가의 60~65% 정도에 낙찰되는데, 4대강 사업은 15개 공구의 낙찰률이 90%를 넘는다. 이것은
건설자본 간에 일반적인 경쟁 없이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 중심의 건설
업계 담합뿐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선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학연과 지연이 작용했다. 4대강
1차 사업 공모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 상고 출신 기업인이 대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낙찰받은 컨소시엄 업체 54곳 중 포항 지역 6개 기업이 낙동강 9개 공구에 포함
되어 있는데, 그중 8개 공구는 동지 상고 출신 기업이다.
2011년 1월 27일에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
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예비 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이행(12건)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
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82건)하였으며, 문화재조사의 경
9) 2009년 11월에 박광태 광주시장은 영산강 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
장의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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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1. 1. 20. 현재까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18건 조사 중 1건 착수예정)하
는 등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사업 초기에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
나 환경영형평가를 축소했다. 우선 국가 예산의 300억 원 이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목록에서 4대강 사업은 제외되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항을 개정하여 제외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변경된 제외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로서 제외사업은 행정부의 임의성 내지 자의성에 따라 정해질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같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큰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느 사업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도
‘긴급한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외사업으로 결정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
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효수단으로서의 동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게 된다(이원영 ·
박태현, 2009: 36).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를 무시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했다. 이는 사실상 사
업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여기고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4대
강 사업처럼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형 개발 사업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
치는 사업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민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강행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사업 승인 절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민 참여적 동의를 제약했다.
지난 국책 사업의 역사는 자연의 섭리와 경제적 및 정치적 이윤 추구가 충돌함을 보여줬다.
1994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시화호는 3년 만에 물이 썩으면서 결국 2000년 바다를
막은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했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의 실패를 통해 한국 사회는 1997년
부터 본격적으로 제2의 시화호의 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주목했다. 시화호와 새만금간척사
업은 ‘물은 흘러야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하지만 “수량이 많으면
물이 맑아지다”는 이명박 정부 식 물 그릇론은 지난 반(反)환경적 역사를 반복한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 국가 관료가 진행한 개발 사업의 추진 동기 및 목적을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가 관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전 간접 선거제도보다 국가 관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
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공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
국은 지역 불균등 성장으로 지역주의가 강하다. 직접 선거 국면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를 포함
한 정치인은 전라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용 선거 공약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지역 개발용 선거 공약을 계속 추진했다는 점
에서 보수 정부와 개혁 정부는 동일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일성이 두 정부 간의 차이를 부
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정부는 국가 관료로 선출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 파괴 사업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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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가는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구도에서 한반
도는 지정학적 경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은 제국주의 간
의 지정학적 경쟁이 표출된 사건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서 남한은 전기 생산의 일
정 부분을 핵발전소로 공급받는 방식을 택했다. 핵발전소의 운영 원리가 핵무기 개발과 밀접
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핵발전소의 운행은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보수 정부와 개혁 정부의 국가 관료는 핵 산업
에 대한 유사한 행보를 취할 것이다.10)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할수록 핵폐기물은 쌓여만 간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중에도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현재 안전한
보관 지역이 여러 지각 활동과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10
만 년 이상 인간 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지구 생명체와 격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은 자체가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세 번째로 기업 자본가가 출신이 국가 관료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건설 ·
인천제철(주) 등 현대그룹의 8개 계열사 대표이사 및 회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가 출신답게 ‘기업 친화주의’(business friendly)를 공식적으로 내세웠다. 국가 관
료는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자구책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듯
인간의 필요에 따른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관료의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그간의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을 추진한 동기 및 목적 자체가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한다. 표를 얻기 위한 개발 사업, 지정학적 경쟁 관계 속에서 운영
하는 핵 산업, 기업을 위한 개발 사업은 국가 관료의 본질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좀
더 민주화된 정부에서도 국가 관료의 본질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 환경 파괴적 사업이 진
행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핵폐기장 건설, 4대강 사업이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 경제의 불균등은 민주화 국면에서 지역 성장을 내세우는 선거 공약으로 표출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 이전까지 영호남의 지역 격차는 매우 크다. 호남권을 100으로 할
때 1962년 150, 1975년에 213, 1985년에 278, 1991년에 264로 호남이 영남권에 비해 경제
적 성장이 낮아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정태일, 2015: 293). 이는 경제
적 지역 격차는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갈등의 물질적인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적 지역 격차는 지역 개발용 선거 공약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직접 선
거와 지방자치 선거가 확대되는 공간 속에서 지역 성장 공약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과 역행
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둘째, 환경 사안에 따라 사회적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
표적인 사례가 핵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개혁 정부라도 자본주의의 축적 방식(지정학적 경
쟁)과 이와 연결된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 참여 방식인 주민 투표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 정
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11월 2일에 군산과 포
항, 경주, 영덕군에서 시행된 핵폐기장 건설에 관한 주민 투표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환경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집단적 행위는 좀 더 실현 가능한 이해관계를 선택할 것이다. 실현 가
능한 이해는 선거 당시에 정치 ·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행위에 반
10) 이러한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고리 5 · 6호기 핵발전소에 대해서 ‘일
시 중단’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핵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정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핵잠수함 도입
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8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핵잠수함 추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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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다. 이는 주민 투표제도가 항상 민주주의를 대변해 주는 수단이 아닐 수도 있는 점을 보
여준다. 어떠한 상황에서 주민 투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안 혹은 경주의 사례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혁 정부보다 보수 정부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축소할 수
있다. 한강과 금강,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파내고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
며, 630㎞ 구간의 제방을 높이는 4대강 사업은 기존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지형과 지하수
등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이다. 한반도의 4대강 본류를 대규모로 변형시
키는 사업은 환경적 고려를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
으로 개발 사업의 사업 승인 및 국민의 동의 절차를 축소시켰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은 군사적 권위주의 체제의 전환을 목적으로, 민주 정부 구성과 민주주의
체제의 성립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환경 쟁점에서 보여
준 반(反)민주적인 모습을 경험한 민중은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물음과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식했다. 보수 정부는 노골적으로 절
차적 민주 제도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보수 정부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개혁 정부는
보수 정부보다는 절차적 과정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절차적 과정은 보수 정부보다는 민주적이지만, 계속해서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한 개혁 정부
의 행보는 개혁 정부가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의 성격 즉,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개혁 정부
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민주화 운동은 현존 민주주의 내에서 개혁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면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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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불확실성, 그리고 시민과학
강윤재(동국대)
1. 서문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적 차원은 물론 전지구적 차원에서 격화
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가치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환경정책을 둘
러싼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까닭이다. 그 주요한 해결책으
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강화하려는 노력, 즉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환경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의 활동에서 보듯 최근 들어 그런 모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환
경 거버넌스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환경갈등의 해결 노력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 못지않게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의 중
요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는 핵심적이며, 의사결정의 “내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식과 정보는 전문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일반시민들과
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까닭에 환경정책 거버넌스는 전문가와 일반시민
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가에게는 전문지식의 조언을, 일반시민에게는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식과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비대칭적 성격을 띤다.
한편, 지식생산과 관련하여 시민과학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처음에는 천문학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환경 및 생태학 분야로 활동반경을 넓히면서 활동의 성격도 환경문제의 직접적
해결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바람직한 협업모델
로 꼽히는 시민과학은 새로운 방식의 지식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과정
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이 글은 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난관으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을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난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과학의 대표적 사례를 간략하게 소
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민과학 활동 사례의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시
민과학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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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성의 문제와 시민참여형 과학 연구
기후변화와 GMO, 원자력발전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나듯, 지식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환경갈등이 심화될 소지는 커진다.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이 주로 과
학적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에는 생태계의 복잡성
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는 빈도수와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기후변화 논쟁에서 하키스틱 논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불확
실성은 전문성의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환경갈등을 심화시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
기도 하지만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1993)는 지식과 동의를 기준으로 위험문제를 모두 4가지 유
형으로 나누고 있다. 지식이 확실한 경우에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은 난관에 봉
착하고 만다. 전자의 경우에는 확실한 지식을 통해 강제적 조치나 설득을 통해 사회
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Ravetz(1999)는 불확실성이 클 경우, 특히 의사결정에 따른 피
해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해결전략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시
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
이지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민참여 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시민참여의 성격과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실마리는 시민참여의 범위를 의사결정
의 “과정”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내용”으로 심화‧확대하는 방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시민참여의 수준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며, 시민의 역할도 수동적인 지식의 소비자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능동적인 지식의 생산자로 거듭남을 뜻한다.
그 동안, STS 연구에서는 시민-전문가(lay-expert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졌으며,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현장연구(wild research)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형 지식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엡스틴(2012)은 에이즈 활동가들이 에이즈
치료 운동에서 전문가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획득하는 사례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경계가 생각보다 넓지 않음을 보여준다. Callon et al.(2009)는 프랑스 근위측증 환자
모임의 연구 의제설정 활동과 지식생산 참여 활동을 통해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하
이브리드포럼(hybrid forum)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논의들은 과학 연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범위와 활동의 성격에 대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더욱이,
지식생산에서 의제설정의 중요성을 함축하는 언던사이언스(undone science)의 논의
는 시민참여의 범위를 지식생산 과정으로 확대한다면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에도 변화
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Frickel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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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과학 활동의 현황과 새로운 가능성
시민과학은 지난 10여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으며, 지역 차원은 물론 국가 차
원, 더 나아가 국제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가령,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온라인 기반 시민과학 플랫폼인 Zooniverse는 참여자들이
전 세계에 걸쳐 1백만 명이 넘는다. 독일의 경우, 2012년에 과학자들이 5000명의 시
민들과 협력해서 17000개의 모기 샘플을 포획함으로서 공중보건에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2014년, 옥스퍼드 기후변화 연구팀은 6만 명 이상의 휴면 컴퓨터를
활용하여 33,000모델을 돌릴 수 있었다(Haklay, 2015).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데, 정부 차원에서 시민과학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1)
시민과학이란 “일반시민의 참여로 수행되는 과학연구로, 종종 전문 과학자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이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총칭한다(옥스포드 영어사전, 2014).
시민과학의 기원은 17세기의 초기 근대과학 형성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과학 연구(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 크게 작용한다. 대표적인 시민과학 플랫폼(프로그
램)으로는 GLOBE, eBird, Zooniverse, ExciteS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은
모두 생태학 및 환경 분야에 속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Zooniverse(그 모
태가 Galaxy Zoo)도 천문학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관련
된 연구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GLOBE, eBird, Zooniverse 등은 대체로 전문가의 의제설정 속에서 일반시민들은
주로 센서(sensor)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기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시민들이 자료
수집에 참여함으로써 소수의 과학자들만으로는 엄두를 내기 쉽지 않았던 광범위한 지
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해졌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
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플랫폼에서 시민들은 수동적인
지식생산 조력자에 그치고 있지만 그런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생산이 불가능
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의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ExciteS는 지역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
으며,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간학문적
성격의 ‘익스트림 시민과학’(extreme citizen science) 연구그룹에 의해 진행되고 있
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지역적 필요성, 실행, 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에 맞는
상향식 실천 방식으로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지식생산과정을 설계
하고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함께 일하고자하는” 것에
두고 있다(출처: ExciteS 홈페이지). 또한, ExciteS의 연구진은 시민과학의 권력관계
1) 2015년,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시민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출처: 백악관 홈페이지와 OSTP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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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도권(누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
에서, 저개발국가의 문맹 시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는 물론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ExciteS의 활동
사례는 앞선 다른 세 플랫폼과는 달리 지식생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
려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과학 활동이 지식생산을 촉진하고, 심지어 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학은 환경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참여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식생산에서 시민들의 주도성이 보장된다면 불확실
성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외 시민과학 활동 사례 분석
시민과학이 환경문제에서 불확실성의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과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사례: 스페인의 OpenSystems-UB2)
OpenSystems는 바르셀로나 대학교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위주의 워킹그룹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즉, 필요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워킹그룹 형태로 조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팝업(pop-up) 과학으
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OpenSystems을 이끌 고 있는 Perelló 교수는 자신들의 활동방식을 “게릴라 과학”이
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복잡계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한
매우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학문적 접근과 시민참여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의 장점
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워킹그룹 위주의 활동방식도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문제해결방식도 미리 정해놓은 틀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먼
저 해당 지역(문제와 관련된)의 시민들과의 모임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penSystems의 활동이 생태학 및 환경 분야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소음이나 공
공장소 개선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환경문제에서 발생하
는 불확실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가령, Bee-Path 프로젝트와 그 적용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행동방식이 마치 벌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2년 과학 페스티벌(the
2) 아래 내용은 OpenSystems를 이끌고 있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Josep Perelló와의 인터뷰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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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a de la Ciència i la Tecnologia)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것
이 그 시초였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일종의 센서로 기능하여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오픈 소스로서 공개되
기 때문에 누구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의 방법은 일종의 도
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데, 일정한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런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령, 한 마을의 노인들의 이
동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그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자주
가는 곳과 거의 가지 않는 곳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로의 이동이 용이한지 그
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노인들이 피하는 곳은 소음이나 오염 등의 원인 때문에 그
런 것일 수 있으므로 지역 환경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증거기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과학 활동과 기
본적으로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방향성은 시민참여형 과학연구라 할
수 있고, 그것을 Perelló 교수는 “wild science”라고 규정한다. 이는 정책 혹은 거버
넌스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적어도 Bee-Path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민과학 활동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료수집
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2) 국내사례 1: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3)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낙후된 전북지
역을 개발한다는 정치적 논리에 치중해 있었고, 그 결과 경제적 논리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는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셌다. 사업계획은
수시로 변경되면서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으며, 시화호 사태의 경험 속에서 수
질오염에 대한 우려에 커지면서 공사 중단요구도 커졌다. 지역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01년, 환경·시민단체에서 매립면허 취소소송이 제기되
는 등 전국민의 관심을 끄는 정책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렇지만 공사는 강행되었고,
2003년을 거치면서 반대운동의 열기와 국민적 관심도 줄어들었고, 2006년에 방조제
건설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이 커졌다. 가령, 민·관·학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성급하게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현장조사조차 없었다는 불만을 자아냈다. 새만금 지역
의 파괴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시민들로서는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공동조사단의 보고서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은 전문가들에 대
한 실망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새만금의 환경과 생태를 기록하여 전달해야
3) 이 글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홈페이지(http://cafe.daum.net/smglife)와 10주년 활동백서인 『새
만금 생명 보고서: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10주년 활동백서』, 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워크숍 <과학하
는 시민들>에서 남선정 선생님의 발표 자료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그리고 실행위원으로 조사단에 참
여했던 이성실 님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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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해서, 2003년에 ‘시민’이 강조된 새만금시민생
태조사단이 만들어졌다.
시민생태조사단은 2000년 민·관·학 공동조사단과 한일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활동
가와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습지보호운동을 펼쳐왔던 활동가와 시민
들이 중심에 있었고, 한일공동조사단의 사토 신이치(동북대학교 종합학술박물관)는 전
문가로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조사단은 매달 탐사활동에 나섰는데, 참여인원은
많을 때는 70-80명이 적을 때는 10명 정도였으며, 그 활동결과를 보고서에 담아냈다.
조사단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10년 동안 120회에 걸쳐서 생태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새만금 지역의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생태계와 그 변화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구축함으로
써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변화추이와 문제점,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놓았다. 참여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매월 첫 주 토요일과 일
요일 이틀 일정으로 탐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조사는 워크숍(지난 달 활동 결과 공
유),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서 물새, 식물, 동물, 저서
동물, 문화조사 등 5개 팀별로 이루어졌다. 조사 영역은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방조
제 안 수역 및 갯벌, 새만금 지역 내의 마을, 금강하구/변산반도/곰사만 등의 인접지
역이었다.
10주년 활동백서 발간 이후,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의 물새팀과 문화팀
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천저어새네트워크와 같이 조사단 활동 참여시민들이
주축이 된 활동들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시민생태조사
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그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다.
3) 국내사례 2: 서울제비SOS프로젝트4)
‘제비와 더불어 사는 서울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아, 제비 조사와 제비인식증진, 제비
보존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단체인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생태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인 ‘터치 포 굿’, 국립산림과학원, 서
울시(푸른도시국의 자연생태과) 등이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10년을 목표
로 공동 진행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2015년에는 서울에서 제비의 분포와 개체수를
조사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5)
조사는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시민 제보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서식이 확인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식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위해서, 시민
들이 직접 참여하여 벌이는 현장답사모니터링과 ‘터치 포 굿’에서 개발한 ‘숨은제비찾
기’라는 웹을 기반으로 한 참여모니터링을 활용했다. 서식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쓴 것
4) 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워크숍 <과학하는 시민들>에서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의 발표 자료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생태보전시민모임 홈페이지와 언론자료 등을 참고했다.
5)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둥지 수는 139개, 옛둥지 수는 477개로서 개체 수는 모두 650마리였다(<세계
일보>(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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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시민들이 쉽게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비 개체수 산정이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도 조사가 미흡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제비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모니터링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제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제비둥지와 똥받이대 제작 및 보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비둥지가 있는 집에 명패(흥부네집)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제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5. 종합 및 결론
시민과학 활동은 기존의 과학연구에서 확보하기 힘든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문제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물론, 양질의 자료 확보가 곧바로 올
바른 해결책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키워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해결책에
대한 더 나은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6)
국내외 사례들은 시민과학 활동이 지식생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환경문제의 해결
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OpenSystems은 워킹그룹 방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고안
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e-Path 기법을 활용하여 노인들
의 동선을 파악하여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다음, 특징들을 해석해냄으로써 문제를 해
결하고 있다. 이런 기법은 기존의 설문이나 인터뷰 등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적용된 기법은 데이터마이닝에 기초
한 것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도시의 환경문제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풀이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제비SOS프로젝트는 그 접근법에서 OpenSystems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비의 생태적 분포와 상태를 파악하여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기초
한 다양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소수
전문가들 위주의 연구에서는 생태적 분포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료의 질(質)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여 문제라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적어도 적절하게 훈련된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
기에 언던 사이언스의 문제의식, 즉 연구주제의 설정에 따라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하면, 시민 주도의 시민과학 활동은 지식생산의 혁신적
6) 또한, 자료의 질(質) 문제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문제, 즉 불확실성거버넌스(uncertainty governance)
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아라·강윤재(201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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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경우는 10여년에 걸친 지속적 탐사활동을 통해 새만금 지
역의 생태변화를 자료로 남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사단의 활동은 간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척사업이 진행된 후에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간척사업
이 생태계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
료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축적된 자료의 질(質)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여지가 충분
함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살펴봤다. 시론적 성격의 글로
서 가능성 일부를 타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시민과학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사례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 같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
지 않았지만 시민과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도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특히, 국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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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고래 관광의 녹색통치성 분석
최명애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myungae.choi@gmail.com
초록: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고래는 ‘값싼 단백질 공급원’에서 ‘보호 가치가 있는 멋진 야생
동물’로 새롭게 여겨지고 있다. 고래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제 포경 모라토리움, 고래 보호 법제화,
고래 관련 생태적 지식과 문화적 재현물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간의 제도적, 사회적 변화와 궤적을
함께 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2009년 울산을 시작으로 2014년 제주에서도 야생에서
고래 및 돌고래를 관찰하는 고래 관광이 실시되고 있다. 고래 관광은 고래의 비살상적 이용을 통해
포경을 대체하고, 고래의 생태적 가치를 상기시킴으로써, 고래를 ‘보전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고래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고래 관광을 통한 고래
보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제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다양하고 상충되는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 발표는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규정되는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고, 주요요
돌고래 담론이 갖는 생태적 함의를 짚어 본다. 현재 고래 관광에서 고래는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
고래’와 함께 야생으로 돌아간 ‘방류 돌고래’라는 측면이 강조돼 제시, 인식되고 있다. 야생을 수족관
의 대척점으로, 고래 관광을 돌고래쇼의 대척점으로 상정하는 이 같은 형태의 고래 관광은 고래 관광
을 포함한 야생에서의 고래 생태 위협 요인들을 비가시화함으로써 고래 보전 기여에 한계를 갖는 것
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고래 관광 분석은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 접근을 방법론으로 활용
했다.
1. 고래: ‘고기’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고래1)는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사회에서 큰 변화를 겪은 동물 중 하나다. 고래는 오랫동안 ‘고기’,
특히 ‘값 싼 단백질 공급원’으로, 포경과 같은 살상적(lethal) 방식을 통해 이용해야 할 자연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 2000년대 전후 ‘멸종위기 야생동물’ ‘귀엽고 지적인 생명체’와 같이 고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등장하면서 고래를 보전의 대상, 적어도 수족관이나 고래 관광(whale-watching tourism)과 같은
비살상적(non-lethal) 방식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과 관계 맺음의 방식들이 대두하고 있
다.2) 이 같은 변화는 국제 포경 모라토리움에 따른 상업 포경 금지(1986), 고래 보호 법제화(2006)3),
고래 관찰 관광의 등장(2009), 서울대공원 돌고래 야생 방류(2013) 등 고래를 둘러싼 일련의 제도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4) 2018년의 한국 사회에서 고래를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원으
로 보고 포획을 최대화하려는 과거 포경 전성기와 같은 방식의 고래 이용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고래의 ‘지속가능한’ 이용, 즉 고래 자원과 개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래를 이용하는
‘현명한 이용(wise use)’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선박 등을 이용해 고래를 관찰
1)

2)

3)
4)

통상 ‘고래’라고 부르는 동물은 고래목(cetacea)에 속한 약 90종의 해양 포유류로, 크게 고래(whale), 돌고래
(dolphin), 쇠돌고래(porpoise)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약 35종의 고래가 서식 또는 회유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필자는 고래에 대한 인식과 관계 맺음의 방식 변화가 반드시 살상적 이용에서 비살상적 이용, 즉 ‘포경’에서
‘고래 관광’으로, ‘약탈’에서 ‘보전’으로의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님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고래 고기 섭취를 고래 테마 관광의 즐길거리로 제시하는 장생포 사례에서처럼(Choi 2017), 한
국 사회에서 포경과 고래 관광은 일정 수준에서 공존하며, 나아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 수족
관 돌고래를 둘러싼 동물복지 논란에서 보듯 비살상적 이용 또한 고래에 대한 위해와 착취를 수반하고 있다
(White 200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래 8종 (현재 9종)을 보호 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
최근에도 지난해 5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수족관 돌고래의 서식 환경 개선이 법적
으로 제도화 됐고, 지난 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
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의 국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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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래 관광(whale-watching tourism)5)은 대표적인 고래의 ‘현명한 이용’ 방식으로(O’Connor et al.
2009), 국내에서도 울산과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발표는 제주 돌고래 관광을 사례로, 국내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규정되는 양태를 살펴보고, 이
같은 고래 규정이 고래 보전에 갖는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 지리학 및 인
류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판적 생태관광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생태관광은 통상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략으로 여겨진다(Honey 2008). 특히 환
경 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보전의 경제적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보전의 동반자로
설득하고, 관광객에게는 생태 교육과 함께 자연과의 신체적 대면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감수성을 향상
시키는 유용한 정책적, 전략적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Rutherford 등 푸코주의 연구자들은 생태
관광을 “통치의 한 형태(a form of governing)”로 보고, 자연에 대한 인식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특정
한 방식으로 견인하는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의 한 형태라고 지적한다 (Choi 2016; Fletcher
2009; Rutherford 2011).6) 이들은 특히 생태관광이 다양한 담론적, 감응적 개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환경 주체(environmental subject)”, 즉 “환경을 돌보려는 사람들”(Agrawal 2005: 162)로 생
산한다는 데 주목한다.
한편 생태관광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최근의 연구자들은 ‘보전’과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는다는 생태관광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다 (Brockington and Duffy 2011;
Duffy 2002; Fletcher 2014). 이들은 실제 생태관광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에 주목
하고, 생태관광이 글로벌 남과 북의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
다. Rutherford(2011)는 생태관광을 통해 만들어지는 환경 주체가 녹색 소비(e.g. 생태관광과 같은 친환
경 상품 구입)를 통해 자연 보전에 기여하는 “소비자 시민(consumer-citizen)”이라고 지적하고, 생태관
광이 보전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통해 새로운 축적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포섭돼 있다고
지적한다. 고래 관광과 관련해서 Neves(2010)는 고래 관광이 자연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생태적 훼
손(e.g. 고래 행동 교란)을 가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포경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Peace(2005)는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종종 “인간화(anthropomorphism)”된 담론을 통해 관광객에게 제
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간과 유사한 측면을 강조하는 고래 보전 전략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다.
본 발표는 이 같은 생태관광, 구체적으로 고래 관광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필자
는 고래 관광이 고래를 비살상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관광객의 고래에 대한 생태 감수성을 키워 고래
보전으로 이어진다는 일반적, 규범적 견해를 일단 유예하고자 한다. 대신,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이뤄
지는 담론적 개입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제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어떻게 제시, 이해되고,
어떤 관계 맺음의 방식이 옹호, 정당화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고래는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와 함께 야생으로 돌아간 ‘방류 돌고래’라는 측면이 강조돼 제시, 인식되고 있
다. 야생을 수족관의 대척점으로, 고래 관광을 돌고래쇼의 대척점으로 상정하는 이같은 형태의 고래
관광은 고래 관광을 포함한 야생에서의 고래 생태 위협 요인들을 비가시화함으로써 고래 보전 기여에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고래 관광 홍보물(브로슈어, 언론 보도, 웹페이지 등) 분석,
주요 관계자 및 관광객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이 사용됐다. 본 발표에 사용된 사례 분석은 제주 돌고
래 관광 거버넌스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연구 전개에 따라 수정, 보완될 것임을 밝혀둔다.
2. 제주 돌고래 관광의 현황
우리나라의 고래 관찰 관광은 2009년 울산시 남구청이 장생포 앞바다에서 유람선을 이용해 연안의
5)

6)

국제포경위원회(IWC)는 고래 관광을 “관광객에게 자연 환경에서 고래목의 동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녹색통치성에 대한 개요로는 최명애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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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와 밍크고래를 관찰하면서 시작됐다.7) 고래 관광 목시율은 약 25%로 낮은 편이며, 고래가 회
유하는 봄과 가을에만 관광이 가능하다. 선박을 이용한 관광 외에도 돌고래 수족관, 포경 유적과 고래
골격을 전시한 박물관, 1960년대 장생포를 재현한 포경 테마 파크, 고래 고기 섭취 등이 활용돼 복합
적인 형태의 고래 관광(whale tourism)을 제공하고 있다(Choi 2017).
제주의 고래 관광은 2014년 지역 레저 업체인 ‘ㄱ업체’가 제주 북부 김녕 연안의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를 대상으로 요트 투어를 실시하면서 본격화됐다. 2015년부터는 지역 여행사 ‘ㄴ업
체’에서도 제주 서남부 대정 연안의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선박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남방큰돌
고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I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 약 120여 마리가 제주 연안에 서식한다 (김현
우 et al. 2015). 계절적 주기를 갖고 회유하는 대부분의 고래들과 달리 일년 내내 제주 연안을 맴도
는 정주성 고래로, 연중 관광이 가능하다. 그러나 날씨, 파도, 관광의 계절성(seasonality)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광은 주로 봄~가을에 이뤄지며 여름이 성수기다. 실제 목시율은 ㄱ업체의 경우 약
30%대이며, ㄴ업체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활용하고 있어 약 80%대다. ㄱ업체는 돌고래가 나타날
경우 관찰하지만, 주력은 요트 체험에 두고 있다. 48인승 요트를 이용해 1시간 길이의 투어를 운영하
며, 간식 제공, 고래 관찰, 낚시 체험 등을 실시한다. ㄴ업체의 경우 레저 용도로 허가 받은 어선을
활용한다. 12명 정원의 소규모로 이용하며, 50분짜리 투어에 실제 고래 관찰은 10~15분 정도다. 고래
관찰이 주 목적으로, 별도의 레저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두 업체 모두 돌고래 대면 기회와 돌
고래의 이미지를 관광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ㄱ업체의 경우 ‘돌고래와 함께 하는 김녕요트투
어’가 공식 명칭이며, 로고, 요트 돛 등에 돌고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ㄴ업체도 돌고래 이미지를
로고에 사용하고 있으며, 돌고래 관광을 여행사 대표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 고래 관광은 ‘제돌이’ 등 서울대공원의 남방큰돌고래가 2013년 7월 제주로 되돌아가면서 탄력
을 받았다(남종영 2017). 제돌이 등은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2000년대 초중반 그물에 포획된
뒤 지역 해양동물 전시업체인 퍼시픽랜드에 판매됐고, 이후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전시, 공연에 활용
돼 왔다. 2013년 초 이들 돌고래들의 불법 포획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동물 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을 야생으로 돌려 보내자는 사회 운동이 벌어졌고, 그 결과 그해 7월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3마리가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다. 이어 2015년 태산이, 복순이, 2017년 금등이, 대포 도합 7마리의 남방큰돌고
래가 제주로 방류됐다.8) 이들 중 삼팔이와 춘삼이는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등이와
대포는 방류 이후 목격되지 않은 상태다. 제돌이와 춘삼이는 모니터링 목적으로 등지느러미에 각각
숫자 ‘1’과 ‘2’가 흰색으로 낙인 돼 있어서 일반인도 식별이 가능하다.
3.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 그리고 제돌이
생태관광을 통해 대면하는 자연은 물질적 실체를 지녔다는 점에서 ‘진짜(real)’ 자연이지만,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된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이라는 점에서
고유하고 불변하는 의미를 지닌 ‘진짜(authentic)’ 자연은 아니다(Besio et al. 2008). 생태관광은 관광
홍보물, 가이드 설명, 공간 배치 등을 통해 특정한 자연의 서사(narrative)를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방식
으로 자연을 “보는 법(ways of seeing)”(Berger 1980)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고래 관광에서 고래는 “귀엽고 안아주고 싶거나, 혹은 야생이거나(cute, cuddly or
wild)”(Bulbeck 2005)로 제시된다. 고래 관광 연구자들은 고래 서사와 문화적 재현물이 인간과 고래의
7)

8)

한국에서 고래가 관광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1984년 서울대공원의 큰돌고래 전시가 최초다. 이어 1986년 제주
로얄마린파크(현 퍼시픽랜드)에서도 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 동물을 이용해 쇼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2009년
3곳이던 우리나라의 고래 수족관은 2017년 7월 현재 전국 7곳으로 늘어났으며, 전시 고래는 큰돌고래, 흰고래
등 39마리에 이른다. 고래 수족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Nam (2014), 조희경(2014) 참고.
서울대공원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큰돌고래(일본에서 수입한 종) 태지를 2017년 말 제주 퍼시픽랜드에 양도
함으로써 돌고래 전시와 공연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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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과 ‘다름’을 함께 강조하는 역설적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한다. 즉 고래의 큰 몸집, 장거리
회유, 활발한 성적 행동 등 인간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홍보물, 가이드의 설명 등에서 강조된다. 동시
에 고래의 지능, 사회적 행동, 선박이나 인간에게 접근하는 친근함, 새끼를 돌보는 모성 등 인간과 유
사한 특징 또한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이를 통해 고래는 “‘야생의 타자’가 될 만큼 인간과 몹시 다르
면서” 동시에 “(인간들이) 쉽게 관계를 맺고 친근하게 여길 만큼 인간과 몹시 유사한” 동물로 만들어
진다(Besio et al 2008: 1225). 이같은 고래에 대한 인식은 고래 관광이 1970년대 서구 반포경 운동의
자장 속에서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고래의 지능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과학적 지식, 고래의 외형
과 습성에 대한 뉴에이지적 찬탄 등을 통해 고래가 단순한 사냥의 대상이 아니라, “수퍼웨일
(SuperWhale)”(Kalland 1994), 즉 보호하고 경외해야 할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고래 관광의 고래 서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 고래 관광에서 고래는 어떤 동물로 제시되고 있을까? 제주의 특정한 고래 제시 방
식은 우리 사회의 어떤 맥락을 반영하는 것일까? 고래 관광 홍보물, 가이드 설명 등은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 ‘제돌이(방류 돌고래)’ ‘수애기(제주 돌고래)’ ‘보호대상 해양생물’ 등을 주요 서사로
활용하고 있다. 본 발표는 이 중 두드러지는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 ‘제돌이’의 세 가지 담론
적 개입에 집중하기로 한다.
1) 야생 돌고래
“돌고래 서식지 김녕에서 요트투어 중 만날 수 있는 야생 돌고래” (ㄱ업체 브로슈어)
“제주 야생 돌고래 탐사” (ㄴ업체 브로슈어)
고래 관광 홍보물에서 고래는 ‘야생 돌고래’로 가시화된다. 관광 대상 고래의 생물학적 이름인 ‘남
방큰돌고래’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이 고래가 제주도 고유종이며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 또한 찾
아보기 어렵다. 대신 이 고래는 ‘야생’의 동물로, “대자연의 신비를 느껴볼”(ㄱ업체)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된다. 자연 환경 속에서 고래를 대면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ㄴ업체)이지만, 보트 앞으로 고래가
지나가는 ‘사진 증거’(웹사이트, 홍보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ㄱ업체)
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다. ㄴ업체는 특히 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탐사’로 명명함으로써, 고래 관광
을 밋밋한 ‘조우’가 아니라 야생 지역을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제시한다.9) 생태관광 경험을
‘모험’(adventure)과 연결시키는 것은 서구 생태관광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략으로, 생태관광
을 ‘잃어버린’ 야생을 ‘몸’으로 경험하는 행위로 제시함으로써 흥분, 긴장, 스릴 등의 감정을 유발시키
는 데 이용된다(Cloke and Perkins 1998; Lorimer 2010).
업체들은 고래 목시율을 홍보 자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야생 돌고래와의 대면이 실제로 가능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래를 만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놓는다. ㄱ업체는 월별 달력에 고
래가 나타난 날을 표시한 ‘돌고래 출석부’를 제작해 브로슈어에 활용하고 요트 투어 출발점에 게시하
고 있다. 2018년 3월의 경우(24일까지) 고래는 4일 나타났으며, 7일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선박이 출
항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사무실 입구 계단에 “180일 중 123일 관찰”이라는 홍보 문구도 게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 요트 투어가 1일 7~8회 이뤄지고, 고래가 출몰
한 날이라도 이 중 일부 투어에서만 고래를 목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
다. ㄴ업체 역시 “탐사확률 87%”라는 문구를 홍보 자료에 활용함으로써 높은 고래 조우 확률을 강조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세계적 고래 관광 확률은 35%”라는 문구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목시율이 이례적으로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10) 실제로 관광객들은 돌고래와의 조우를 기대하고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야생’의 동물인 만큼 돌고래를 대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9)
10)

해양수산부 남방큰돌고래 관광 가이드라인은 고래와의 조우를 ‘관찰’로 명명하고 있다.
이 문구와 달리 세계 주요 고래 관광지의 고래 관광 확률은 80~9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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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목격하지 못한 투어에서도 업체 측을 크게 비난하지는 않았다.
2) 귀여운 돌고래
“제주의 바다를 헤엄치는 귀여운 야생 돌고래를 보신 적 있나요?” (ㄴ업체 브로슈어)

Figure 1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
고래의 ‘귀여움’에 대한 강조는 ㄴ업체의 홍보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귀여운 야생 돌고래’로 명
명하는 것은 물론, “어선이 지나가면 따라오는” 돌고래의 특징을 강조하고, 이를 “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래요”로 해석하고 있다. 고래의 외모와 행동을 ‘귀여움’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인간에 대한 ‘친근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업체는 특히 어린 아이의 그림 일기를 재현해 고래
관광 브로슈어에 활용하고, 어린 아이의 말투로 고래에 대한 설명(e.g.“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래
요”)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귀여운 돌고래’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작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에도 등장한다. 남
방큰돌고래의 생태적 특징을 설명하고, 생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선박과 관광객의 행동을
규제하는 다소 심각한 내용을 전달하는 이 자료에서, 돌고래 및 해양 생물들은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
한다. 특히 Figure 1에서 보듯이, 돌고래는 선글래스를 머리에 쓰거나, 윙크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돌고래의 머리와 눈은 크게 그려져 강조돼 있고, 손발(=지느러미)는 짤막하게 처리함으로써, 돌
고래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돌고래의 외형적 특성 (e.g. 얼굴의
양 옆으로 쏠려 있는 작은 눈)과 무관하다.
고래의 귀여움에 대한 강조나 인간화된 해석은 고래 관광에서 흔히 활용되는 재현 전략이다. Peace
(2005) 등이 지적한 것처럼 이같은 재현과 해석은 낯선 ‘야생’ 동물인 고래에게 쉽게 친근감을 느끼고
유대를 형성하게 한다. 그런데 제주 고래 관광, 나아가 우리나라의 동물 재현물 상당수가 단순한 인간
화를 넘어 ‘귀여운’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동물을 ‘어린아이화(infantalization)’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돌고래 쇼의 사육사들은 스스로를 돌고래의 ‘형’이나 ‘누나’로 지칭하며, 돌고래의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 귀여움, 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설명된다. 동물을 ‘어린아이’로
재구성하는 자연의 서사가 인간-돌고래, 인간-자연 관계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3) 방류 돌고래 제돌이
“제돌이 꿈은 바다였습니다.
2013년 07년 18일 김녕리 바다에서 방류한 제돌이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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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는 등지느러미에 1번이란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춘삼이는 등지느러미에 2번이란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ㄱ업체 브로셔)
“저희 운항하는 구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울대공원에 있던 제돌이가 자연으로 돌아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약 100여마리 정도가 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새끼 돌고래들이 유난히 많이 태어나서 앞으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ㄱ업체 가이드 설명)
‘야생 돌고래’와 ‘귀여운 돌고래’가 고래 관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래 서사라면, ‘제돌이’
로 대표되는 ‘방류 돌고래’는 제주 고래 관광의 특수한 고래 담론이다. 제돌이의 고래 관광 활용은 ㄱ
업체에서 두드러진다. 김녕항에 위치한 ㄱ업체의 사무실 외벽에는 “제돌이 방류지에 오신 걸 환영합
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 사무실 외부 계단에도 “돌고래 생태관광 최적지에서 제돌이와
춘삼이를 찾아보세요”라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제돌이 방류지”와 “제돌이를 목격할 수 있는 기
회”는 위 발췌에서 보듯 가이드의 설명에서도 강조된다. 이를 통해 제주의 바다는 단순한 돌고래의
서식지가 아니라 “제돌이의 방류지”로 가시화되고, 돌고래 투어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
돌고래’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된다.
업체는 이들 ‘비인간 유명인(nonhuman celebrity)’의 식별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직접 “등 지느러미의
숫자 1과 2를 찾아라”고 제안함으로써 흥미진진한 즐길거리로 제시한다. 요트를 타러 가는 길목에는
“바닷속 귀염둥이 제돌이를 찾아라”는 대형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 과학 조사용으로 수집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지느러미 사진을 게시하고, 이 중 방류 돌고래의 사진에 해당 돌고래 이름과 식별법
(1번, 2번)을 기록해 놓았다. 위 인용문에서처럼 업체 브로슈어에도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돌고래 관광은 수동적인 ‘관찰’ 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인
터랙티브 활동으로 거듭난다. 실제로 관광객들은 돌고래가 나타날 때마다 ‘1번 돌고래’ ‘2번 돌고래’
‘제돌이’를 언급하며 유명 돌고래들을 찾는 데 흥미를 보였다.
한편 ‘1번, 2번’ ‘제돌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ㄱ업체의 방류 돌고래 담론은 ‘부분의 사실’(partial
truth)이기도 하다. 이들 돌고래가 서울대공원 수족관에서 공연한 점은 간략히 언급돼 있으나, 돌고래
방류로 이어지게 된 불법 포획 문제, 수족관 돌고래의 동물복지 논란은 다뤄지지 않는는다. 또 방류
돌고래 전체 7마리 가운데, 이 업체의 홍보물에 등장하는 것은 동결 낙인이 찍혀 식별이 가능한 ‘제
돌이’와 ‘춘삼이’ 뿐이다. ‘식별할 수 있는 방류 돌고래’에 대한 강조는 관광객들이 쉽게 돌고래에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동시에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멸종위기종’이나 ‘제주
도 고유종’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준 방류 돌고래’라는 서사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또 정보의 선
별적 수집과 배치를 통해 공연 전시용 돌고래, 방류 돌고래, 나아가 제주 돌고래를 둘러싼 생태적 논
란은 고래 관광에서 비가시화된다. 흥미롭게도 ㄴ업체의 돌고래 관광에는 ‘제돌이’나 ‘방류돌고래’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업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제돌이는 육지 사람들이 풀어준 돌고래”라며, 제돌
이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 서사가 재구성되는 데 불편함을 드러냈다. 제돌이 방류와 관련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제주 지역민들의 참여가 미미했고, 제주 어민들이 ‘불법포획’을 통해 제돌이를 포획, 판
매한 사람들로 비쳐졌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제돌이 대신 ‘수애기’라는 돌고래의 제주 방언을 사용해
남방큰돌고래를 제시하면서, 남방큰돌고래를 해녀 등 지역민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제주 돌고래’
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4. 제주 돌고래 담론의 생태적 함의
“악!악! 태어나서 돌고래 처음 봐요! 귀여워요!
(필자: 돌고래가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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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보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음…귀엽다, 신기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으로
돌고래를 직접 봤다는 신기함이 가장 크고. ‘내가 살아있는 걸 봤구나’ 정도?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돌고래 보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에요?” (20대 여성 관광객, 서울)
“신기하고 귀엽죠. 애[12살 아들] 보여주려고 데리고 온 거고… (필자: 수족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가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수족관은 불쌍하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야생에서 보니까 좋죠.”
(40대 부부, 광주)
그렇다면 이같은 돌고래 담론은 돌고래 보전과 관련해 어떤 함의를 갖는가? 고래 관광을 통해 생태
교육이 이뤄지고, 관광객들의 고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환경주체로
거듭나는가? 필자는 돌고래 관광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고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특별한 경험이 한 20대 여성 관광객이 표현한 것처럼 “앞으로 뉴스에
고래가 나오면 유심히 볼 것 같”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래에 대한 무관심에서 관심으
로의 전환, “와서 보니 더 신기하고 영물이네, 나와 별 차이 없네”(ㄱ업체 관계자)와 같은 경험은 장
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래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관광객이 환
경 주체, 즉 고래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제한하면서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생태시
민으로 새롭게 생산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제주 고래 관광과 고래 보전의 관계를 논하
기 위해서는 앞서 논한 주요 돌고래 담론들이 갖는 생태적 효과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본다. 여기에는 다음의 세 논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제주 돌고래 담론들에서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돌고래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돌고래의 종명인 남방큰돌고래는 관광 홍보물, 가이드 설명, 관광객 인터뷰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적 특징과 위협 요인도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김녕항 입구에 해양수산부에서 세
운 안내판이 있지만 ‘멸종위기종’ 이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포획이나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받는다
는 경고만 명시돼 있다. 돌고래 관광의 고래는 남방큰돌고래로 특정되지 않으며 추상적인 차원의 ‘돌
고래’, 특히 “귀여운 돌고래”,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야생동물”로 가시화된다. ‘보호대상 해양생
물’이나 ‘멸종위기종’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적 위협 요인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
으로 제공되지 않는 이상, 관광 경험을 고래 보전으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의 인터뷰
발췌에서 보듯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런데
돌고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잡아 먹는 것도 아니고)”라는 질문으로 대답했다. 이같은 상
황에서 ‘멸종위기종’이란 레이블은 돌고래를 ‘희귀한 야생동물’로, 고래 관광을 ‘희귀한 야생동물을 본
놀라운 경험’으로 재구성할 뿐이다. 즉, 고래에 대한 과학적, 생태적 지식이 빠져 있는 현재의 고래
관광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태 교육, 보전 교육의 장이 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둘째, ‘야생’의 재구성과 관련한 문제다. 제돌이 야생 방류를 계기로 고래 관광이 촉발되면서,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야생(wild)은 수족관(captivity)의 대척점으로 상정된다. 위 인터뷰 발췌에서 보듯 관
광객들은 수족관 돌고래를 볼 때 “불쌍하게” 여겼지만, ‘자유로운’ 공간으로 돌아온 제돌이와 제주의
돌고래들을 볼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수족관이 동물들이 갇혀 있는 공간, 낮은 삶의 질을 견뎌
야 하는 공간이라면, 야생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노니는 공간, 본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제
돌이가 환기시키는 수족관과 야생의 대비를 통해 야생은 돌고래들에게 완결 상태의 공간, 완벽한 공
간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야생에 대한 인식은 야생의 복잡성을 소거시키고 야생을 초월적 시공간으로 단순화
할 우려가 있다. 야생은 사회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Cronon 1996), 제주의 ‘야생’ 바
다도 마찬가지다. 특히 돌고래와 관련해 제주 바다에는 돌고래의 생태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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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과 번식을 교란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발표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가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와 겹치면서, 제돌이 등 방류 돌고래를 모니터링 해 온 해양생태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성
명서를 내기도 했다(김병엽 외. 2017). 또 연안 어업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구나 그물에 걸려 남방큰
돌고래가 죽거나 다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박준영 2017).
마지막으로, 두 번째 논의와 연관지어, 야생이 돌고래 수족관의 대척점이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처
럼, 제주에서 고래 관광은 수족관의 돌고래쇼의 대척점이자 대안으로 여겨진다.11) 고래 관광이 이같은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실제 고래 관광으로 발생하는 고래 생태 교란 문제가 제주의 고래 관광에
서 비가시화된다. 업체 관계자들과 관광객에게 고래 관광은 ‘자연 상태’의 고래를 ‘눈’으로 보기만 하
는 ‘무해한’ 관광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홍보물에는 관광객이 뱃전에 다가온 돌고래의
부리를 만지는 사진이 게시돼 있다. 이 정도로 고래와의 가까운 대면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이 사진에
서 관광객과 고래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고래와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과 같은 고래 생태
위협 요인들이 비가시화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고래 관광은 고래 행동에 상당한 수준의 위협을 제공한다. 관광 선박이 좋은 뷰를 얻
기 위해 고래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고래 무리를 교란하고, 선체나 프로펠러가 고래에게 상처를 입
히는 경우가 있다. 또 선박의 엔진 소음은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고래에게 위해 요소가 된다. 이처럼
고래 관광은 고래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고래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임신 출산율과 고래 무리
의 이동 경로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 (Parsons 2012). 해양수산부, 환경단체, 생태학자 등을 중심으
로 고래 관광이 남방큰돌고래의 생태 위협 요인임을 드러내고, 고래 행동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 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ㄴ업체의 경우 해외 고래 관광 가이드라인에 준해 자체 가이드라
인을 갖고 선박의 운행과 관광객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
수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참고문헌
Berger, J. (1980). About looking. Bloomsbury Publishing.
Besio, K., Johnston, L. and Longhurst, R. (2008). Sexy beasts and devoted mums: narrating nature
through dolphin tourism.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5), 1219-1234.
Brockington, D. and Duffy, R. (2011). Capitalism and conservation. Chichester: Wiley-Blackwell.
Choi, M.-A. (2016). Governing deceleration: the natures, times, and spaces of ecotourism in South
Korea. PhD thesis, School of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Oxford.
Choi, M.-A. (2017). The whale multiple: Spatial formations of whale tourism in Jangsaengpo, South
Korea. Environment and Planning A, 49(11), 2536-2557.
Cloke, P. and Perkins, H. C. (1998). "Cracking the canyon with the awesome foursome":
Representations of adventure tourism in New Zea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
Space, 16 185–218.
Cronon, W. (1996). The trouble with wilderness: or, getting back to the wrong nature.

In W. Cronon

(ed.) Uncommon ground: Rethinking the human place in natur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69–90.
Duffy, R. (2002). A trip too far: Ecotourism, politics, and exploitation. London: Earthscan.
Fletcher, R. (2009). Ecotourism discourse: Challenging the stakeholders theory. Journal of Ecotourism,
11)

일반적으로 고래 관광이 포경과의 대비 속에서 ‘해가 없는 상냥한(benign)’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족관과의 대비는 제주 특유의 현상으로, 제돌이 야생 방류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제주의 고래 관광이 발
생,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 94 -

8(3), 269–285.
Fletcher, R. (2014). Romancing the wild: Cultural dimensions of ecotour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Honey, M. (2008).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o owns paradise? Washington DC:
Island Press.
Kalland, A. (1994). Super whale: The use of myths and symbols in environmentalism. The High North
Alliance, 11.
Lorimer, J. (2010). International conservation ‘volunteering’and the geographies of global environmental
citizenship. Political Geography, 29(6), 311–322.
Nam, J.-Y. (2014). Free Jedol: The biopolitics of captive dolphin release in South Korea. MSc
dissertation, School of Geographical Science, University of Bristol.
Neves, K. (2010). Cashing in on cetourism: A critical ecological engagement with dominant e‐NGO
discourses on whaling, cetacean conservation, and whale watching. Antipode, 42(3), 719–741.
O’Connor, S., Campbell, R., Cortez, H. and Knowles, T. (2009). Whale watching worldwide: Tourism
numbers, expenditures and economic benefits Yarmouth Port, MA: IFAW.
Parsons, E. (2012). The negative impacts of whale-watching. Journal of Marine Biology, 2012.
Peace, A. (2005). Loving leviathan: The discourse of whale-watching in Australian ecotourism.
Animals in person: Cultural perspectives on human-animal intimacies. 191–210.
Rutherford, S. (2011). Governing the wild: Ecotours of power.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hite, T. (2008). In defense of dolphins: The new moral frontier. Malden, MA; Oxford: Blackwell
Publishing.
김병엽, 정석근, 장수진 (2017).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해양생태학자 긴급의견서』
2017.7.23.
김현우, 손호선, 안용락, 박겸준, 최영민 (2015). 「2000 년대 초반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의 분포 양상」. 《한국수산과학회지》, 48권 6호, 48(6), 940-946.
남종영 (2017).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한겨레출판.
박준영 (2017). “제주 연안 돌고래 115마리 죽었다…폐사 지속 증가”. 《그린포스트코리아》,
2016.7.20.
조희경 (2014). 『돌고래 전시 금지를 위한 시민 운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최명애 (2016). 「한국 생태관광에 대한 녹색통치성 연구를 위한 소고」. 《공간과 사회》, 58
229-266.

- 95 -

냉전과 발전 사이 자연의 생산: 한국의 도시정치생태학과 물질주의 사회과학을 위한 시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준수

1. 행성적 도시화와 도시정치생태학

도시정치생태학은 영국의 지리학자 Erik Swyngedouw를 통해 정식화됐다(Swyngedouw,
1997). 그는 기존의 정치생태학들이 주목한 연구들이 대게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 혹은 “농촌
의 자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시 공간 내부에서의 자연의 생산과 변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도시정치생태학은 최근에 지리학과 사회학에서 번
지고 있는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의 공간 인식론과도 많은 부분 정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행성적 도시화 논의는 20세기 도시 연구들과 구분되는 21세기의 도시 연구들이 주목해야할
‘도시적 상황’에 주목한다. 즉 행성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도시화의 사회-물질적 건조환경
(sociomaterial infrastructure) 등을 통해 다양한 비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
악할 수 있는 이론적, 인식론적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Brenner, 2013). 이와 같은 관점은 기
존의 도시를 고정된 하나의 실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공간
으로서 광범위하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도시직물’(urban fabric)을 새로운 분석 단위
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이와 인식론적 전환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전략차원에서 르페브르 이론의 적극적 도입
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Kipfer & Goonewardena, 2014).
스윈지도우에 의해 정식화된 도시정치생태학은 기존의 도시화 과정을 ‘사회적 전환’의 과정
으로 바라보던 관점을 넘어 도시화의 과정을 ‘사회자연적 과정’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Angelo & Wachsmuth, 2015).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농촌/도시, 사회/자연 등의 이분법
적 구분을 폐기하고, 도시의 경계를 넘어선 행성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도시화 과정과 사회자
연의 신진대사 과정(metabolic process)에 주목하면서 물질적, 사회적 도시 과정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유동하는 공간, 끝나지 않은 도시화 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도시 공간 속에
다양한 어셈블리지(assemblage)에 대한 논의는 특히 도시 공간의 정치생태학적 논의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1).
보다 한국의 맥락 속에서 정치생태학 논의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최병두(2010)는 한국의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특히 신자유주의화된 자연
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자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장덕수, 황
1) 들뢰즈와 가타리 등 불어권 학자들의 앙상블라주(assemblage), 아장스망(agencement) 등과 같은 용
어의 영어 번역인 어셈블리지(assemblage)는 관계나 층화, 배치 등을 의미하기도 하며, 도시 연구에
와서는 관계, 사물에 대한 접근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McFarlane, 2011). 동시에 에셈블리지 개념은
보다 정치생태학적 용어로, 도시의 물질대사과정(metabolic process) 속에서 형성된 비인간과 인간
의 이분법을 넘어선 그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로 Swyngedouw(2011)
등을 참조할 것.

- 96 -

진태(2017) 등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구성에 대해, 이상헌(2001), 진종헌(2009) 등은
국가가 표상하는 자연, 즉 민족주의적 자연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한국의 개발주의 토건국가론과 생태민주주의에 천착한 홍성태(2005)의 논의도 주목할 만
하다. 자연의 사회적 구성 담론 속에서 특히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의 맥락 속에서 국가와
자연 혹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일부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앞선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정치생태학적 접근법은 또다시 국가와 자본의 논리 속에
서 형성된 자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
의 덫에 빠져있다. 즉 국가를 하나의 존재론적 인식 속에 놓고, 다중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정치생태학적 논의는 상당부분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의 연구들이 보여주
는 것은 정치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정치’의 측면을 보다 강조한 나머지 “생태”의 물질적 특
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
어서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자연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형성과 그 관계성의 변화과정을 한국의 냉전과 발전의 맥락 속에
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공간적 맥락성을 함의한 도시정치생태학의 가능성과
몇 가지 사례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2. 한국의 공간 맥락성: 냉전 경관과 발전주의 도시화

한국의 냉전 경관과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일부 정치지리학자들
과 비판사회학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박배균·장세훈·김동완, 2014; 이상헌·김은혜황진
태·박배균, 2017; 박배균·황진태, 2017; 박배균·이승욱·조성찬, 2017). 특히 장세훈(2017)은
한국의 도시경관의 형성 과정에서 작동한 다양한 냉전의 맥락성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경쟁
체제 속에서 작동한 도시 계획과 공간 편성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한국의 냉전 맥락
성을 국가가 자연을 포섭하는 과정에서도 작동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국가 영역은 그린벨
트, 댐, 비인간의 동원 등을 통해 국가자연(state-nature)을 형성해낸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자연물을 형성해
낸다(김준수,

2018).

발전주의

도시화는

시-공간의

압축적

발전과

다양한

위험경관

(riskscape)의 형성과 위험의 일상화를 창출해내고, 예외공간(exceptional space)을 만들어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배균, 2017). 특히 이와 같은 발전주의 축적 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들은 자본의 축적과 국가공간 형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맥락은 제거된 “추상화된
자연(abstracted nature)”과 비인간들을 형성하고 동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냉전과 발전의 맥락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논의 되어 왔
다. 특히 이 맥락성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논의들은 마치 냉전과 발전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영역처럼 많은 연구가 이뤄져왔다(윤상우, 2006; 조희연, 2002; 왕혜숙·김준수,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공간의 맥락성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
당부분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냉전 경관과 발전주의 도시화의 측면에서 비교적 빈
영역으로 남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성을 환기시키며, 도시 공간의 물질적, 담론적 경합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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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변화하는 국가-자연의 관계 변화 과정을 물질주의 재전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
다.
3. 비인간과 물질주의 재전환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Paul Crutzen은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인류세(Anthropocene)’의 등
장으로 정의했다. 인류세는 지질학적 용어로, 인간에 의한 급격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이에 따
른 새로운 지질학적, 생태학적 위기의 도래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됐다. 즉 인간에 의한 지구
공간의 파괴와 생태환경의 훼손을 하나의 지구역사대로 놓고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
다.2)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오염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되어왔다. 울리히 벡을 비롯
한 사회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생태학적 위기의 공간론적 논의 역시 일부 사회과학자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3) 이처럼 생태학적 위기 속에 최근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과학의
분석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한 한계를 지적하며 ‘비인간(nonhuman)’에 대한 논의를 불러
내고 있다(Whatmore, 2013; 2006; Choi, 2016; Lorimer, 2007; Barua, 2014; Ginn,
2014; Hobson, 2007; Buller, 2008; Bear & Eden, 2011).
비인간접근(more-than-human approach)는 동물, 무생물, 사물 등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외의 물질에 대한 주목은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들의 지나치게
담론 위주의 분석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사회학과 지리학, 인류학, 정치학 등
의 인간중심적인 담론 분석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세계’에 대한 감각을 잃고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은 인간중심의 사회과학연구를 넘어서 다
양한 물질세계에 대한 주목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주목이 가능해진다(Whatmore, 2006).
인간과 비인간의 역동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인간들의 정동적 감각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최근

비인간(non-human)

연구자들은

‘비재현이

론’(Non-Representation Theory)을 도입하고 있다. 비재현이론은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를 통해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비재현이론을 사회과학에서
방법론으로 도입하기 위한 4가지 전략들을 제시했다. 먼저 비재현이론은 일상적 실천을 강조
하고, 특정장소에서 타자와 자신을 향한 인간 행동의 형상화에 주목한다. 둘째, 주체가 아닌
주체화의 실천을 통해, 정체되고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대
상을 바라본다. 다음으로, 대상을 공간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존재로 바라보기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존재의 기술(technologies of being)을 강조하는데, 이는 거대한 서사가 아니라
‘소박한 관계(minimal rel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Thrift,

1997: 126-133). 즉

비재현이론은 기존의 공간 연구에서 시각 중심성의 탈피와 신체로써의 경험, 고정된 것이 아
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감각 등과 같은 기질들이 ‘재현(representation)’을 통해 삭제되거
나 왜곡될 수 있는 객체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접근이
다.
2) 인류세의 등장에 대한 국내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지성·남욱현·임현수(2016)를 참조.
3) 특히 독일의 지리학자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üller-Mahn)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론적
위험과 접맥한 위험경관(riskscape)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데틀레프 뮐러만·황진태, 2014). 또한,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불균등한 위험의 분배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상헌
(2016), 홍성태(2003), 한상진(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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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공간적 맥락성 속에서 생산된 자연에 대한 논의는 많
은 부분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지리학 잡지 <공간과사회> 등을 통해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과 이를 매개하는 도시 공간의 물질성에 대한 주목이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이와 같
은 접근을 단순히 “서양의 최신 이론”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적 맥락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을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비둘기의 관계성을 탐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하나의 사례 이상으로 정치생태학, 특히 도시정치생태학
의 접근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식론적, 이론적 전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의 냉전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생산되고 동원된 다양한 비인간, 즉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미세먼지와 환경의 통치성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례연구들을 통해
‘사물’들이 가진 물질성(materiality) 그 자체와 인간과 그 물질성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또
물질 그 자체가 역으로 인간에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불러오게 하는 과정들은
오늘날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에 빈 고리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접근이
가진 한계성, 즉 궁극적으로 비인간 접근이 가진 ‘인간중심적 속성’은 그 한계로 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히 하나의 사물,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을 밝히는 것 이
상으로. 궁극적으로는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통해 인간을 뒤돌아보고, 국가와 가진 비
대칭적 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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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ࢳೞҊ ೣ



ীਕܳ ۞لऴ ೧ҙ҅߹ т١ҳઑ৬ ੬ যځೠ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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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ҙ ߩਦ



োҳ࢚җ ߧਤ

োҳߧਤ࢚ ࣗѐ

թ

• ࢴ೩࠙Ӗূ ਦ೩ ռсࣽ ഝࠃ Ұీࣽ ׳ടీ ݂ݔೢ ࠙ഝࠃ ੋ

• իਹ ࣽتӄҙ ੍೩ ੋٞ ݆ೢ ۳ࣽਅܵ ઔ
• Ҷ ӟ ࢵఏജ۳ߌࣙ ઼ ӟр իূ ೩  ݶҶմ ࢵఏജ

द

۳ߌ ୪ ࢺ࠼۟ ণ  ୪ ۳ࢦ۟ ߌ۟  ܵ 



• ӟ ࢺ࠼۟ 0: р ഇ੦ न ࢵ ূݸޛ ࢺ࠼۟ӟવ Ҷմ ਦ ࣃ҇ ਦ
ߊߑध

ߊਗ

ӝ۱

ਬো

ࢳച۱

ࢸ࠺ਊ

ࣗ҅ .8

ഐӝ

.8 

ഐӝ

 .8 

 
୨ ӝ

• न ۳ਖ਼݂ יتণ 

• न  ࠼઼ਹ 

֛ ӟવ

• ఓਹ ҅ળ ђ  ಪ೨ ђ ূ ੋ ࣃ ߥ૫݈ ۿਹ ো ђ

• ֛ ӟવ ӟৡޝ ߕ नҷ ࣿਦ ਦ ֛ ਦ ֛ ਦ
• ի ђ ਖ਼ҵ ઼ ӟৡ੍ ۿೢ ഞਖ਼ ࣽ 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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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ӟવ



োҳ࢚җ ߧਤ

• ੍ҵೡ

࢚ ࣗѐ
द ࢳݶޙ

ীਕ

ҳ࠙

ࣁࣻ

୨ੋҳ

թ

ৈ

ࣁ ࢚

ࢳ ݶޙѐܻ

 

 

 

 

  

Үܻ۽









 

Үܻ۽









 

Үܻ۽









 

• ܽ

Үܻ۽

9 ࢵݸޛਹ  ੋݸণ NP ۿ ђ x ઼ ݸр ։ਹ ݸ
9 ҡxੋ ୕ హੋഇഡ ܵ ଲೠ ݶਮ 

Ҋ೦ܻ

դܻب

  җ  ٣ హੋ࠼઼ ࠃੋҌ ਼

ࠉܻ

9 ূ౷ਗр ٞࢺ োূ ਮ ݼқҡ੍ ৷੍ ੋ݅ހ೩ ਼

ୡܻبۅ

• ҅ઃ

ాܻ
ചܻ

9 ࢵݸޛਹ ࣙӑ݁֬ ݿҙ  ਦળ ো҅ઃ
9 Ұ יܽۿ೩ঋрূ ੍೩  ੋ ࣁؼ ਼
9 Ұࢵ ূܽۿఏജ۳ߌࣙ ӟ  ీઁܽূ Ҷр׳ ઓࣁ

• ӟ

9 Ұ ܽۿળߺূ ഒߓઓઃ ࢵߓޛઓઃр ࣁؼ ਼
9 ࢵ ূݸޛ୪ ђ ఓੋ ࢺؼઋ ਼



N9 ђ N
N9 ђ
ђ

োҳ࢚җ ߧਤ

োҳߧਤ࢚ ࣗѐ
• ਦ न ࢵ ݸޛҰ  ܽۿ Ұ ূܽۿਦೠգ Ұܽۿ৮ ੍ӖѤܽ
• ӟ ূ౷ਗ xഒӟ  ۿ୪ ࢺ࠼۟ਹ 0: ӟ 0:

ǌ
ച۱

 ୪ ࢺ࠼۟ਹ ণ ݇ рҵр ֛т ೣ ࣽ  יӑ ۿݿ୪ ొਖ਼࠼ יઓ লਙ ۿ

ীਕ

Үܻ۽

• ୣୣ҇ও ߌࣙ ਮ্ఏ  ۿ୪ ݇ ɟ җਮࣽ ݇ ݸɟ  ࠙ূ
֛ ਚӫ Ѧ݂೩ વҗೢ҇ יװന

Үܻ۽

• Ѧࢺ҇ന ҙઁূࢴ ӟક ળળ؏ ă࠙شѦࢺੋ ূ౷ਗ ݔс
ҀઁೠҌ ֛ ਚ ă6.рटр ੋܵ ੍ࣽ
• ੋ ݸೢ ഞ҅ޛઃ৮ ҙتೢ ࢵఏജ۳ߌࣙ ޛઃܵ ೩Ҁೠӟ ਦ೩
ੋ࠙ఢ ఐࢵఏജ ਏ ੋش೩োূࢴ ࣚ ۿђؼҌ ঽ਼

Үܻ۽

• ߌࣙ Ѧࢺ҇ന ҙઁ ઼ূࢴ ࠙ োળੋ ߕઃؼҌ ੋ೩ਖ਼ٞ т
֦р ࠙ઔೢ ࢜గূࢴ Ѧࢺ  ߠ ф٣ਮߌ Ҷധహ܁ 
• ূ౷ਗ ӟূ ೩ Ҷմ ୯ୣ ۿఐࢵఏജܵ ੋۻ 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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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ҳ࢚җ ߧਤ

োҳ࢚৬ ӝҙ ߂ दр ߧਤ

Ѥࢸ ଲࢿஏ

Ѥࢸ ߈ஏ

ࠗزѤࢸߠ
ߠ4,оझ

Ү ܻ۽

֙ ӝળ

ࢳݶޙѐߊਤਗഥ

ড ৈѐ  ױଵৈ

ࢳ଼۽ࢶ࣠ݶޙਤਗഥ ࢳݶޙഈഥ 

ࢳ ݶޙٜ

ࢳ࢚ࣗݶޙҕੋഥ ࢜݃ਸب ࢳݶޙഈഥhࠗ
֗ഥ ١ ࣗࣘغয 

ജ҃زো
 ࢲ ࠄࠗ

୨ ѐ ܻ

दр
ߧਤ



࣠ࢶ۽hࢳച۱
ߧद଼ਤਗഥ

द ߂

যӝҳ Ҵഥਗ
ҳद

Ѥࢸ҅ദ ઑ ࠁ݈ ֙ ؍ਸ ӝਵ ֙ ۽ਘ ੌө

ড ֙р ೯غযৡ т١ҳઑ৬ ఎࢳച ߸ زച ഋకܳ ಝࠁҊ ೣ

োҳ࢚җ ߧਤ

बக࢚ ݶ

• ݶ୨ ݺ
ো۸

ੑ

ҳ࠙

স



߈

ഝزо ࠁ

ജ҃ द ױਗ



߈

ഝزо ࠁࣻ

 ӝস ਗ



߈

Ӕ   ࢳ ݶޙҮܻ۽

֪



߈

Ӕ   ࢳ ݶޙҮܻ۽

֪



߈

࣠ࢶ ۽Ӕ  ݶ

֪



ଲࢿ

衔 ߊࣗ ਗ

ޖ



ଲࢿ

ഝزо

֪



ଲࢿ

Ӕ   ࢳݶޙ

 ױਗ



ଲࢿ

ੌр ӝ

ੌр 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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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ߕ ܁ҙ
্ҵߓߪ



҃ߓ ۿҗ োҳߑߨ

ࢶ೯োҳ

ఎࢳച
**4%


r৪ഐোݽഋs rܴs rࢎഥ߸زs r**4% ۨ ؛ݽĎ חۄ୨ о  ۿਗਸ
షࢿ ۽ࠗ֙ ۽ҕਵ ۽ઙࠗܳ ନ நա ৡఋܻয়  ఎࢳച җਸ ޙઑࢎ৬

ਃ ҙ҅ ݺী ೠ बகݶਸ ా೧ োҳ
.VSBU"STFM


ঔࠗ ೧ थੋ ػఠః (FS[F ࢳച۱ߊࣗ Ѥࢸ҅ദ  ী ೠ ఎࢳച җਸ
ౠ ఃਕ٘ܳ बਵࣿࢲ ۽ೠ োҳ ॄ۽ఎࢳച  ز֛֝ ؍җ ࢿѺਸ ਵܚ ۽

ࢳച۱ߊࣗܳ ۞لऴ т١
୭߽

թী  ੑ೧ ࢳ חച۱ߊࣗܳ ۞لऴ т١ী ҙೠ ҙܻߑधਸ ࢝ݽೞ חোҳ ۽т١



 ੬җ  ܳبঈೞҊ ী ೠ т١ҙܻܳ ઁदೞҊ 

ӣҟҳ ৻

Ҵղ ࢳച۱ߊࣗ ࢎস ੋೲо җীࢲ ߊࢤೞҊ  חт١ী ݾ೧ ߑ ߂ ҙܻߑউਸ ো



ҳೞҊ  חোҳ ۽ بઁ ۽ରਗীࢲ т١ҙܻߑউਸ ઁदೞҊ 

աഅ

т١࠙ࢳҗ т١ӝۿਸ ߄ఔਵࢳ ۽ച۱ߊࣗ ੑܳ ۞لऴ т١ী ೠ Ҵղ ߑױ



ٜ ߑधী ҙೠ ো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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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ߓ ۿҗ োҳߑߨ

ࢶ೯োҳ

т١ ҙ۲
ా۸ޙ
ࢎഥ߈ীࢲ ੌযաҊ  חҕҕт١ী ೠ ݺࢸ ۿҗ ҙܻӝߨਸ ࣗѐೞҊ ࠁ חҊࢲ۽
ࣘоߊמਤਗഥ

rଵৈ ࢎѾs rࢎࣗాs rഈ࢚s rઑs ١ নೠ ҙܻ ӝઁܳ ࣗѐೞҊ 
߅ഘ

 नӏਗ Ѥࢸ ࢎ۹ ࢶ द ࢚ חغт١ਸ т١ೱ࠙ࢳ ݽഋਸ ా೧ т١ҳઑܳ ঈೞҊ



 ೠҴࣻ۱ਗ۱  ҵ ١ ਃ ೧ҙ҅ ۽т١ਸ ҳ୷ೞҊ 

ъ


ઑࢿߓ


ടࠁ ݺਮࣽ




ࠗউ ߑತҗ ઁ ೧ҵӝ Ѥࢸਸ ۞لऴ т١ਸ बਵ ۽ਗੋ ੬ҳઑܳ ࠙ࢳೞ ޙ֤ ח
ٜ ଵৈೞ חѢߡքझ ઁ ࠗܳ ೞ୶ ݴറ т١ ೧Ѿ ӝઁࢎ ۽ഥਵ ۽хೠ 
଼ࢎসী ೠ ଵৈഋ Ѣߡքझ ઁद
ন ࣠ ࢸܳ ۞لऴ  җ ೠҴ۱ҕࢎ т١ҙ҅ܳ т١ೱ࠙ࢳ ݽഋਸ ਊ೧
т١ҳઑܳ ঈೞҊ  ա ࠗ ъ కب৬  ࢎীࢲ ߊࢤೠ ଲ߈֤੬ਵ۽
ҕز৬೧ җਸ ҳઑਵ ۽ೖҊ 

ೠࡄਗীࢲ ߓغҊ  חৡߓࣻܳ ۞لऴ  җ ࢎস р т١ҳઑܳ ࠙ࢳೠ ֤ ޙт
١ೱ࠙ࢳ ݽഋਸ ߄ఔਵ ۽т١ҳઑܳ ঈೞҊ 

҃ߓ ۿҗ োҳߑߨ

҃ߓ ۿ

ীցജ
• tഞuੋ ۈછ ധ͎ӟँनटరੋ ߺജೠ יѬ ۿtࠄೢ ധҵઓ৮ ೠਦ୕ઃр Ӗࠆ ۿఐ߆Թ יؼѬۿ
ധ୕ઃ ਏߓऩੋ ߺ ۿജೠ יҙઁu ੋઁ͎ೢ੦с  ઁ߿Ѩ 

• ധӟँ୕ઃ ࣽવਹ Ѥन  ҇׳ധӟँ҅қ  ઼ߩਦ ۪ ҇׳  न  ҇׳౧࢞ װ ۿ ۿգ ࣽ ਼
 ۠ ब ీ೩ ౧࢞р ࣁؼ ۪ ߺജܵ ঢӟೠ ੋ ݶяਹ ߺജр ୯છ ۿധӟँ҅қ ߺജनை ഞੋ ےت

• ূփഞੋূ ۈփܵ ݇ٞӟ ਦೢ tূփਙu ߺജनఅ יѬࡼ݇ উੋ ۆצ৮ ্қઁ ؽ ധ ҅ઃ ޛജ

٣ ۠ ਅ੍ੋ شनߌװߺ ۿജೠ יധӟँ୕҇ ഞ 

ੋઁ͎ೢ੦с  ߖછೡ͎ਰࣿ 

• ӟક ূփ୕ઃр צҌ  יқࣁੋ ণജ ٺ ؾը ࣽ  יഇ࢜ ۿ ਹ t౧࢞u җۜੋ ਅ
• ূփഞ ਦೢ ౧࢞җۜূࢴ ળਅೠѳ ࠙с יؼೱਦਖ਼ יtनu
 ূփ ࣙ࠼ূ ೢ ାчҙ ಥࣁূ қम ӟਐੋ יtূփ नࣁuੋ ߌഇূ ٺ ؾփഞ 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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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ߓ ۿҗ োҳߑߨ

҃ߓ ۿ

т١࠙ࢳ
• ф٣ࠛࢵੋ ۈౢઁഇ࢜ ф٣  ۠نश ੋ೩қ҇ਖ਼ٞ ࠄೢ ф٣ҵઓ৮ ђҙઁ
ಟࠃ י۴ ҙઁ
• ্ҵਖ਼ࢵࠛ יೠҌਖ਼ ೠ יф٣ূ ೦ೢ ࠛࢵ ӟવ ࠛࢵ ҙ ߓߪ ઓਗ਼ઁࢺ ۿ

ೠ ্ҵܵ ೱೠ ઼ ੋ ؚיр ݈ੋ ఘೠҌ ߓ יऩ יۿtӟࠆݿu ߇ച 


ф٣ ђਅxђҙઁҙ  ੋ೩қ҇ਖ਼ܵ ౷ঊೠҌ  ф٣ ঢӟೢ ਙ੍ ࠛࢵ೩  ള ф٣ђ ش

߄ ߓ ಟࠃߓ יऩ

• ੋ߈ূ تઓࣁߕ   ഡࠃݼjਰࣿ  ٣ਹ ઓਗ਼ ઁܵ ీೠ ঘࢴ ӛ
ೢ tӟࠆਅ੍ ݿuূ ࢵࠛ تӟવٞ р



҃ߓ ۿҗ োҳߑߨ

োҳߑߨҗ ࠙ࢳౣ

ܐ
ࣻ

• ޙઑࢎ ҙ۲ ܐ৬ ࠁܳ बਵ ۽т١ਗੋ ҳઑ ఎࢳച  زঈ
• बக ݶখࢲ ࣗѐ ػোҳ࢚৬ ӝҙٜਸ ࢚ਵ߈ ۽ҳઑച  ݶ ػपद

• ࢎ۹োҳߑߨ ۿਊ
 ౢઁ ഇ࢜ҙ қ۴઼ ܵۻ ؽमࣃ࢜ ۿೠѳ Ѫహೠ্ יҵ

6WRHFNHU3ODWW

 ઓ ࢜ҙ ӡ൦ ্Ҁઁ ؽഡઓѦ ഝ੍ೠ ؚי ্ۻҵр ੋ

࠙ࢳ
ߑߨ

प҅ऩ ৽

 ׳্ۻҵ tূ౷ਗu ђ ࢜ܵ ۠نश ф٣ҵઓ৮ ఐࢵఏജ ਏߺ شജ ౷ঊ
 ࠛࢵ׳ਦtࠄ೦ࠛࢵ׳ਦu ۿূ౷ਗܵ ۠نश ੋ೩қ҇ਖ਼ٞ ಟࠇ ઁ

• ਃ࠙ࢳౣт١࠙ࢳ

߇ച  ߇ച

߇  ઓࣁߕ 

 ౢઁ Ѧ੍ ۿ೩ ߌࢦೢ ф٣ ୕҇ࢵࠛ ۿೠӟ ਦೢ ্ҵߓߪ ۿф٣ ഇঋ ۠نश
ф٣ ਙ੍ҵઓђҙઁ ٣  ܘكಟࠇ ࣽ  ೩࢜ ܵ ࠛࢵೠ ؚיੋೢ ੋ ܁ਖ਼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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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ߓ ۿҗ োҳߑߨ

োҳ࠙ࢳౣ
࠙ࢳ ౣ

ђҙઁ ࠛࢵ

ਃ ղਊ
↡ф٣ ђҙઁ ࠛࢵೠ ф٣ ߊ੍ ҵઓ ౷ঊ
↡ф٣ݜউӟф٣ಶӟ ф٣ৰೠӟф٣मജӟф٣೩ࣙӟ ۿқ۴ ࢵࠛ ܵۻೣ ઁ

↡ф٣ Ҁҙূ ٰ ۆധx҅ઃ ࠼ಠੌੋ ߌࢦೠ יђ੍  יښీ ׳೩ ࠛࢵ

ળਅ ੋ೩қ҇ਖ਼
ࠛࢵ

↡  ੋ೩қ҇ਖ਼р ਖ਼पੋ ਙೠ יѬ ҵ୕੍ Ѭ ۿಶഇೠ יѬ
↡बੌ ੋ೩қ҇ਖ਼р Ӕ۠ೢ  эѳ ੋ ؽਮ ش יښӟ
↡ੋ೩қ҇ਖ਼ ੍ఢܵ ీ೩  ҙ बੌ ٣ ీ೩ ഇ੦ қ҇ܵ ࠛࢵ

੮ ࠛࢵ

↡੮ װপೢ ੋङٞ рਏੋ ؚ೩қ҇ਖ਼т ࢴ݂ ۿೠҌ  יѬ
↡੮ ࠛࢵ  ੋ೩қ҇ਖ਼т Ѿੋ ೠࠛ࠙ יҙ ࠝೠ ࠛ࠙ יҵೠ יҙઁ
↡ф٣ ࣁѼ ੍ҙ ਹ बқ҇ ф٣ੋ೩қ҇ ф٣ҵઓ੍ ф٣қ҇࢜ ф٣рқ۴ ф٣ ٣ ђ
ਮܪࠛ ۿ

ф٣ࣁѼ ࠛࢵ

बқ҇ ф٣

Ѧਖ਼ܒೱূ ೢ ब೩ࢵ ଲੋূࢴ ৡ יф٣

ੋ೩қ҇ ф٣

ೢઁ ؽਖ਼ਙੋգ ਦਖ਼ਙ ࣩࠛೠ יҙઁূࢴ ࢦӟ יф٣

ҵઓ੍ ф٣

ധઁ҅ઃ ҵઓ৮ ৷ҍ ؽઃتқೱқथ੍ ۿ೩ ߌࢦೠ יф٣

қ҇࢜ ф٣

ࠝपৡ೩ಠѾ ٣ ࢜ഒқ҇ ੋ࢜ࢦ ۿѻգ יф٣

рқ۴ ф٣

рқप֝ࣃઁ қછҰޛജ ଲੋূࢴ ৡ יф٣

ઓࣁߕ 

3DUW

ф٣ࠛࢵ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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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١࠙ࢳղਊ

ਃ೧ҙ҅ ࣗѐ

ࢸۿxࢵఏജ۳ ߩनାਦਙധ

࠙شѦࢺ a ¬6.рट a

न ࣙ੦ ণ ђ Ҍ ਗ਼ਹ ୕׳xӟқٞੋ ݿ

ࢵ ݸޛҰ ূܽۿূ౷ਗ ୪ ࢺ࠼۟ 0: ܵ

 ূ౷ਗ৮ ࢸ ۿѦࢺূ ߊ؏ қ҇ਖ਼ۿ

ѦࢺೠҌਖ਼ ؏ ୕ ۿ୯ ׳ഞ҅ࢺ࠼৮ ،ࠝ

ҙتೢ ࢵఏജ۳ߌࣙ Ѧࢺ ࠼౺ೠҌੋ੍ ۿೢ ഞ

҅ઃമҙ ণ ઓਙन ੦ઁࣽ ণ লਙ р

҅xѦьޛઃܵ ೠ ݶূ౷ਗ ఐࢵఏ ળ

ণ  ݼҌമҙܵ ળ

ଲࢿ

߈
न

ࠃ࠙

ࢵݸޛђߌਦਙധ

োҵ Ҷധਙ

ђܽ ઼ ђܽ ࢵ ݸޛળ ಶ

नੋഞ  न  ۿكূ౷ਗܵ ߊ

ূ౷ਗূ ೩ ୣӟূ ܵߊ יೠգ Ҁҙ܁ۿ

ೠգ ੋള ֛ ਚূ  ߥࠄೠҌ ࣽঋ

ࣁ؏ қ҇ਖ਼ ۿഞ҅ ۿ୯ ܵ࠼ࢺ ׳э 

ߌಶ ¬ੋള  ؽࢸӥച ഇ नਹ ূ౷ਗ

ূ౷ਗܵ ీ೩ ࢵݸޛҙ न ো҅ઃടࣁജܵ ળ


Ѧࢺ ߊ ܵળ
Ҷധਙূ౷ਗܵ ࣚߊ ۿ

ࢵܠੋ ࢴূݸޛ יсછ ҙ ޛઃূ ೩ ળٞ ಶೠ қ۴ ഇঋҙ ޛઃܵ  ݸޛࢵ יܘװো
ಶ ۿ୕׳ђܽ ੋ с ݅୪ധ ਙ  ݸޛࢵݼсછ ୕׳ ݼ ۿҵࣁ্ ؿণ ݼ

ࢵݿ ݸޛٜ োݸޛࢵ י୕׳ђߌਦਙധ ࣙࣚ



т١࠙ࢳղਊ

ਃ೧ҙ҅ ࠙ࢳ m т١ ਗੋ

ࢸۿxࢵఏജ۳ ߩनାਦਙധ

࠙شѦࢺ a ¬6.рट a

vੋ ӟ ࢵఏജ۳ߌࣙ৮ ђ ఓੋ װv

࠙شѦࢺ vࠃ࢜ੋ р ఀ ਙ੍ੋװ ܵߊ ׳ೠҌࠌঢ

vߌ ୣӟূ োળٞ ࠛৎनఅ יೱਦࢵݸޛђߌ

، ఀ ࠃ࢜ੋ ٰܵ ѬੋۆҌ ળٞੋ ࢦсೠ יѬ яװw

ਦ ଲূ Ӝզ ೱشٞੋӄূ ೢ ਆमw

6.рट vߊ ഞ҅҅ઃ ࠙ ূޛೢ লҙ ਦળ

vࣽتӄ ۳ࣽਅ ઔ ਦ೩ ৷ ܽр ൠࢦ೩ঢգ"w

٣ੋ ф٣ ಫनװw

vਙђߌߪ ݊ تঋ יؼьઃࣁċ

ଲࢿ

߈
न

োҵ Ҷധਙ

न৮ Ҷധਙ

ࢵݸޛђߌਦਙധ

vҙتೢ ࢵఏജ۳੍ ۿ೩ नٞੋ ਦഊߋҌ 

v҅ઃр উঢ ഞ҅ تউգ ੋ੍ؚߪ יब װܴݿw

 ݶ࠙ఢ ܽ җ ܵ୕ش౷Ҩ೩ ৣ ળߩw

vߊ লҙ ળੋ شࢸ ܁װw

vূփഞ नݑ ܵউ पӑജ۳ߌ֤ࣙളജؽ

vन৮ ઁ࠙ қࣁ  יగتٞੋ ੋ۠ೢ ф٣ ਮߌ

ജ۳ߌࣙܵ ઓӟದೠҌ ੦ࢦূփ ђߌ ࠼઼

नװҌ ࠆװӟ ۿ ݸঢw

֭ঢ ೣ װੋٺw ઼খ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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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١࠙ࢳղਊ

ਃ೧ҙ҅ ࠙ࢳ

ੌр

ੌр

द
ѐߊਤਗഥ

߈

ଲࢿ
ࠗزѤࢸ
ª
4,оझ

Үܻ۽


ജ҃
زো

द
ҳ
Ҵഥਗ

द
ѐ ݶ
ѐ 

ࢳݶޙ
ѐߊਤਗഥ

द
ਗ۽

࣠ݶ

 ݶनಣݶ
 ݶъݶ
ݶ ݶ
ݶ
࣠ݶঈ

Ӓܽೖझ ١
৻ ױ

ীցജ
ਸ ਤೠ
ߑࠗ
ഈഥ
द ѐ 



т١࠙ࢳղਊ

т١ѐҗ

ਊয ಞ࢚ റ ীਕ नੋ rࠗزച۱ ߊࣗs بীਕ ۽ӝࣿೣ

т١ݚইӝ m Ѥࢸ҅ദ ҕѐغӝ 
݊  ࠙شѦࢺਹ  ݼਙ ࠙ূ ౷Ѿೠ ࢵఏജ۳ߌࣙূ қೢ ળٞ ੍ऩҙ  ળߺ ഞ҅ ٣
 ౷ঊ

 ࠙شѦࢺਹ ࢵఏജ۳ߌࣙ Ѧ݂࠙ ഝࠃܵ ਦ೩ Ұ੍ ܽۿӖ җਮࣽ ݂ݔ ݸਦೢ ഞ҅ࣁѪహ प
ࢴܵ ߓ೩প೨݇ূ ઃ

Ѥࢸ҅ദ ҕѐ റ ୡӝ т١ѐҗ  т١ӝ
 ࠙شѦࢺ ഞ҅ࣁѪహ पࢴܵ ѳ  ؽഞ҅ਏ্ش೦ਹ  ࣁߌ ܵࢴݼಶೠҌ ূ౷ਗ
Ѧࢺ҇ന ധܵ ਅ ো մূࢴ қ۴ ࣙऩੋ ഝؼӟ नਗ਼
  ݸޛࢵ ࠛ࠙ળٞҙ োन୕׳р ೦ࣃೠ ജ۳ xഒӟ৮ ূ౷ਗ Ѧࢺ ߊೠࢵ י
ఏജ۳ ജ  ҷାਦਙഩ ੋೠ ାਦ р ߩੋള ҷӅӟധѦࢺߊ ਏ شनਗ਼
a Ұੋ ܽۿ  ۿك࠙ Ұ ܽۿোળূ ೩ ݇ٞ tҰܽۿାਦu৮ ࠙شѦࢺੋ ળਙ
ੋ ಪ ؽt࠙شӔܿߌࣙ ূ౷ਗ Ѧࢺ  ഊ۳ূ қೢ ੋೱ೦ࢴܵ ୕Ҁ،ࠝ Ұܽۿ
࠙ ળٞੋ ࠙ ࠙ش ٸѦࢺূ ݔ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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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١࠙ࢳղਊ

т١ѐҗ
т١ӝ

  җਮࣽ ূ݂ݔݸқೢ ഞ҅ࣁѪహ ળࢺݼധܵ Ұ୕ހװ ܽۿਯқূࢴ ূ Ҍೢ ো୕ܵ ీ೩
ҵܵ ݆উࢴ ݶ࠙ ࣁ ળٞ݇ नఅ ݇ࠛݼ י יળࢺݼധ ђ୯ܵ नت
  बҙӛ җޘਙٞੋ ূ౷ਗ Ѧࢺҙઁূ ೢ ޛઃ ઃӟೠҌ ೱઁӄ ߩਦ մূࢴ ূ౷ਗ Ѧࢺ
҇ന ߊೢ יװ ಶݼೠҌ ੋള ҷੋ ߊѾ ಶݼ
a  ઃଲ ۳ࣽӛӟࠆ҇ന नঋূ יಪؼ ক؏ ূ౷ਗр ࠆঋূ יળ ࣽ ઓѦ ۿಪؿ
  ࢵݸޛђߌਦਙധ੍ tೢ࢜ഇuঁ৮ ࢵੋݸޛ׳ഊധ੍ tੋછഒuঁ יജ۳  ഒӟܵ ݆ އೠҌ
ࢵݸޛٞ Ѿূ ೩ tਖ਼ਮu೩ߣܿ ੋ࢜ ାਦ ട شೠ יѬੋ ২ އೠװҌ ౺׳೩ ାਦ җشਦ
ਙ 

  ࢵݸޛђߌਦܵ ઼मߌ࠙ش ۿഊ୕ ਦਙ ೢ࢜ഇ р ҵࣁؼҌ ূ౷ਗ рܵ ҵੋ ݶളۿ
ଲ ࢵ ݸޛળٞ تࣁ ࠛਦӟخ ۿউࢴѳ ؿ
  न ऩ҅ઃ࠙ ӟਦਙധূࢴ ূ౷ਗ ߌр पੋ ీҙ  ׳न ݸޛࢵ יښђߌਦਙ
ധ ਮ ߋ ܵشউঢೢ יװઓѦ࠙р ઃؿ
  ࢵݸޛђߌਦਙധ יҰ ܽۿળٞ ߊߌ יؼޘ ۿ୪ധ੍ ۿ೩ ੋധܵ ৎҌ ূ౷ਗ ਮ شѦ
 ࢴݸम ۿрҀೠҌ ੋূ ऩ҅ઃ࠙ تઓѦ࠙ܵ ೩ઃ



т١࠙ࢳղਊ

т١ѐҗ
т١ӝ

 ࢵ ݸޛҰ ܽۿળٞਹ ূ౷ਗূ ೢ ӟрܵ ն ऩ҅ઃ࠙ܵ ࢜ ۿೱઁࣙ ઃӟन
ഞ҅ࠛঢ ޛр ߺഒр উ רഡ  Ҷധਙҙ яਹ ޘब ࣙࣚ ߺഒܵ ࢸ

 ࢴਐೱઁߪਙਹ ೱઁࣙূ ೩ ഞ҅ಥрр ੋܠ উ ೩р ݼഝ װҌ сೠ
 ੋഞ  नਹ ӟਖ਼ധѾ ৎҌ ߪxೱઁ ೢ҇ূ ࠋଳ ݶװূ౷ਗܵ ࣽೢװҌ ߍ൪
ࢵݸޛђߌਦਙധ יূ౷ਗ৮ ੋೱ೦ࢴܵ ਼ݝ

т١৮ചӝ m ఎࢳী ೠ  ਤ୷ ػт١ন࢚
 ੋഞ  न ߌಶ ੋള Ұ ܽۿোળഞ҅ਏ্ش೦ଷਖ਼न઼্ म ۿାਦ ࣃ۳
ੋ ਦੋؿള ାਦੋ יഞ  नূ ೢ դࢸਏ شबन
 ࢸߩ ۿनାਦਙധ ਦਙ ӥછऩ р ߌઔೠҌ ାਦ יӟূ ଷ೩ ఓ ߊਏش ۿрࣃ

 न ࢞ઁળ্೦ ੍ࣙࣚ tӥചuളࠃр ؼࢸঽ݇ न ӥച ളࠃਖ਼ יূ౷ਗূ ೢ ݼഝ
ೢ  ಶ ݼೠ ਼
 6.рट৮ ਹೱੋ ূ౷ਗܵ Ѽ ੍ࣽ

 ࢵݸޛђߌਦਙധ יূ౷ਗ ਖ਼ਮܵ ਅೠ יմ  ݸޛࢵ ݼળ ࢴ ܵ࠙ݼ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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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١࠙ࢳղਊ

т١ѐҗ

т١बചӝ m ଼ਤ ഝ زѐ ࢲݶغച
 ࢸߩ ۿनାਦ יӥഇӟੋછഇ ࢜ਦਙ ࢞ࢸ ੋۿೠҌ ઓ ੦ઁ࠼

 ࢵݸޛђߌਦਙധ יनധ৮ тധܵ ీ೩ ਖ਼ਮ पࢴܵ ധೢ नূ ࠝ݇ ઃӟ
 ӥച नਹ ળ֛ ऩূࢴ ূ౷ਗ Ѧࢺূ ೢ ߊ ಶݼ ݼഝ൦ 
 ࢸۿxࢵఏജ۳ ߩनାਦਙധߩ ۿ
 ీ࢜ਖ਼ਙ࠙ࢵ יఏജ۳ߌࣙূ ೢ ђࢸା ূ ߌಶೠ݇ ূ౷ਗ Ѧࢺ ࣽೠѹיװ
 ߍ൦ ࢴݸ ݼળٞੋ ࣃછन ࠙ܵ ଼উ ӑఏധܵ ৎঽ਼
 ӥച नӥഇӟ ାਦ ࢜ਦਙഡࣁ۵ ାਦ ೱਦਙ ׳ऩ֬ࣁ नਗ਼
न сછ োࢴޛߓ ୕׳ਐनxউनxঋन ٣ ਖ਼୕ٞ ߓޛ،ࠝળ ਙٞ ߓ ޛ٣
 ଷਖ਼न্ݸޛࢵ יђߌਦਙധр ઃೢ ਖ਼ਮ ࢴ ݼઓਗ਼ഓ ࣽܵ ҵೠ יઁࢴ ઃ
 ࢵݸޛђߌਦ יӟҵ ਙҙ नূ ೢ ಠ ട ূشೢ ࠼౺ࣁߌ ݼಶ

 tन ࢵఏജ۳ߌࣙ ਮtѦূ ೢ ળొಶ बनܵ ਦ೩ ળొಶ ҵ ਏ شनਗ਼ೠҌ नળ
ొಶ ઓۻਅѦ ֛ ਚ ূ ઔनఉ



т١࠙ࢳղਊ

т١ѐҗ

т١बചӝ m ଼ਤ ഝ زѐ ࢲݶغച
 न ণ  ੋݼଷࢵೠ יt%UHDN)UHHࢵఏӔ݇Ҷઃҗشೱ شը ೱuܵ ђ୯

 ߇Ӗഎ   ۺీ౷ ݸള࠙ ೠ ਙђߌमਙധূࢴ ূ౷ਗ ਙђߌ बन҇
നঋ рҀೠҌ ࠙ қ ध੍݇ իѻه
 न োਙۿӛ xഇ ധ୕׳ٞੋ ূ౷ਗ Ѧࢺ ҵ ࣁߌ ܵࢴݼಶ

ীਕ -/(ജҗ  т١ࣗݷӝ
 җઁ ݇ ܭपӑࢵఏജ۳ߌࣙূ ೢ ੦Ѫహ җণ մࣃਏ ޛ੦੍ ളࠃਖ਼ ۺీࢸ ۿ
 ࠙ੋ יը ࠃޘ ۺీҌܵ ీ೩ Ѧࢺ ઼੍ ࢵఏജ۳ߌࣙ /1*ഞߓঋ ೠѹװҌ ߍ൪
 ࠙ יҶധࠃҌূࢴ ઃଲ ۳ࣽӛӟࠆ҇നঋূ ূ౷ਗূ ೢ /1*ഞ ݼन
 ࠙ יઃଲ ۳ࣽӛӟࠆ҇ന ഝઁ ޛҗҌೠ ࢴݸূ౷ਗূ ೢ /1*ഞ җऩߌ ۿಶ

- 115 -



т١࠙ࢳղਊ

т١੬ m ജ҃ઁޙ

߈ ଲࢿ
vജ۳ ӟࠃ װ، ݈ਹ ӟৡޝ ߕೠҌ
 י ࣙ੦ ୕ܶװ יউ רഇ Ҍۿઃࣙੋ
װഇ Ҍۿઃࣙূ ೢ ӟৡޝ ߕ۟ਹ
тҙೠҌ ജ۳ূ ೩ࢴ݇ ࠼౺ೠ יѬਹ ֦ܽ
װੋࣿݿċ ୌҶ݂ഞ҅ҙೡਙ 

vनр Ҷ ਖ਼୕ূࢴ ਦܵ ӟ܀ೠҌ ݶ
ജ۳ߌࣙр ߕೠ יӟৡޝਹ Ҷ ળਅ
୕ ઼ ֛ ਦ֛ ਦܵ ӟ܀೩ ୯ঊ ӟ
ৡޝ ߕೠҌ װċ
ୌҶ݂ഞ҅ҙೡਙ  ഞ҅࠙ 

vূ౷ਗূࢴ ߕ ؾӟৡޝਹ ഇ੦ ୯
 ܵ࠼ࢺ ׳э ੍ ൞ജ۳ߌࣙࠃ تװհਹ ӟ
વܵ ೩ қܽೣ ઁੋװӔ۩ѳ ѥઁੋ װؽ
 ݸଲ֤ ܽۆളജ ؽജ۳ ഒӟ ઓӟದࣩܵ ળ
ೠיѳ ೦ೢ ੋੋװċ

vࢵ ࢴূܽઁీ ݸޛӟਮ೩ޝ ઓೢ Ҁҙ
:+2ূࢴ ઁೢ ӛ ߌޝ੍ ࠼ࣙ৮ р ܃
֬تр сс ߖ݇  ߪ ੍ݼ ݼӟવࠃ֭ װਹ
ݼݼ ۿգծװw
ୌৡ݅ੋבट

ୌߌ մ࠙ਖ਼ܒ

vӔܿट ਖ਼ ূܒೠ ݸജ۳ ഒӟ৮ 
ূ౷ਗূ ೩ Ҷմઓӟݐਖ਼р  ূݼೣ Ѭ
 ݶੋࠃ ۿળߺҶӫ ಪ न ূݼਯ߇
ೣ Ѭࠃ ۿ ࢵఏജ۳ मсࣁ ࠃળҌ װw

vҶр ಶવੋ  יؼҶ݂ഞ҅ҙೡਙ ਖ਼ ܵܒ 
 יװיѬ ਖ਼୕р ੋ೩р ؼ װיӔܽҌ Ӕܿ
ट ਖ਼੍ יܒ рр  ܴװӟқ ਖ਼࠼ ূܒ೩ װ
Ҍ ࢦсೢװċ

ୌӔܿट 



т١࠙ࢳղਊ

т١੬  ҃ઁࠗޙ

߈ ଲࢿ
vജ۳ ӟр ٞৡҌ գࢴ ળਦܵ ಟࠌۆ
ܽ ূ  ੋٮٞࢴӟܵ գ҅ઃр ടࣁജؼ
ࢴ  ܴװਖ਼୕р ࠙۠ਗ ೣ݇ೢ ౢࣽമҙܵ ׀۹գ
উޘѬܠੋ ت ѳ  ݸৡ൦۲ сછ ਙҙ
ਙӚݸޛࢵ ۿђߌਦр ߕр ܴ࠙ ࢜గੋװw

v יߋ ֛ݔӟࠆਙӚ ҅ ࢵ ূݸޛ יђܽ
ূ ೩ ജ۳ҙ  ܽޝѤܽܵ ӟવ ۿೣ࠼
 ઁ೩ ଲ٣ѳ ߕࠛೠҌ ࢴ ђߌਦр рઋр
 יѬਹ ೠգװ ت،ࠝ Ӕشঋ ߋਹ ౢਙӚ
 ণ  יनܵ ਦ೩ नр  ೠװ
ઁ ݸޛࢵ تೢ Ѭੋ ਙӚ  մো
࠙װw

vഇ੦ӫ ജ۳ূࢴ ೠҌ  ࣽװ יোળ
ٞਹ ࣙোੋգ ҅࠼ো ۿೠۊ יٞੋװ
ࠆ ੋਹ উܠੋ ت Ҍ ీ ܵੋ צೢ
न ো҅ઃടࣁജ ښೢ ఢੋ י צޘঢӟ੍ؚ
ূ౷ਗ ښೢ Ӕ۠ೢ  ߏ ѹգw

vജ۳ਹ Ӕشঋ ণ লਙ नূ ొਖ਼ೠ
Ҍ ୯Ӗ ֛т ্ಥӒ লਙ ߓࣃ ߄ ਙ
Ӛ ਙೠ י٣ ݿथ ࠃ৵ੋװѬ ਖ਼୕р 
ো҅ઃܵ  יزѬੋҌ ਐ ࠌ تূ౷ਗ י
ള ࠛ ݼҌമҙܵ рઋৡ י٣ ো҅ઃ ടࣁജ
ূ تਓੋ  ؾѬੋװw ୌ࠙ 

vҙتೢ ࢵఏജ۳ߌࣙ ੍ ۿ೩ ࣽ ߖђ 
ఓੋ ѦࢺؼѤգ Ѧࢺ҇നੋ ݂ࣽؼ  рр
ೠۇೠ י٣ োળٞ ੦ӄੋ ஞ೩ೠҌ װ
ښೢ ࢵఏജ۳ূࢴ գৡ੍ ۿࣽߕৣ י೩ ܽ Ұۿ
ܽ ળٞ ఢ੍ ্ঋਖ਼ਙ ന۟ੋ ഝ্൦ શ
ٜ Ѭ ୕чೠҌ װw

ߌ  v֛ బ۠գ ੦೩ ਦ࠙ۿఢ ۳ࣽ
ӛ۟ ঋઁ ۿഝࠃೠӟ ਦ೩ NYܵ ઼઼
ധࢸ ۿрѦࢺೠ יۆчਙ   ূޛٺ
ఓ ҇നੋ ࣃਗ Ѭੋ ܽ৮࢜ יқੋ װv
ࢵݸޛђߌਦ  vఓਹ ޘઓѦ ઼ജܵ ೩ঢೠ
݇ ূ౷ਗ  ূޛٺђр р ۿٞࢸיװ
ੋঢӟ יਦबূ ࠝҙೠװ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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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١࠙ࢳղਊ

т١੬ m ର࢚ ઁޙ

v֛ ਚূ ࢴݸम ۿрҀೢ ੋೱ೦ࢴࢵ י
ݸޛђߌਦਙധ ݿٜ ਙੋ ଷࢵೠ י୪ധܵ ీҙೢ
Ѭੋ উੋ ۆצധܵ ీ೩ ਙٞੋ ਖ਼୕ీ ۿҙ
नఇଲ࢜ ޛઃр գۆೢ ೦ੋӟ ੍ ূޛٺ
ઁೣ ࣽ װw

߈ ଲࢿ

v֛ ਚ ࢵ ݸޛળ  ݼਖ਼ਮ ࢴݼ
 ߋউ नূ ઃҌ नਹ ੋূ ೩ ਖ਼पੋ 
ਖ਼ࢴݼ ۿਖ਼ਮঋѦূ ೢ Ҁઃܵ ೢ ُ न
ധূ شঋ рҀ ध੍ਅ װӔۢ ূੋ ؚ
೩ ߩनାਦр ߊೠਖ਼ ࠙न नை ੋܵ шਖ਼
ӟ ധन יੋ ؚיೱઁଲ қࣁ ޘनೢ ೱ
ਦੋװw

v֛ ਚ ઃଲ ۳ࣽӛӟࠆ҇ന नঋূ יಪ
ؼ ক؏ ূ౷ਗр ࠆঋূࢴ шਗ਼टۥѳ ળ
ࣽ ઓѦ ۿ೩ ಪ יؼୌҵ࢜ י צഡ
ੋ ߧઐੋװѳ ݊ੋգ  יؼೱઁଲ੍р"w
vੋളূ न ݸޛࢵ יښђߌਦਙധ شр
 न ߌрܵ մવװҌ ऩ҅ઃ࠙р ߥ ښ
ࠄ ೠߊ ࢴݸળ ܵ ޘन೩ߣܽ יୌܵ
մ۹װw

vઃݼೠӟ ੋ Ұܽۿр ࢵݸޛђߌਦূѳ ূ 
 ࣽ ݿ יਆ੍ ݊ٞੋ ൨ җ ޛҰੋ ܽۿ
 ࠃ ۿݼջװӔ ࢴےգ઼ূ Ұੋ ܽۿূѳ
ੋ ੋ ब Ӏೠ צৡ൦۲ ਖ਼पূੋ יܲݿ ت
Ӕ۩ѳ җ ੋޛт Ѭ яੋ יװঢӟܵ ٝҌ ੋۿ
ࢴ ਖ਼Ѽੋ  יװ౺ ׳ೠূ ђߌਦ ઁқূ ٰ ۆઃݼ
नװw

vࢵݸޛђߌਦ יਖ਼पٞҙ Ѿੋ ݑ ੋ יװיਮ
্ ۿ ۿଷрנೢ Ұੋ ܽۿ ઃݼनைߣ
۹װ،ҷװգ ੋ ࠙ࠛূ ೢ җ ੋ գ઼ূ
ࢴঢ ੋ۠ೢ ब ѳ ࠛ࠙ ؽਹ ڎѳ ࢺݼೣ Ѭ
੍р"







vੋ ֛ ਚ न৮ ࠙شѦࢺ тূ ূ
౷ਗ Ѧࢺূ  ܵش ݸޛࢵ ݶળٞ ઼ ҙ
ߊࣽ ੋ࢜ੋ  ܵش೩ ಶࣁ ੋ יڿധূࢴ ੋ
ೱ೦ࢴܵ ਗ਼ࣁ װ࠙ ߊ୕׳р ୪ധܵ ҇ࣚ ޘ
नఅش ੋ צೢ  װन ധೠ יѬਹ 
ଲ࢜ ݑ ࠄߥ יೱਦۆҌ ߈ূ ࠇ ࣽ װċ

т١࠙ࢳղਊ

Ѿۿ
ਃ೧ҙ҅߹ ੋध ରо ѱ חrѐߊ WTജ҃ࠁഐsীࢲ ۞٘فѱ աఋլਵ৻ ݴী
ର  ઁޙ١ п ೧ҙ҅߹ࠗ ۽ೠ ա ೧ೞ ޅೡ ࢎউٜ ҔҔী ೧ 
т١ ࣗ חغݷҗীࢲ п ೧ࢎٜ р ചա ഈܳ ా೧ ਵ ۽೧Ѿغӝ ࠁױ

࢜۽ ঔࠗ അ  ױ Ү ١  ߸ࢎ زউ т١ ࣗݷী ѱ ਊ
vޛ੦੍ੋ ളࠃਖ਼ न  ٺӟ ߌࣙ ܵ ೢߥ  ࠃ۠نҌ ыצװӮӟ ࠃ ݊ ੋۊ ࢴݸঋ೩ਖ਼ӟ تӟ ৮ࢴ ࠃަ צр
मсೢ ѳ  ؽѤޛ੦੍ੋ  ۺీঋؼঽ ݸܽ تউ ळҌ ۆރ تw
vनೠҌ Ҷധਙ ߆ՉҌ գࢴ ࠛਦӟр ݈ੋ ߺূ ੋഞ  न   יٺಶݸ ܵߊ ۿ݇ ӕ
ࢵ ۿఏജ۳ߌࣙܵ ೠ۲ יਓ яਹѨ ࠃੋ יক



೯ т١ ࣗݷೠ റী ߈৬ ଲࢿ  ੌࠗ بٜ ߹ بܻܳ оਵ ݴҮܻ۽
 ژೠ द ࢳݶޙѐߊਤী ࠂӈೞ ח١ ച೧  ઑӘঀ ನغҊ 
 ೠ݇ উ ળ т ф٣ੋ իউ ؚיೢ  ࢴূݸ ۿզ ঋূ ೩ ђߌਦ җр סѤգࣙޘݸ৮ ђߌਦূࢴ
ݸٞূѳ ࠃմ יҗр ઼҅ ؾ म࠙ఢ ೠ࢜ יഡੋ ্ؼӟ ت
- 117 -

ч೦װצ

ଷҌޛ
>Ҷմޛ@
ь  Ѥߣֆटܵ ీೢ ઁାф٣ ߓ ࠙࢟ݿঋగ৮ ઃળ೩ҷӟ ઼ ܵۻमࣁۿӒқೡҰ Ҷઁқܽೡਙ   
Ҷ݂ഞ҅ҙೡਙ   ӟৡޝ ߕ۟ ీ҇
Ӕܿट   ࢵఏജ۳ߌࣙ Ѧь೩
ӥҡҵ  ജ۳ߌࣙ  ф٣೩ࣙূ қೢ ্ҵ ˀ ജ۳ߌࣙ Ѧࢺ شഝࠃଲђࢸ ઼मۿೢҶਖ਼ೱઁೡࠃ  
ۺీਖ਼ޛࣚрߌנਦਙധ   җҗф٣ қܽ ੋ܁ҙ ӟߪ ᓕ
߇ച  ф٣ળӟқূࢴ ф٣೩Ҁӟઃ ఒ࢟1*2্ҵ  
߇ച߇   ф٣ࠛࢵݿ ҵҙ р ࣁנఒ࢟  ਐ पӑਙ Ѧࢺ ઼ ܵۻमۿೢҶ੍ೱઁೡࠃ  
ߖછೡਰࣿ  ࢴਐन Cਙ ೠգ શੋӟCܵ ਦೢ ۜ ౧࢞צ ࢴۿగপҡҙ ূփ नࣁ ߺജࢴਐتन্ҵ  
࠙  ࠃتਖ਼  ܒ۳ҙగൠ ࠙ ଲқ ജ۳ߌࣙ ߓޛ
ੋգഇ  ߓਖ਼ ୕׳ф٣ਿߓऩূ қೢ ্ҵ  ജ۳ߌࣙ ਮф٣઼ ܵۻमۿೢҶߓೱઁೡࠃ  
ੋઁೢ੦с  Ҷ ূփഞূࢴ җূ୕شփ৮ ূփन౯્य ഞ҅ധೡ্ҵ (&2  
ઓࣁߕ  ࢸ ۿѦࢺф٣ ӟജਙ੍ҙ ೩Ҁߓঋূ қೢ ্ҵҗҗ ധ্ҵ  
ઁ߿Ѩ  ੋ܁ҙ ब ࢴۿഞҙೡӟँೡҵ  
୯߿ೡपӟਙੋવѦੋવࢵৡ  ೱਦળ୕ ф٣ਮ ߄ ф٣ਿ੍ऩূ қೢ ઓ্ҵೢҶф٣қ্ܽҵ  
ഞ҅࠙   ҹ ڥਖ਼شઁӟӟ ࠙ଳ ৡޝ ઁҀҙ җђ
 ҹ ڥਖ਼شઁӟӟ ࠙ଳ ৡޝ ઁҀҙ җђ
ഡࠃݼਰࣿ   ਙ ৮ ৣߕ੍ࣽ ۿೢ ധ ф٣ҙ җߺ ୕شജ  ೢࡆਙ ઼मۿҗтҙ ധ
>೩৽ޛ@
,,6'   (QG RIFRDO 2QWDULR FRDO SKDVH RXW
0XUDW$UVHO%HQJL $NEXOXW )LNUHW $GDPDQ  (QYLURQPHQWDOLVPRIWKHPDOFRQWHQWDQDWRP\RIDQDQWLFRDOSRZHUSODQWVWUXJJOHLQ7XUNH\
-RXUQDORI3HDVDQW6WXGLHV  
>ਖ਼ਖ਼@ܒ
ৡਵ   ׳சഞ҅ ࢵఏജ۳ߌࣙ ণࣚvࠃ
୯മ  ূ౷ਗ рҀূ ӛ ߌޝӫlਹ ս"ৡ݅ੋבट

- 118 -

특별세션: 촛불혁명 이후 생태적 전환의 전망
사회: 윤순진(서울대)

1.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헌법
-발표자: 박태현(강원대)
-토론자: 이유봉(법제연구원)

2. 에너지 전환과 개헌: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토론자: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3. 중강도 지속가능성과 탈성장의 탐색 - 환경정의 담론의
생태사회적 재해석
-발표자: 한상진(울산대)
-토론자: 정태석(전북대)

- 119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헌법
박태현(강원대학교)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생태위기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법규범
1. 생태위기의 본질
2.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규범틀 정립의 필요성
Ⅲ. 환경국가 원리
1. 헌법의 기본원리와 규범적 의미
2. 환경국가원리의 구성요소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국민에게 환경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환경권 조항은 1980년 헌법에서 신
설되었다. 그리고 1987년 개정헌법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면서 지금과 같은 환경권 조항이
되었다.
깨끗한 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뀐 것은 위생의 관점에서 환경에 접근하는 태
도를 버리고 이제 건강을 포함하여 양호한 삶의 질을 위한 조건으로서 환경을 바라보기 시
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권을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다양한
환경법률이 입법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조성하였다. 다만 이 법률위임조항은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그러한 (실정법상의) 권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 121 -

표. 1980년 헌법 및 1987년 헌법(현행)상 환경권 조항 대비
1980년 헌법

1987년 헌법(현행)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

정한다.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
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현재 환경부 소관 환경법률은 60개이다(시행령은 124개, 시행규칙 644개에 이른다). 환경권
이 이 많은 법률 전부를 입법 추동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법률들의 입법과정에서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과 실현이 입법논거의 하나로 제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법령을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런 점에서
환경권 조항이 한국사회에서 환경보호적 기능을 일정 정도 수행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박태현, 2018, 53).
현대의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로서 생태위
기이다. 또한 이러한 생태위기는 자연에 기댄 인간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
서 생태사회위기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사회적 위기로서 생태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시
구조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 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추구를 위하여 규범적 가치질서의 수립이 필요하다
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 이러한 규범적 가치질서는 그것이 사회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서 정초되어야 하는데 그 질서체계의
틀로서 환경국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생태위기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법규범

1. 생태위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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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생태위기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대기나 수질, 폐기물의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와 달
리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다. 구도완은 이러한 생태위기
가 사회의 기반인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해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이를 생
태사회위기라 부르고 있다(구도완, 생태민주주의, 한티재, 2018, 40).
우리가 환경이라고 말할 때 이미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가 이루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속하므로 자연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한다.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인 것이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015, 108). 따라서 생태위기를
생태사회위기로 규정하는 것은 적확한 통찰이라 하겠다.
2005년 유엔의 새천년생태계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난 50년 동
안, 인간은 식량과 식수, 목재, 섬유 그리고 연료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태계를 더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변화시켜왔다. 이로써 지구 위 생명다양성은 실질적으로,
또 대체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었다.”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인간
의 안녕과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지만 이러한 이익의 성취는 수많은 생태계 서
비스의 질저하와 비선형적 변화에 따른 위험(risks)의 증가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의 빈곤의
심화라는 형태의 비용 증가를 대가로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U.N.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1)

2.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

국제사회가 환경 보호를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통합적 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지속가능
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인지 이미 한참 오래되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법』은 “지
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
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
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입법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개별법법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김
광수, 2015, 102-5). 가령 2011년 개정된 국토기본법 제2조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
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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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
써 국토행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렇다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란 어떠한 사회인가? 변순용은 생태적 지속가능 사회
의 조건으로 첫째,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외에도 비경제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체제이고, 둘째, 협의적인 참여민주주의가
실천되는 사회여야 하고, 셋째, 지속가능한 생산과 농업을 통해 식량공급이 유지되는 사회
이며, 넷째, 지역생태계와 공동체 수준에 적합하고 통제될 수 있고 생태계에 유해한 효과를
회피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지역 생산단위의 발전을 조장될
수 있는 기술과 생산방법이어야 하고, 다섯째, 자원 순환형 사회여야 한다고 한다(변순용,
2012, 178-80).
필자는 인식론적·가치론적 관점에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상을 다음과 같이 그
려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인간 사회의 공동번영과 부는 개인 및 공동체의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권리보장
에 달려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공동번영과 부의 궁극적 실재기반은 자연임을 인식하고 인
정하는 사회이다.
둘째, 공동번영과 부의 궁극 기반으로서 자연을 단순한 보호대상(객체)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생물과 무생물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living) 시스템으로 보는 사회
이다. 시스템으로서 자연이 다른 사회적 시스템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은 거기서 생명현
상이 창발하고, 유지·발전하며 존속하는 네트워크적 장(field)이라는 것이다.
셋째,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서 자연은 인간의 존재에 앞서 있으며(자연의 선재성), 그 자체
고유한 이익·가치(내재가치)를 지니며, 그 자체 기능적 순환질서의 과정(자연법)에 따라 전
개됨을 인정하고 인간의 법과 제도가 이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한마디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는 가치론적으로 자연을 우리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단순한 우리 삶의 틀로 여기지 아니하고 타당한 규범의 원천이나 살아가는 거처로 여기는
사회이다.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자연계 자체의 상호 작용과 더불어 자연계와 사회 체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이른바 생태-사회체계적 사고를 하는 사회이다(찬미받으소서, 2015,
108)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규범틀 정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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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사회)와 자연의 관계 정립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생활 양식과 생산·소비 양식 그리고
오늘날 사회를 다스리는 이미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찬미받으소서, 2015, 108).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출발은 자연과의 올바른 관
계 정립에 있다. 그런데 이 관계 정립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의 변화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변화는 “지구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에 속한
다”는 우리의 오래된 공통 감각(common sense)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구와
자연 생태계는 우리 인간이 전유할 수 있는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
며 조화와 균형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자연적 존재들의 집합이다.

에콰도르: 좋은 삶의 방식과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는 2008년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시민들에게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녕을 추구”할 것을 명하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에콰도르 헌법
전문(前文)에는 자연의 다양성과 자연과 조화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양식의 공존의

질서를 정립함으로써 좋은 삶의 방식(the good way of living)을 뜻하는 ‘el buen vivir(원주
민 언어로는‘sumak kawsay’)’을 성취하려는 에콰도르 국민의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El buen vivir” 즉 좋은 삶의 방식은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sm)의 틀 내에서 책임을 이행하고, 자신
들의 다양성과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존중하여야 함을 요구”한다고 한다(제275조).
헌법 제7장에서 자연의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챠마마(Pachamama;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영적존재로 <어머니
대지>로 번역된다)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
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자연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공적기관에 청구(원)할 수 있다(제71조).

자연은 복원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침해된 자연시스템에 의지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배상할 의무와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복원
을 위하여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제72조).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좋을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자연부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환경 혜택
(Environmental services)은 전유(專有)되어서는 아니된다(제74조). 에콰도르인은 자연의 권리
를 존중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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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갖는다(제83조). 국가는 “환경적으로 균형 잡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
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자연적 재생능력을 존중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는 발전 모델(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95조 제1항).
에콰도르 헌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단순히 자연의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는데 있지 않다. 자연의 보호, 자연의 권리 인정,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하는 삶을 사람의 좋
은 생활방식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자연과의 조화하는 삶이 당위명제가 아니
라 그냥 그것이 좋은 삶의 방식이라는,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더
욱 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된, 인생관 내지 세계관을 에콰도르 헌법은 담대하게 선언한 것
이다(홍성태·최현·박태현, 2016, 80-1).

프랑스: 환경헌장
2005년 프랑스의 환경헌장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프랑스 환경헌장
은 Y. Coppen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 주도 아래 약 4년간(2001-2004)의 준비 작업
을 거쳐 2005년 3월 1일 헌법률에 의해 헌법전문에 추가되었다(홍성태·최현·박태현, 2016,
92-3).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
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이
하 생략).
2005년 환경헌장
프랑스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점, 즉 자연자원과 자연의 균형이 인류의 탄생을 조건지웠고, 인류의 장
래와 생존자체가 자연환경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으며, 환경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인간은 생명의
조건과 스스로의 진화에 점증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물다양성, 개인의 발현, 인간 사회의 진전은
일정형태의 소비 또는 생산과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
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필요에 응하는 결정은 미래 세대의 능력과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다른 국민들의 능력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균형되고 각자의 건강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사람은 환경의 보전과 개선에 참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침해를 예방 또는 억제하여야 한다.
∙제4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기관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손해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태

- 126 -

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적이
고 적절한 조치와 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의 채택을 고려한다.
∙제6조: 공공정책 당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정책 당국은 환경의
보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조화시킨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의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환경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은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와 혁신은 환경의 보존과 강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헌장은 프랑스의 유럽과 국제활동에 적용된다.

중국: 생태문명론
중국도 적어도 헌법에서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sation)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곧 시진핑 정부(2012-)는 강력하게 생태문명론(Ecological Civilisation
discourse)과 균형잡힌 성장모델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국은 2012
년 ‘생태문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어 2015년 9월 ‘생태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통합계획’를 발표한다. 총 10장 56절에 이르는 이 계획에서 생태문명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담고 있다. 개혁취지(1장 1절)의 설명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심각한 생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이 진전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6가지 개혁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장 2절).
1.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2. 개발과 보존을 통합한
다. 3. 맑은 물과 울창한 산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기른다. 4. 자연과 천연자원
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일깨운다. 5. 영토의 균형을 추구한다. 6. 산·물·숲·농장이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한다(한윤정, 2017, 00).

표. 중국의 생태문명에 관한 주요 언급
The
18
2012

2013

th

term

was

added

to

the

Party’s

constitution

and

overall

CPC

development plan: “The Congress stressed that the development of

F i r s t

ecological civilis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all aspects and the

Plenary

whol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development, cultural

제3차중국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The CPC continued to consol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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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in

the

central

government’s development plans, declaring that: “We should accelerate
공산당

전

대

system building to promote ecological progress…conserve resources and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promote modernisation featuring
harmonious development between Man and Nature.”
The report explained that China’s old growth model of “inefficient and

정부

활동

에 관한 연

2014

례보고서

blind development” had delivered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urban
environment and needed to change.

Soon after, China’s first official

plan on urbanisation committed to “integrate ecological civilisation into
the entire urbanisation processes”. Also in 2014, co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China fell for the first time in 14 years.
China’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outlined a suite

국가보고서

2015(

( U . N .

6월)

FCCC)

of policy actions to “promote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as
important

components

of

the

ecological

civilisation

processes”,

including increases in wind and solar power generation, lower CO2
emissions per unit of GDP, as well as promoting the use of low
pollution vehicles, fuels and transportation systems.
The statement asserted: “China is making great efforts to advance

중-미공동

2015(

성명서(기

9월)

후변화)

ecological civilisation and promote green, low-carbon, climate resili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ccelerating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enhancing policies and actions.” Soon after, Xi announced a
nationwide emissions-trading scheme would be up and running by
2017.
The president declared in a speech at the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the past few decades, China has seen rapid eco-nomic

시진핑주석

growth an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eo-ple’s lives. However, this

2015(

연설(파리

has taken a toll on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Having learned the

11월)

기후변화회

lesson, China is vigorously making ecological endeavours to promote

의)

green, circular [reuse and recycling], and low-carbon growth. [China’s
suite

of

low

pollution

policies]

will

foster

a

new

pattern

of

modernisation featuring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The agency announced that more than 1,000 existing coal mines would
2016(
1월)

국가에너지

be closed over the coming year. Also, China’s transport ministry

행정청

announced that “the nation’s transportation industry will thorough-ly

제13차

2016(

개년계획

3월)

5

implement the concept of ecological civilisation”.
The plan was described as the “greenest FYP yet”. Premier Li
Keqiang’s speech accompanying the plan explained that “w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while pursuing development”.

Source: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l Affairs, China Moves Towards Ecological
1)

Civiisation
1)

Available

http://www.internationalaffairs.org.au/australianoutlook/china-moves-towards-ecological-civ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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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나. 헌법적 규범틀로서 환경국가 원리
Rudolf Steinberg 교수는 ‘생태적 헌법국가’라는 저서에서 헌법국가의 이념적 전개과정을 5단
계로 구분하였다. 헌법국가는 이념적으로 첫째, 개인의 안전보장 단계, 둘째, 법치국가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단계, 셋째, 국가통치의 민주적 질서확립의 단계, 넷째,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급진전된 사회국가의 단계를 거쳐, 다섯째, 20세기 후반에 제기된 환경위기에 대한 해답
으로서 마지막 단계인 ‘생태적 헌법국가’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한상운, “현행 헌법
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293면에서 재인용).
한상운은 “현대의 환경위험에 대하여 국가는 안전원리에 근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
를 부담하며 이러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독자적인 생태적 환경국가
원리의 도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한상운, 294).
종래 필자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규범질서로서 헌법의 생태화 곧 생태헌법
(ecological constitution)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태헌법의 핵심가치로 ➊자연환경
과 생명(동물등) 가치, ➋생태적 지속가능성, ➌환경국가원리, ➍참여를 들고, 생태헌법의 구
체적 목표와 실천전략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홍성태·최현·박태현, 2016, 82-4).

표. 생태헌법의 목표와 실현전략
목 표
현세대 인간중심주의적
헌법가치질서의 완화

실 현 전 략
- 우리와 우리 후손 그 밖의 인간 이외의 생명들의 기반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 명시
- 생명가치 존중 및 보장
- 미래세대 이익 고려와 동물 보호
-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규정

환경국가원리의 강화

- 경제질서의 기본바탕으로 자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 존중
-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 표현

환경권을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

환경권을 환경을 더불어 누릴 집단적 권리로 표현

는 구체적 권리로 규정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
여 보장을 통한

- 동물보호단체에 입법·행정·사법과정 참여권 보장

환경거버넌스의

- 귀중한 자연자원의 보전에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보장·강화

지금 다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규범틀로서 환경국가원리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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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Ⅲ. 환경국가 원리

1. 헌법의 기본원리와 규범적 의미
헌법의 기본원리라 함은 한 나라의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 및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로, 현재
민주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가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다(한수웅, 헌법학, 법
문사, 2011, 103). 그외 원리로 평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환경국가원리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기본원리라기보다 국가에 특정한 과제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청하는 “국가목표규
정”이라고 한다(한수웅, 2011, 103). 하지만 환경국가원리를 “헌법상 기본원리로 환경보호
를 국가적 목표로 삼는 국가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도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한상운,“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
권, 2006, 290)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기본이념”으로 보고 있다
(헌재 1991.7.22. 89헌가106 결정.)
“기본원리”와 “국가목표”의 구분은 특정 목표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한 나라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이룬다고 볼 정도의 규정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가령, 평
화국가원리는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
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국 헌법(제9조)에서는 단순한 국가목표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
라 볼 수 있다. 모든 부탄국민을 현재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부탄의 자연환경과 자연자
원의 선량한 관리자(trustee)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국토의 60% 이상을 산림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부탄헌법에서 환경국가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라 볼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의 규범적 의미는 첫째,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
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
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128-9).

2. 환경국가원리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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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환경국가라는 원리 개념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토대는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를 아우르는 생명의 존중과 자연의 내재 가치 인정, 자연과 공존·
조화, 非인간종중심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둥은 환경권 및 동물의 이익주체성과 책
임(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권리-책임을 기둥을 이어주고 묶어주
는 체계로서 지붕은 경제질서와 국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그리고 농어촌·지역
공동체의 지원 및 육성을 제시한다.

그림. 환경국가 개념의 집

가. 토대_전문: 지구 위 생명공동체, 자연의 내재가치, 자연과의 공존, 인간의 책임
현행

개정안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
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또한 자연환경은 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
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
면서...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리들과 뭇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불가결
한 기반으로 그 자체 고유한 이익과 가치
를 지닌 실체임을 인식하며, 생명공동체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인류 사회 발전을 추구함으
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하고 우리들을 비롯한 뭇생명의 존속과 번
영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할 것을 다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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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인간과 인간이외의 여러 다른 생명존재들은 지구 위 생명공동체를 구성해 자연생태계
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의존하여 ‘더불어(=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살아가고 있
다. 헌법 전문에 ‘지구 위’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까닭은 지구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무수
한 생명존재들의 궁극 기반임을 되새기자는 의도다. 또 인간은 지구 위의 무수히 많은 생명
종 과 이루고 있는 생명공동체의 ‘한 성원’에 불과함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
가 고도의 성찰적 자의식을 지닌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존재들을 배려하며 행동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고자 함이다.(홍성태, 90)
2012년 U.N. 지구정상회의에서 총회는 만장일치로 결의문 Harmony with Nature 를 승인하
였다(이 결의문에는 인간 존재는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연에 해를 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 자연생태계(Ecosystem and 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일방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므로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행
복을 “자연과의 공존”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계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그림. 인간의 안녕과 생태계 서비스 간의 연계

출처: U.N.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p.ⅵ.

나. 기둥 1_총강: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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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장 총강
제00조 ①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신설)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하여야 한다.

미래 세대는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포괄적인 장기적 고려 속에서 입안·집행되어야
2)

함을 지시하는 이념 이다. 미래 세대는 또한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공동자산으로서 환경(보
전이익)을 누리는 잠재적 주체이다. 따라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미래 세대의 이익이 고려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취하는 조치에 따라 현 세대에 지워지는 비
용이 증가하고, 종전에 누려왔던 편익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하
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 세대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 개념은 국가
의 환경보전 조치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환경국가원리는 사법심사에서 환경관련 특별법에서 위헌심사기준으로(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3)

등 위헌소원 심판청구사건 ; 개발사업의 인·허가기관이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
가협의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
4)

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 )으로 기능한다. 또한 환경국가원리는 환경

권을 지지·강화하는 기능(승용자동차 등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시의 배출가
스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대
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심판청구사건;

용존물질의 함량, 부존량, 채수가능량 및

하루 용출가능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온도 기준만으로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온천
2) 노르웨이 헌법 Article 110(b) ...Natural resources should be made use of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long-term considerations whereby this right will be safeguarded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3)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 국가
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4) 구체적으로 이는 “인·허가권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을 분리하여 공정한 환경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정신을 무시하고 사실상 환
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덕유산 및 발왕산 정상부분의 국제스키장 개발을 쉽게 하려는 것
으로서 위 경기대회만을 위하여 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개발
을 위한 환경파괴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133 -

5)

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심판사건 )을 수행할 것이다.

다. 기둥 2_환경권 : 양호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와 동물의 이익주체성
현행

개정안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제35조 ①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

호를 받는다.

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권리에서 양호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로
현행 헌법 제35조는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
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
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로 본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
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결정).
그러나 법원은 헌법상 환경권을 일관되게 ‘주관적 공권’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여기서
주관적 공권이라 함은 “공법에 의해 보호된 사익으로서 그 이익의 실현을 법상(재판상) 청
구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권능”을 말한다(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8판, 박영사, 2017, 47).
새만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
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
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에 근거하여 공유
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또한 사인과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환경침해사건에서 헌법상 환경권을 청구의 권원
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이른바 환경권의 私權性 부정)(박균성·함태성, 44). 골프연습장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은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헌법상 보장된 환경
5) 헌재 2008. 4. 24. 2004헌바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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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헌법규정만으로는 그것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현행 헌법상 환경권은 국민의 여느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생활할 권리로서 ‘개체적 권리
(individual right)’로 보장되고 있다. 개체적 권리로서 환경권은 다른 기본적 권리 가령 재
산권과 대립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지평에서 이익형량(balancing)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산업개발 등을 위한 개인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상호 대립하는 법익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환경권을 이처럼 국민의 개체적 권리로 보는 것이 합당할까? 이 문제는 권리의 향유대상으
로서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환경은 우리 현세대와
미래세대(더 나아가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가 공동으로 향유(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이른
바 공통기반으로서 커먼즈(the commons)다. 따라서 환경권은 본질적으로 집합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제인권법학에서는 환경권을 제3세대 인권으로 연대권에 속한 권리로 보고
있다.(고문현,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법연구」 27권 4호, 2005, 269면). 제
3세대 인권은 모든 사회동반자 즉 개인, 국가, 공·사의 단체 및 국제공동체가 결합하여야
만 실현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동반
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문현, 앞의 논문, 269-70면.이주영, “발전권, 평
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
2017, 33-5면 참고)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의 보장,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함
을 의미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8 결정)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먼저 환경권을 여전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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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릴 권리로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환경권을 개체적 권리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멸종위기종, 경
관, 생물다양성 등과 같은 집합이익으로서 자연환경보다는 대기·악취·소음·일조 등 생활
환경의 보호가 환경권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이는 생활환경의 보호와 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생활환경의 보호가 중심이 되다보니 환경권 조항을 통한 자연
6)

환경의 보호가 결과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지적하려는 취지다).

둘째, 환경 자체의 훼손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법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4대강(한강)소송 집
행정지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①토지수용으로 인
한 손해(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근접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수용당하고 타지로
이주해야 하며, 사업대상지역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②식수 오염으로 인
한 환경상 이익과 건강권 등 손해(보 설치공사와 준설공사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강의 수질
이 악화되어 강 하류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오염된 식수를 공급받게 되어 환경적 이익
이 침해된다), ③침수피해로 인한 손해(보 설치 후에는 장기적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주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④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손해(준설된 오
염토로 인하여 인근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⑤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보 설치 및 준설 공사로 인하여 수생태계와 자연환경 습지가 파괴되고 수달 등 보호종
의 멸종이 예상된다) 등을 주장하였다.
이 중 ⑤의 손해에 대하여 1심은 이는 “신청인들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항고심
은 “강 생태계의 혼란과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법률상 보호되는 특정인의 개별 이익에 대
한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국토환경이나 생태계의 악화로 인한 환경상 이익
의 침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침해나 침해의 우려가 있
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연관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그런데 신청인들에게 그러한 이익침해의
6) 일부 학자는 오히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영역이나 개인
적 법익이 아니라 공기, 물, 토양, 기후, 동식물계, 경관 등 자연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이라고 한
다(한수웅, 앞의 책(각주 5), 1054면). 따라서 “자연환경은 개인이나 특정인적 집단에게 전적으로 귀
속시킬 수 없는 보호법익이므로, 개인에게 환경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학자는 같은 책에서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은 일
차적으로 자연적 환경이지만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적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기 때문에 헌법 제35조의 환경에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
지는 ‘생활환경’도 포함된다”고도 한다(같은 책, 10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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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하였다.
법원의 논리라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는 그 누구도 법원에 사법구제를 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상 환경권을 자연환경을 함께 향유할 권리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가
령 위 사안에서 생태 손해는 집합체로서 국민의 손해이자 집합체의 한 성원으로서 국민의
손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유물 법리에 따라 누구라도 생태계 훼손(우려)에 대
하여 사법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 이는 파격적인 해석으
로 법원이 그와 같이 해석하리라 단정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환
경권이 지금과 같이 양호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권리로 유지된다면 위와 같은
파격적인 해석은 어디까지나 과격한 주장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러나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집단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달리 구성한다면 위와 같은 해석도 하나의 가능한 해석으로 논
의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법원의 이익형량과정에서 집단적 권리로서 환경이익이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
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야 한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
들이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며 대법
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대법원은 여
기서 제3자는 도로이용자를 염두해 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설시한 원칙을 갖고
말한다면 이익형량을 할 때 원고의 생활이익(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뿐 아니라 도로
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이익까지
염두해두고 이익형량의 잘못을 지적한 것 같지는 않다. 환경권의 집단적 권리성은 명시적으
로 표현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환경에 대한 집합적 권리로 본다면 개인의 경제관련 행위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환경이 훼손되지 않거나 그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부분
보다 전체 우선의 원리”). 불가피하게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환경권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라는 인식을 갖고 형량을 할 것을 형량자에게 지시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사물을 사랑하는 태도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랑을 구분하였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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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사랑하는 것을 ‘향유’라고 부르고, 그 외에 목적을 위한 수단
으로서 사물을 사랑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하였다고 한다(박승찬, 중세의 재발견, 도서출
판 길, 2013). 그렇다면 환경권을 국민 개개인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권리에서 국
7)

민들이 ‘더불어(함께)’ 환경을 향유 할 수 있는 집합적 권리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권의 성격과 내용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환경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우리들이 집합적 관계(혹은바작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연대적 관계)로 향유하는 공동자원으로서 커먼즈다. 따라서 이 커먼즈를 누
군가가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등으로 오용 또는 남용한다면 이는 곧 다른 사람들이 갖는
향유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환경권을 이처럼 개체적 권리의 성격을 넘어 집합적(연대
적) 권리로 표현한다면, 환경권은 각자가 누리는 이익이지만 동시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자신의 향유가 다른 사람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타인의 향유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곧 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해야 한
다는 의무 또는 책임(이를 바작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연대책임)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주체로서 동물의 보호: “동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가축사육시설의 허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축산법령이 과도한 밀집형 사육을 허용하고있
다며 제기된 축산법 제22조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서 헌재는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에서 해당 축산법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따졌다.
동물의 권리 내지 복지 자체가 아니라 동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에 심사의 촛점을 맞춤
으로써 철저히 인간종중심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위 발의안 처럼 동물보호 조항이 신
설된다면, 이제 동물보호는 헌법상의 가치 내지 이익이 되므로 헌재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동물의 권리 내지 복지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 따라서 동물을 문장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보호를 받는 이익주체로서 모습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동물을 야생동물-반려동물-축산동물-실험동물-동물원동물 등으로 나눈다. 그런

7) . 아우구스투스는 교육을 말하면서 향유와 사용을 구분하였다. 하여 맥락은 일견 다를 수 있지만
자연 자체와 자연의 단위로서 자연자원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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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각 범주의 동물은 그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서 현저히 다르므로 그 보호에
관한 접근방법과 내용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동물 보호는 정책이 아니
라 국회의 입법의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라. 지붕 1_경제질서: 자연의 재생능력 한계 인식
현행

개정안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생산과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
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
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

소비의 기반이 되는 자연의 재생능력의 유
한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
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
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와 자
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을 고려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삶과 경제 발전 모델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1982)은 자연보호에 관한 5가지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중 첫째 원칙은 “자연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핵심 순환과정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Nature shall be respected and its essential processes shall not be impaired)”것이다. 넷째
원칙은 “인간이 개발, 이용하는 토양과 해양 그리고 대기자원 뿐 아니라 생태계와 유기체
도 최적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달성,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 관리는 그러나 다른
생태계 또는 공존하는 다른 종의 온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문타(Mumta
Ito) 변호사는 현재의 “환경법은 우리 경제시스템 자체의 근본 지향과 같은 근본원인을 다
루지 아니한 채 일상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럼으로써
단지 훼손의 속도를 늦츨 수 있을 뿐, 훼손 자체를 정지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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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한다. 이어서 살아 있는 존재(living beings)를 단순한 객체 내지 재산으로 취급하는
태도 곧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의 효용성-곧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가 현재 법시스템에 내재한 근본 흠이
고 이것이 자연파괴를 동반하는 무한 성장에 터잡은 경제 패러다임을 가속화한다고 한다.
문타 변호사는 자연-사람-경제의 관계(위계)에 관한 두 가지 모델, 곧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모델과 자연의 권리 모델을 제시한다. 지속가능성 모델의 문제점은 각 서클이 다른 것과 독
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다른 것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으로 ‘자연 없이는 사람도 없고 사람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자연의 권리 모델이 더 적확하다고 한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자
연의 권리이고, 자연의 권리의 하부시스템으로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하부시스템으로서 재
산 내지 기업의 권리라는 권리의 자연적 위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지속가능성 모델과 자연의 권리 모델

출처: Mumta Ito, Nature’s right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COLOGIST(2017, May)

한마디로 자연의 권리 모델은 자연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구
한다는 전략에 기반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은 우리들 경제질서의 불가결한 기반이다. 우리들은 자연을 재생할 수 없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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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로지 자연만이 재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재생능력은 자연의 순환과정이
원할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하천에 댐 건설은 산과 하천 바다(그리고 그 속에서 각
종 생명체)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훼손한 것이다. 물론 댐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또 홍수통제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댐에 의한 자연의 순환과
정이 거듭해서 훼손되어 간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의 생존·번영가능성은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하여 또한 생명공동체의 다른 성원을 위하여 현재
경제질서는 자연의 순환과정을 존중, 유지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물질적(·정신적) 번영의
기반인 자연의 재생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조항은 국가에 자
연의 순환과정을 존중, 유지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홍성태·최현·박태현,
120-1)

마. 지붕 2_ 국토 및 자연자원: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현행

안
제126조 ①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와 자연자원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

어야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보전과 이용ㆍ개

자원ㆍ수력과 경제상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

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

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계획을 수립한다.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
할 수 있다.

국토의 개념에 토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제한해서 새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토기본법은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의 통합되는 것을 국토환경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는 인간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자연환경 자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뿐 아니라 국토의 자연상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붕 3_ 농어촌 및 지역 공동체 지원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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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第123條①國家는 農業및 漁業을 보호ㆍ육성하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

기 위하여 農ㆍ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한 計劃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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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개헌: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1)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1. 개헌과 에너지 전환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언급했듯
이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이어졌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주체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기에 서로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국회사무처, 2018: 10)
국회에서 15개월 동안 논의한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보고서(2018년 1월)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까지 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
한과 책임을 나누는 정부형태가 쟁점이 되어 개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권력구조의 일부에 불과한 정부형태로만 개헌의 의미를 좁혀서는 곤란하며, 색깔론에 기대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조장하는 행태는 낡은 87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에 불과하
다.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헌법자문기구
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평가
가 눈길을 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도 많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제안했던 내용
보다 후퇴한 부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 국
민발안제가 빠졌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만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라
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확
대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 환경 등의 기본권 영역에서도 미흡한 점들이 있다.
지방분권과 대통령 권한 분산의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의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30년 만에 최초로 조문화된 개헌안이 공식문서
로 발의되었고, 시한을 둔 개헌논의의 장이 열렸다.”(하승수, 2018)
국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는 개헌이 되려면 촛불로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이 충실히
1) 이 글은 워킹 페이퍼의 성격을 띠는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가 공
동 주최한 <에너지 헌법의 모색: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분권을 담는 개헌 제안> 토론회(2018년 4
월 3일)에서 발표한 “에너지 기본권과 분권을 위한 개헌안 제안”을 보완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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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평가처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지
적되고 있다. 정치적 협상과 결단을 통해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중요하
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개헌 논의에서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글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석하고, 추가 개헌 과제와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는 자본, 기술, 노동, 자연 등과 접합되면서 특정한 사회
기술시스템을 형성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필수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생산, 유
통, 소비를 포괄하는 에너지시스템은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의 대상이 된다. 또한 에너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사회 정책 부문과 밀
접한 관계를 맺지만 고유한 독자성을 갖는다. 따라서 에너지가 개별법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헌법 차원에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
조(환경권)와

제9장 경제 제120조(자원)는 다음과 같은 규정만 담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겨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그 정신을
새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이정필, 2018a). 이런 목적에서 본론에서 에너지 전환의 다원성
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개헌 논의에서 에너지 전환이 갖는 의미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대통
령 개헌안 중 에너지 전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헌법 조항을 추출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및 입법의 쟁점을 검토하고 후속 과제를 제안한다.

2.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
에너지 전환은 ① 에너지원의 전환, ② 에너지 이용의 의미 전환, ③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규
범의 전환, ④ 에너지 생산·소비의 공간적 배치의 전환 ⑤ 생태환경과 건조환경의 전환, ⑥ 에
너지 생산·공급의 소유·운영·관리 주체의 전환, ⑦ 에너지-사회시스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측면에서 이해된다. 즉, 경제, 정치, 공간, 문화 등 사회 전반이 녹색사회로 정의롭게 전
환하는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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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너지 전환의 다원성

에너지원의
전환

현재의 경성에너지시스템
핵·화석에너지 중심의 환경·사회·경

미래의 연성에너지시스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환경·사회·경

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

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

사용

용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

에너지

에너지 자체에 주목해 에너지 공급

이용의

을 우선하는 태도, 그러나 에너지 빈

의미 전환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규범의
전환
에너지

곤은 지속

지 서비스’(따뜻함, 쾌적함, 조명, 조
리, 이동), 적정 에너지 서비스를 제
공․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소득, 건축,
교통)에 주목, 에너지 수요 절감과

단순한 수동적인 소비자(Plug and
Forget),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시민
참여보다는 시민동원의 성격

에너지 복지 실현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능동적 ‘에너지 시민’, 에
너지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참여
구현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생산·소

지역분산적인 적정규모의 에너지 생

비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산·소비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배치의 전환
생태환경과

생태환경과 건조환경(토지, 산림, 물,

생태환경과 건조환경(토지, 산림, 물,

건조환경의

해양, 도시 등)의 지속불가능한 이용

해양, 도시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변형

및 변형

생산․소비의
공간적

전환
에너지
생산․공급의

해당 지역 밖의 자본에 의한 소유·운

소유․운영․관

영·관리 시스템, 수익률과 전문성의

리 주체의

원칙

에너지-사회
시스템의
전환

유·운영·관리 시스템(지역에너지공사,
에너지협동조합), 민주성과 형평성의
원칙

전환
에너지시스템의

해당 지역 내의 지자체․공동체가 소

개선․관리에

한정,

자연과 사회의 분리, 자연은 원자재,
에너지와 생명은 자본주의의 노동력
으로 간주, 제한적 변화만 가능

에너지와 동시에 사회시스템의 전환
추구, 자연과 사회의 대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적정생활이 유지되면서 인간의 자율
적 생활 지향

* 자료: 이정필·조보영(2015) 수정·보완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론·담론이 풍부해지고 법·제도 개선이 시도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논의
도 활발해지고 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 국면(2004~2006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면
(2010년), 에너지 전환 담론 활성화 국면(2011년~현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기본법 제정 당시 에너지에 대한 ‘기본권’, ‘공공성’, ‘분산’ 및 ‘전환’에 대한 쟁점이 형
성되었다. ① 2004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에너지
산업의 시장경쟁 요소 도입 확대와 에너지의 공공성을 고려한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 제고로
제시되었다. ② 2005년 1월,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에너지산업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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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간 공정경쟁과 관련 시설의 분산 도모, 그리고 에너지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에너
지와 관련한 사회적 형평성 및 공공성 제고를 기본원칙에 담았다. 그리고 ③ 2005년 4월, 조
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국민에너지기본권 보장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 수립), 에너지 정책의 공공서비스 정책 및 민주적 실현체제 확립,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를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로 설정했다.
④ 2006년 3월에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산업·환경·안보·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의 시책 추진,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으로 확정되
었고,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
급자의 책무로 규정되었다.2) 결과적으로, 에너지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에너지의 공
공성, 기본권, 분산 및 전환은 각각 시장화, 형평성·보편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축소되었다.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가 표기되기는 했지만, 녹색
성장 개념이 갖는 보수성과 모호성이 학술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지속
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격하되는 등 관련 법체
계의 왜곡을 낳았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2015년, 에너지법에 에너지복지 조항이 신
설되는 변화도 있었으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초래한 비정상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에너지 전환 담론과 실천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2012년
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지역에
너지전환과 시민참여의 흐름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민주주의와 에너지
자치·분권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정필, 2017; 고재경, 2018; 진상현, 2018; 이유진, 2018; 여형범, 2018).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국가에너지시스템과 지역에너지시스템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규범적으로 에
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에너지전환 전략을 구상하고 실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상정해볼 수 있다. ① ‘자치·분권’을 통해 에너지
계획·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
한다. ② 에너지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역사회의 소유·운영·관리 실현을 뜻하는 ‘지역화·공유화’
를 추구한다. ③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공동체
프로젝트’를 활성화한다. ④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 관련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모델과 방법들을 도입해 ‘참여 거버넌스’를 형성한다(이정필, 2017).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 또한 각종 계획, 로드맵,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참여·수용성, 소통·공론, 갈등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3차 국가에너
지기본계획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에너지 분권(‘지역분권형 에너지전환 추진체계’)을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에너
지 전환의 다원성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법, 계획, 제도, 정책, 사건 등을 둘러싼 논의 과정
을 통해 형성된 기본권, 공공성, 분산, 참여, 분권,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여러 층위의 핵심 의
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핵심 의제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논의의 준거가 된다.

2) 이상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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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검토
에너지 전환 혹은 에너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대통령 개헌안(3월 26일 국회 제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헌법 10차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밝힌 새 헌법의 주요 방향은 기본권과
국민주권 확대·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
정치개혁과 대통령 권한 분산, 사법제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이제 헌법 체계에 따라 전문,
총강(1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2장), 국회(3장), 정부(4장 3절), 지방자치(9장), 경제(10장)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대통령 개헌안을 주로 검토하되, 필요할 경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
문위원회

자문안(조문시안

혹은

조문시안

다수의견)(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등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1) 환경권
전문과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통해 환경권과 지속가능성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지방분권
이 명문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권(38조 1항)과 지속가능한 발전(38조 2항)이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포괄하고, 에너지 빈곤 해소는 사회권(35조 2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이슈 및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비해 과잉해석으로 볼 수 있다.
[표 2] 대통령 개헌안: 전문, 총강, 기본적 권리와 의무
개정안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

전문
총강

1조

히 확보할 것을 다짐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10조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

12조
기본

무를 진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
진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적

②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

권리

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와
의무

35조

③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
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37조

로 정한다.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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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
38조

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반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8: 93-95)는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에너
지 생산과 소비의 혁신과 정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환경권 조항에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
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다.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자문안을 비교하면, 전자는 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반면, 후자에 일
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안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추가 개헌 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3) 에너지(기
본)법 등 법률을 통해 에너지의 기본권, 공공성, 분산, 참여, 분권 등에 대해 규정(입법해석)할
수도 있다.

2) 지방자치
에너지 자치·분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방차지 조항을 살펴보자. 총강 1조 3항의
‘지방분권국가 지향’을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현행 헌법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
가받는다. 그러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
치·분권의 사항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단, 에너지 자치·분권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무 배문의 원칙, 기준, 대상(재생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복지 등)과
방식(고유사무,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에너
지 관련 법 이외에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자방자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진상현, 2018).
[표 3] 대통령 개헌안: 국회, 정부, 지방자치
개정안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
국회

55조

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정부

지방
자치

97조

121조

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
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
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에너지 정의에 대한 개념적 연구는 진상현(2011) 참조.

- 148 -

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
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123조

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

124조

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
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3) 경제
에너지 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자원 및 지속가능성 조항(126조)에 있다. 1항에
지속가능성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항에는 해양자원, 산림자원과 풍력이 추가되었다. 한편 국
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8: 201-204)는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
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 규정은 국
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도 동일한 조문으로 제안하였지만,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역시 풍력을 새로 추가했는데, 이에 대해 “수
력 외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연력의 존재를 고려하여 풍력을 예시로 추가하고 “등”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부 개선 작업
이 요구된다. 헌법 체계상 에너지는 자연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공동 자산’ 규정을 신설해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의 ‘특허’(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 부여) 조
항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자원 공유화’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지만(김동주, 2017), 국토와
자연자원의 성격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 도입도 검토 가능하다. 그리고 풍력 이외에도 대표적
인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태양에너지까지 예시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

- 149 -

[표 4] 대통령 개헌안: 경제
개정안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125조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
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26조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
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가 일정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경제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128조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
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

130조

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1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
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이상으로 대통령 개헌안 중 에너지 관련 조항을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검토했다. 기존에 학계
와 시민사회 진영에서 제기했던 ‘녹색 헌법’ 혹은 ‘환경 헌법’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현행 헌
법이 유보한 법률과 사법기관의 법 해석 때문에 환경권조차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
을 떠올리면, 일부 개정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환경국가원리와 지
속가능성 원리를 도입하고자 했고, 그 정도 수준에서라도 개헌이 이뤄지고 관련 법률이 정비
되면 나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이 국
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에 비해 에너지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미
흡하고, 에너지 의제가 환경 및 자원 의제를 통해 부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4.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및 입법 과제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과 기본 원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률이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
에, 상징성만이 아니라 법적 실체성을 지닌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쟁점은 헌법에 에너지 전
환,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공공성, 분산, 참여, 분권을 명시하는 것이 헌법의 구성과 체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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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가에 달려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반 입장을 가정해볼 수 있다. 우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개헌안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뒷받
침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이나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대신 후속 법률 정비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 조항 신설 및 에너지 전환
관점이 개헌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에너지는 인간과 사회에 필
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와 의무 조항에 포함시켜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 기후변화 대응이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환경 및 자원 보호로 제한
하기보다 더 명확한 표현으로 수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검토한 에너지 전환의 의미
와 필요성,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새 헌법에는 에너지 전환 관점이 반
영된 에너지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단,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념처럼 지속가능성이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다양하긴 하지만, 다수
의 합의가 가능한 지향점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들 수 있다.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에너지(7번)와 기후변화(13번)가 구체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새 헌법 역시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성을 지향해야 하며, 대통령 개정안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 역시 일정 수준에 이런 방향에서 마련되었다. 그러
나 대통령 개정안에서 에너지 조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
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은 국회의 책임 방기로 합의안으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개헌 국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과제를 간단히 제안하고
자 한다. 개헌 이후 이루어질 각종 법률 정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함께 제
안한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안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대통령 개
헌안에 (변형하여) 삽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대통령 개헌안 38조에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그리고
126조를 “국토와 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지속가
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로 변경한다. 그리
고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풍력·태양에너지 등 경제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에너지 자치·분권 내용은 명문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권 권리와 의무, 그리고 경제 조항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을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새 헌법에 에너지 조항을 어떻게 다루든지 후속 법률 정비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헌
법적 가치(기본권과 공공성, 분산, 참여, 분권 등)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탄소녹
색성장기본법이 초래한 비정상적 법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
거나 녹색경제전환법을 제정할 수 있다(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촉진법과 통합 검토 가능). 그
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필요시 에너지복지법 분리 제정 검토 가능),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그리고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야 하고, 지방차지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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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도 지속가능성과 탈성장의 탐색

-

환경정의 담론의 생태사회적 재해석
한상진(울산대, 사회학)

“유한한

세계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이 영원하리라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근대) 경제학자이다.”

-

케네스 볼딩(괄호 안은 필자 추가)
“희망은

동사이다. 그것은 당신이 행하는 것, 실천이다. 희망은 개인이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때에만

현실이 된다.”

-

조 포크(미국 월밍턴대 졸업식사 중)

1. 머리말 - 실행가능한 중범위 탐색도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강한(strong) 지속가능성과 약한(weak) 지속가능성 사이의 중도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중강도 지속가능성(moderate

sustainability;

이하

MS)

노선을 제시하고, 그것이 언어적

절충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정의 담론의 생태사회적 재해석을 통해 중범위의 실행 개념들로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약한 지속가능성 노선의 경우, 공급과 기술의 개선에 의거한 ‘지속가능
한 성장’을 확신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생태계(social-ecological

system;

이하

SES)

웰빙에 기

반한 생활양식의 변화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강한 지속가능성 노선은 수요 억

定常

제나 정상(
이지만,

)

SSE와

상태 경제(steady-state

economy;

이하

SSE)를

강조하는 심층적 안목이 돋보

같은 탈성장(degrowth) 전략을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

인가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본 연구가

MS의

문제제기를 탈성장이라는 지평에서 음미하고자 하는 까닭은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노선이 경제성장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현상유지를 옹

호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개발의 관행을 변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노선화
시키고자 하는

MS의

의미는 강한 지속가능성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약한 지속가능성에 근

거한 공급 및 기술 측면의 환경적 개선까지 아우르는 생태급진주의(eco-radicalism)에서 찾아
진다. 그리고 본 연구는 탈성장의 함축을
‘착한

성장(good

머쓰(Helmuth,

growth)’에

2012: 34)는

SSE가

강조하는 무성장에서부터 영성경제학 등의

이르기까지 유연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퀘이커 미래연구소의 헬
지속불가능한 경제 관행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동안,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은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식량체계, 탄소경제 등은
탈성장되어야 하겠지만, 토양비옥도를 높이는 유기농 식량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1)
본 연구는

é

장(d

MS

croissance)

노선에 대해 소개한 다음, 탈성장을 둘러싼 영어권
논의, 독일어권 성장 이후(postgrowth; 이하

PG)

SSE

입장, 남유럽의 탈성

담론 등에 대해 다룬다. 또

한 생태사회적(ecosocial) 관점에서 분배, 절차, 승인, 역량 등 기존 환경정의 담론의 요소를 재
평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MS의

MS와

실행에 필요한 ‘승인적 절차’, ‘역량의 분배’라는 중범위 개념을 도출한다.

탈성장을 급진화시킬 탐색적 개념 도구로 ‘정상상태 조건의 메타역량 재분

배’, ‘승인적 절차의 문화적 확산’, ‘탈성장의 성장을 위한 다운스케일링 전략’ 등을 검토한다.

1) 착한 성장 접근에 관해 칼리스(Kallis, 2017: 155-156)는 비정치적 중립성을 가장한 자유주의적 지속가능성
입장과 비슷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심지어 유기농산물일지라도 영속적 성장이란 어불성설이고, 태양광 패널
또한 에너지 및 자원 집약적 투입에 의존하는 생산연쇄의 최종생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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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 의 노선화
1980년대
‘미래세대의

후반 이후 지속가능성 담론은

UN

브룬틀란트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의

욕구에 부응하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현 세대 욕구의 충족’이라는 정의에 의존

해 왔다. 그런데 이 규정은 모호한 것으로, 인간이 만드는 수요가 무한한데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 현실적으로 유한하다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재열 외(2016)는 지속가능한 발
전에 대해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2)함으로써, 세 변수 간
관계를 구체화시키지 않고 정(+)의 관계를 선험적으로 가정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이재열

외,

2016: 193-194)에

의하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람의 능력을 유지하고 경제활동

에 필요한 사회구조를 지원하는 사회적 역량’이며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다양성을 보
전하고 생태계의 본질적 기능과 과정을 유지하는 생태계의 역량’으로 규정된다.
위의 논의들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등에 의거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장하여,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 비중을 두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역시 생태
적 지속가능성의 조건 아래에서만 유의미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약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은
사회적 역량의 유지에 우선적 관심을 두는 동시에 환경기술 개선, 생태투자3) 등과 같은 공급
측면의 ‘생태근대화’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접근은 인간 수요를 심층적으로 성찰하기보
다 자원 소비의 증가에 따른 균열을 감소시키는 데 치중한다. 강한 지속가능성의 시각에 입각
해 볼 때, 약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은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자연 및 제조된 자본의 속성
이 단일하고 공통된 척도, 즉 화폐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경제결정론의 편향이다. 또한 자연세
계의 경제 생산에 대한 기여(자연자본)와 제조된 자본의 기여가 대체 가능하다고 보아, 총자
본 스톡의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셈이다(Gowdy,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에 대한 선언 이후

1999: 165).
5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성장의 신화는

근본적으로 도전받지 않은 채 사회적 삶을 더욱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표적 학자인 데일리(Daly,

1990; Sachs, 1999: 30에서

SSE

접근의 대

재인용)는 양적 성장이 생태적 측면에서

는 존속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성장 자체가 모순 어법이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강한 지속
가능성 노선은 사회의 수확률이 재생가능 자원의 재생률과 동일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률 또
한 폐기물이 방출되는 생태계의 자연동화 능력과 동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한상
진,

2018).

나아가 이 관점은 경제주의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적 자치전략에 기반한 수요의 억

제 방안을 장기적으로 제시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심층생태주의가 주력해 온 생태적 다양성
의 보전을 위해 인간소비와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탈생산성주의(post-productivitism)에 입각하여 생태근대화론과 같은 개량주의와
심층생태주의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MS의

개념을 노선화시키고자 한다. 이 때 탈생산성주의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도 생산보다는 보호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재생산을 둘러싼 가치
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을 가리킨다(Fitzpatrick,

2003).

여기서는

MS

노선에 대해 유토피아

2)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이라는 세 가지 축은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채택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17개 목표에 대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주요지표 개념 틀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통합
성, 환경적 책임성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열(2017: 178-181) 참조.
3) 생태투자의 종류에는 첫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 쓰레기 감소, 재활용 등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 둘째 재생가능 에너지처럼 청정 저탄소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 기술을 대체시키는 투자, 셋째
기후 적응성 제고, 조림, 습지 회복 등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투자 등이 있다(Jackson, 전광철 역, 2013: 181).

- 154 -

와 디스토피아 사이에서 강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으나
즉각적이고 위협적인 문제부터 전환시키는 생태급진주의의 시도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약한
지속가능성 노선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관계를 막연하게 낙관하여 지속불가능성을 악화시
킨 책임이 크나, 전면적으로 거부되기보다 생산에 대한 단기적이나마 생태적인 지향은 비판적
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제인 ‘탈성장’의 경우 강한 지속가능성의 맥
락에 있기는 하나,

5절에서

생산 및 재생산의 기술적 개선을 포함하는

MS의

지향과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도록 하겠다.
MS

노선의 잠정적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생태적 역량이 존속되도록

하는 수요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둘째, 강한 지속가능성 노선이 지향하는 수요 감축도 중요
하나 약한 지속가능성이 지향하는 공급의 대체까지 일부 고려하는 적극적 생태투자 방식을
추구한다. 셋째,

MS

노선은 물질적 보장, 자기 정체성, 사회참여의 원천으로서 임금 취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관적 웰빙의 배경으로 고용, 부불노동, 여가의 질 향상에 더욱 관심을
둔다. 넷째, 공공재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비자주의적 태도를 불식하여 정치참여를 극대화시키
는 시민결사체를 활성화시키고, 분산된 정책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규제, 책임성, 기초 서비스
제공 등 보편주의적 틀을 확보한다.
그렇다면

MS의

셋째, 넷째 내용과 관련하여 비공식경제(informal

의 의의를 첨언하도록 한다(한상진,

2018: 351-353). MS

economy)4),

기본소득 등

노선에서 이들이 주목되는 까닭은 수

요, 공급의 생태화 외에 시장 외곽에서 지속불가능 요소의 감축을 압박하는 생태복지의 제도
화 역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츠패트릭(Fitzpatrick,

2011: 146-150)에

의하면, 생태복

지를 위해서는 비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 기업보다는 지방통화체계나 소규모 협동조합(한국의
경우 마을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 등 ‘비공식경제’가 더욱 유의미한 것이다. 비공식경제의
MS에

대한 기여 가능성은 다음의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첫째 이웃 간 시민적 결사를 재

생시켜, 질적 자아, 또는 관계적 자아를 활성화시킨다. 둘째 다른 부문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
로 기본 욕구를 제공하여, 예컨대 실업자의 비고용 노동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을 거래하게 고안할 수 있다. 셋째 비공식경제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시민이 그 기획과 운영에 대해 발언할 수 있음을 뜻하므로 상향적 거버넌스 모델의 맹아가
될 수 있다(Fitzpatrick,

2011: 149-150).

한편 기본소득제도는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에 도전
하면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조건에서 시장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복지를 확보하려는 구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결혼이나 고용상 지위, 고용경력, 고용에 대한 의지 등과 상
관없이 부여받는 무조건적 시민권으로, 다음과 같은

MS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소득

보장에 의거해 노동시간을 줄여 인간 역량을 약화시키는 상황 및 관계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여유를 되찾아준다. 둘째, 소득, 부와는 차별화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교육, 여가
등과 같은 기본욕구가 실현되는 재정적 기초를 제공한다. 셋째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결
합된 다양한 실험을 자극함으로써, 생산 및 소비의 지속불가능성을 억제시킨다. 예컨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탄소배출에 대해 엄격히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입을 모두 동등한 현금
형태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 적은 사람은 새로운 소득을 갖게 되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면 처벌받고 적게 배출하면 보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Ferguson,
2017: 327-336).

4) 비공식경제는 생산, 소비 및 노동의 공식경제 외곽에 존재하여 공식적으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웰빙에
기여하는 활동이다(Williams and Windebank, 1998; Fitzpatrick, 2011: 1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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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성장을 둘러싼 접근들

탈성장 모델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부터

초 프랑스에서 학문적 관점이자 사회운동으로

歐美

뚜렷이 출현한 이후 경제성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구미(
태위기의 가속화에 따라
어권

SSE의

2010년대

먼저

SSE

지역에서 주로 거론되다가, 생

들어 전세계로 확산되어 왔다. 그 접근을 대별해 보면, 영

무성장론, 남유럽에서의 논의, 독일어권의

2017: 174-188).

)

PG

관점 등으로 구분된다(Borowy,

접근은 잭슨(Jackson), 데일리(Daly) 등이 강조하는 정상상태의 무성

장 노선을 가리킨다. 이 시각은 생태경제학에 입각한 기술관료적 특성에 의거하여 경제주의를
의문시하기보다 생태사회적 개량까지 포괄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및 남유럽 논의의 경우 라뚜슈(Latouche)의 저작이 소개되면서 한국에서도 알려진
편인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쟁점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및 자율성의 문화적 차원에 주
목하는 산업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 또한

ü

한다(B
지만

SSE의

무성장 상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국면의 담론으로 파악되기도

chs and Koch, 2017: 2)

1970년대

그리고 독일의

PG

접근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노동조합, 녹색당의 논쟁에서부터 ‘빌레펠트학파’로 알려진 유물론적 생태여성

주의5)를 거쳐, 최근에는

SSE

접근과 남유럽 논의를 인간 웰빙의 차원에서 통합시키려는 하나

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왔다.
1)

영어권

SSE

접근

제오르제스쿠-로에겐(Georgescu-Roegen)은 계량경제학자였으나
제과정(The

1971년

『엔트로피법칙과 경

』에서 경제학의 근거가 전통 물리학이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

아닌 생물학으로 모델화된 사회과학이라는 차원에서 생물경제학을 주장함으로써

SSE

접근의

원조가 되었다. 그의 선구적 관점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 의존이 당분간 몇몇
지역에서 인간생산을 강화시킬지언정, 다른 지역 및 해당 지역의 미래에는 그 선택 자체를 필
연적으로 난관에 빠뜨리게 되리라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제오르제스쿠-로에겐의 생물경제학
은 남유럽에서는 환영받았지만, 정작 로마클럽 보고서의 기술관료적 하향식 접근에 익숙해 있
던 영어권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그가 정상상태보다는 저하상태(declining

state)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까닭에 남유럽의

탈성장 접근과도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제자인 데일리의 이론이 현재
점에서
178에서

SSE

인적 계보의 연장선 위에 위치시킬 수 있다. 데일리(Daly,

SSE의

주축이라는

1973; Borowy, 2017:

재인용)에 의하면, 생태경제학의 핵심 쟁점은 인구성장을 포함한 경제성장에 대한 생

물리학적(biophysical) 제약,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재정향과 정상상태에 대한 조정 등이다. 그의
SSE

개념은 시기적으로 변화되기는 했으나 물질, 에너지의 안정적인 최소 처리량(throughput)

과 안정화된 인구 등을 변함없이 강조해 왔다.

5) 빌레펠트 학파는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재생산 노동, 자연, 그리고 지구 남반부 경제에 대한 착취를 분석함으
로써 사회적, 생태적 위기에 접근하고자 했다. 1970년대 초 GDP 설명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에 근거하여 이
관점은 성장 패러다임이 모든 비시장적 노동형태들을 어떻게 가치 절하시켜 왔는지 밝히면서 생명 자체를 지
탱하는 데 필수적인 생계활동이 경제 및 사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Borowy, 2017: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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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의 저작에서 데일리(Daly,

2014: 131)는

경제적 성장의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는

데, 하나는 경제가 물리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활동의 성장이
비용에 대비한 편익의 더 빠른 증가를 야기할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 경제성장 용법이 절대적으로 다름을 지적하면서, 전자의 의미가 후자 맥락에서는 ‘비경제
적 성장(uneconomic

growth)’과

논리적으로 일치한다고 파악한다. 성장은 편익보다 더 빠르게

비용을 증가시켜 인간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데도, 더 큰 경제가 항상 인간을 부유하게 만
든다는 순전히 혼동된 가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SSE가

준수해야 할 무성장의 규칙 및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D'Alisa,

극적으로 자원스톡이

0이

2014: 49-50).

첫째 궁

되도록 추동하지 않게끔, 재생가능 자원의 착취는 재생률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스톡과 그것이 야기하는 해악이 계속 증가할 것이므
로, 쓰레기 방출은 쓰레기 흡수 역량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현재의 기술로는 화석연료와 같
은 비재생 자원 없이 현재 인구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사회가
비재생 자원을 소비하는 비율은 재생가능 대체물을 개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자
원착취나 쓰레기 방출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태계 기능을 위협할 수는 없다. 다섯째 인구
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 때 앞의 네 가지 목표를 성취하는 가장 명백한 접근은 처리량에 한
계를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다섯째 규칙인 안정적 인구를 어떻게 성취하는가의 문제는
신맬더스주의를 둘러싼 논란에서처럼 더욱 논쟁적이다.
2)

프랑스 및 남유럽의 논의

탈성장 개념을 규범적 의미로 처음 사용한 고르(Gorz)는

“물질적

생산의 무성장, 또는 심지

어 탈성장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지구 균형이 자본주의 체계의 생존과 양립 가능한가?”라는
현재 시점에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탈성장은

1970년대

말 제오르제스쿠-로에겐의 논의

가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주류 경제학 성장모델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비판과 후기 자본주
의의 패러다임 논리에 대한 사회문화적 비판을 융합시킨 담론으로 배태되었다. 이 용어는 남
프랑스의 생태주의, 반소비자주의, 비폭력 아나키즘 계열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가운데,

é

대 후반 리옹에 근거한 클레망탕(Cl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Borowy,

mentin),

1990년

셰네(Cheynet) 등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탈성장’

2017: 182).

성장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 재활성화에서 중요한 사건은

2002년

파리에서

“개발을

하지 않

기, 세계를 다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유네스코 콜로키엄이었다. 이후 남유럽으로 확장된
탈성장 담론은 학문적 대상일 뿐더러 자동차 없는 도시, 식량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운동, 반세
계화 활동, 대규모 개발에 대한 항의에서 활용되는 해석 프레임이 되어 왔다. 특히 프랑스와
이태리에서는 탈성장운동의 틀로 경제주의, 공리주의에 대한 인류학적 비판이 핵심 역할을 수
행하여, 성장을 경제목표로 정당화시키는 데 항거하는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되어 왔다. 스
페인의 경우 정치생태학과

SSE의

결합이 좀 더 뚜렷한 편인데, 과학적으로 주어진 장벽으로

서의 절대적 성장의 한계보다는 지구 남반구의 빈곤한 원주민, 소농의 희생 아래 북반구에서
그러한 한계를 밀어내려는 지속적 경향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낳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Martinez-Alier,

2012).

마르티네즈-알리에(Martinez-Alier)를 중심으로
집단인 ‘연구와 탈성장(research

2008년부터

and degrowth)’에

격년으로 국제학회를 개최해 온

의하면, 지속가능한 탈성장은 지구의 생태

조건과 공평성을 제고하는 생산 및 소비의 다운스케일링으로 정의된다. 또 그것은 사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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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수단 내에서 새로운 민주적 제도 형태를 통해 더욱 평등하게 분배되는 개방적이고 지
방화된 경제 및 자원으로 생활하는 미래를 요구한다. 그러한 사회는 더 이상 ‘성장 아니면 죽
음’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물질 축적이 인간의 문화적 상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다. 효율성의 우선순위는 충분성에 대한 초점으로 대체되고, 혁신은 더 이상 기술만
을 위한 기술이 아닌 유쾌하고 검소한 삶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배열에 치중
할 것이다(https://degrowth.org/definition-2).
라투슈(Latouche,

2001; Borowy, 2017: 183에서

재인용)는 발전에 대한 서구 모델의 패권화

가 도구적 합리성의 식민지 수출을 통해 호혜성과 관계적 의존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사유를
대치, 위협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 논리에는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어 있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배분에 치중하는 그러한 합리성 형태는 다양성과 자율, 더 나아가 민주
적 힘을 감퇴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성장의 길은 자율성에 도달하기 위해 소비주
의 중독을 치유하는 금욕의 길로 설정되고 있다.6) 그에 의하면, 탈성장 노선은 경제성장이라
는 이름의 종교로부터 벗어나 소비라는 관례와 화폐에 대한 숭배를 포기하는 자유로운 비판
의 길이다(Latouche,
3)

독일에서의

PG

2014: 239-246).

접근

ü

뷕스와 코흐(B

chs and Koch, 2017: 2-3)에

따르면, 독일어권의

PG는 SSE와

아우르는 것으로 인간 웰빙의 유지와 개선을 핵심적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남유럽 논의를
PG를

학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의 성취에 대해 위의 두 접근보다는 낙관적인 편이지만,

지지하는

PG와

웰빙

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고 경험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입장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7)에서

보듯이

GDP

감축이 웰빙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무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지적 관계, 여가
를 위한 시간과 의미 있는 노동, 공동체 관심에 대한 인간 욕구 등을 번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PG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추구(Padalkina,

논의들은 탈성장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2)한다든지,

무제한적 확장역량, 이윤 동기, 소비자주

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고전파 성장 모델을 실증적으로 비판(Becker,

2014)하는

등 생태경제

학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

초 정당, 노동조합, 교회 등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쟁점들인 탈산업화 시대 노동 분배, 반권위주의적 자기결정,
기술 및 전문가 지배제도의 극복, 환경보전 등은 이후
었다. 특히

1983년

독일 녹색당의 경제 프로그램은

PG

25년

접근의 주된 문제의식으로 계승되

후 본격화될

PG의

의제를 이미 다루

고 있어, 예컨대 산업성장의 이득이 생태적 피해에 의해 압도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대규모
기술, 성별 분업 및 부불노동의 가치 절하 등을 비판한 바 있다.8) 비슷한 시기에 앞서 언급한
빌레펠트학파는 예방, 협동, 생명 지탱에 필요한 것을 향한 지향 등이 핵심적이라고 보면서,
6) 라투슈(Latouche, 2015: 18)에 의하면, 탈성장은 반드시 마이너스 성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탈성장사회’
라는 또 다른 논리에 근거를 둔 체계의 틀 속에서만 도모할 수 있다.
7)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이스털린(Easterlin)에 의해 개발된 명제로, 소득이 증가해도 주관적 행복감이 마찬가지
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역설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8) 그러나 1990년대 독일 녹색당은 대부분의 서구 생태운동과 보조를 맞추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노력의 맥
락에서 경제성장을 넘어서는 정책 및 입법의 추구를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생태근대화 노선을 지지
하기 시작했다(Nishida, 2005; Borowy, 2017: 18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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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욕구에 직접 관계되는 보호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orowy,
독일의

PG

2017: 186-187).

담론은 영어권 및 남유럽 접근에 비해 더욱 이질적인 입장들의 총합으로, 노동

조합, 정당 등의 논의, 생태여성주의, 연대의 경제는 물론 페히(Paech) 같은 충족 지향의 성장
비판, 무성장 경제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론까지 포괄한다. 이들 다양한 분파는
기의 여파로

2011년

베를린에서

“성장을

경제위

넘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성장 이후

의 대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물론 영어, 프랑스어에서는 가능한
독일어 어법 상 불가능한 관계로

2008년

postgrowth가

degrowth라는

표현이

통용되는 측면이 있어, ‘성장 이후’는 탈성장

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페히(Paech,

2015: 113-115)의

경우 산업제품을 대

체하는 창의적 대안 경제로 공동이용으로 효율 증가, 이용수명의 연장, 자가생산 등을 제안9)
함으로써, 앞서 살핀 스페인 중심의 ‘연구와 탈성장’ 주장과 수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엘우드(Ellwood,

2014: 152-178)는

페히와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을 뛰어넘

는 대안 활동으로 노동자 여가 증대, 계획된 노후화, 협동조합의 해결책 등을 추천한다. 첫째
‘만국의

노동자여, 휴식하라’의 구호는 현재 서구 기준 주당

35시간인

노동시간을 주당

21시간

으로 줄여, 가정생활, 여가 선용, 창의성 재발견 등으로 빈부격차의 완화, 여유로운 삶의 기준,
시간에 대한 기업 통제의 감소를 가능케 한다. 둘째 계획된 노후화란 기업, 시장과 경제성장
이 강요하는 짧은 수명의 신규 소비에 중독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내 재활용, 수리, 수선
에 익숙해지는 실천을 가리킨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본주의를 몰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
람이 자본을 통제하는 민주주의적 공간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4. MS 를 위한 중범위 개념의 도출 - SES 관점에서의 환경정의의 재해석
SES는

생물-지질물리학적 단위 및 이와 결합된 사회적 행위자 및 기관으로 구성된 복합적,

적응적 체계이다(Glaser

et al., 2012: 4).

이 때

SES의

공간적, 기능적 범위는 개별 생태계와

그 문제 맥락으로 제한되며, 체계생태학과 복잡성 이론 등 관련 자연과학이론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서구에서의

SES

연구는 학제적 전망에서 복잡성 이론이 간과해 온 공평성,

인간 웰빙 등의 사회적 관심사와 게임이론, 행태심리학 및 문화이론 등의 문제의식까지 포괄
하고 있다(Sakai

et al., 2014: 4).

자연생태계가 점점 더 인간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변형, 파괴시킴에 따라, 사람과 사회, 자연 간 문제의 해결책이

SES를

둘러

싼 통합적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다학문간 협업 필요성이 부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상진(2018:

337)은

사회복지학의 생태계 모델이 강조하는 개인과 환경의 이중 초점

발상과 비슷하게, 인간, 생활환경, 사회환경, 자연환경 등의 다중적 연계, 즉 사회체계와 자연
생태계에 대한 동시적 고려에 주안점을 둔

SES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전통적으

로 인간생태학에 의해 설명되어 온 도시생태계 또한 인간의 생활생태계가 직조하는 전체 자
연생태계, 사회체계의 한 부분으로 명확히 위치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SES의

문제제기

9) 페히(Paech, 2015: 123-124)는 데일리의 SSE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입장에서 대체경제 체계에서의 산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부가가치의 생산 고리를 짧게 줄이고 창의적인 생계경제 체제를 강화한
다. 둘째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시간을 번다. 셋째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받음으로써 원거리 공급 체인을 끊는다. 넷째 지역화폐 제도에 참여한다. 다섯째 지역 내에서 판매하거나
직판한다. 여섯째 재활용이 가능하며 수명이 길며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모듈화하여 도시에서
의 생태적 자족이 용이토록 한다. 일곱째 업체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 등을 넘어서 연수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관리,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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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생태적 측면을 연계시켜 이해하는 생태사회적 전망에
기여함으로써,

MS

노선의 구체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약한 지속가능성의 맥락에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평등,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에 의존
하여 모든 사람이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전유하는 것으
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비해

MS

노선에 걸맞는 생태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지속가능

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서로 조건지우는 관계에 있어, 사회계약이 자연적 계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현재 및 미래세대와의 동시적이고 통시적인 연대를 요구하는 이중의 윤리적 명
령(Serres,

1990; Sach, 1999: 27-28

재인용)에 의거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환경정의 담론을 생

태사회적 지평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데, 쿡 외(Cook

et al, 2012)에

따르면 환경정의의 개념

적 요소는 분배, 절차, 승인(recognition), 역량(capability) 등으로 이루어진다.10) 본 연구는

MS

와 관련된 중범위 실행 도구를 도출하기 위해, 생태사회적 정의의 상호 관계에 관한 명제를
두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명제 1>은 ‘환경정의의

개념 요소 중 사회적 측면은 주로 분배, 절차의 요소에, 생태적 측

면은 주로 역량, 승인의 요소에 관련된다.’이다. 그리고

<명제 2>는 ‘역량,

승인이라는 환경정

의의 생태적 측면은 분배, 절차라는 환경정의의 사회적 측면에서 재현실화되어야 한다.’이다.
<명제 1>에서

분배와 절차를 환경정의의 사회적 측면과 연계시키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환경

부담을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후자의 경우 미래 세대나 비인간 동식물
의 권리까지는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한상진,

2018: 344-346).

그렇다면 승인과 역량은 환경정의의 생태적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우선 승인, 또는 인

認定 은 누가 존중되고 누가 가치 없는 것으로 불인정되는가를 둘러싼 범주로서

정(

)

,

환경문제

에 적용될 때에는 통상 비인간 자연의 가치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다(한상진,

ㄴ

: 261).

2015

또한 승인적 환경정의의 개념은 분배적 불의가 창출, 지속되는 문화적 과정을 강조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만, 비경제적 차원의 상호작용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Walker,

2012: 10).

물론 미래 세대나 동식물 권리 인정의 기제를 해명하기 위

해서는 타자와의 동반이나 공동의 축하에 따른 즐거움이 타자의 소비에 대한 선호를 갖거나
그들에게 편익을 부여하는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때 설명될 수 있다는 조던(Jordan,

2008: 43)

의 웰빙 접근을 좀 더 탐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편 센(Sen,

1999)과

누스바움(Nussbaum,

2015)의

역량 접근은 앞서 언급한 이스털린의 역

설에 대한 유력한 이론적 설명이다. 주관적 웰빙의 출처가 다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 주거, 건강, 공통적 상호작용 등과 같은 기초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매우 다양하다. 그들에 따르면, 역량은 실질적 자유와 기회의 개념을 함축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상이한 공간과 시간에 있는 사람들마다 전적으로 같지는 않다(Fitzpatrick,
21).

2014:

또 분배적 환경정의 담론에 의거해 볼 때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사회 정의의 개선에 필

수적인 것이지만, 역량의 환경정의에 근거해 보면 분배는 사회정의의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
과하다. 역량의 측면에서 소득과 부는 단지 어떤 것을 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실제 그
것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여타의 많은 요소들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제

<명제 2>의

내용을 ‘승인적 절차(procedur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라는

comprising recognition)’와 ‘역량의

분배

중범위 개념 도구에 의거해 살피기로 하겠다. 승인적 절차란

10) 환경정의 담론은 애초에 분배 요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는 절차적 공정성과 승인의 문제, 더
나아가 역량 접근으로 발전되어 왔다. 윤순진(2006: 12)에 의하면, 분배적 환경정의는 환경편익과 부담의 공
평한 분배에, 절차적 환경정의는 정책 및 법 등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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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및 동식물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 현존하는 민주주의 절차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을 함축한다. 예를 들어 환경에 위해적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둘러싼 숙의 과
정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소년이나 비인간 자연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환경운동단체,
해당 시설에 근접하여 환경피해에 더욱 민감한 집단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
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제도적 수단으로는 주민투표, 시민배심원제 외
에 최근에는 공론조사가 동원되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숙고되어야
한다(한상진,

2018: 346-347).

끝으로 역량 접근이 소득, 부 등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물질-분배의 패러다임을 경시한다
는 피츠패트릭(Fitzpatrick,

2014: 23-28)의

비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센, 누

스바움 등의 역량의 정의 관점은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인한 자본과 계급의 중요성 증가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이 항존하는 현실에 둔감해 왔다. 이에 비해 ‘역량의 분배’
라는 본 연구의 대안적 개념화는 환경악화에 따른 식량, 물, 에너지 등의 빈부격차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인간의 사회경제적 웰빙이
강조한다. 이 개념은 홀랜드(Holland,

SES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함을

2008b: 320-321)의

상한(ceiling), 하한(threshold)과 같은 용어들(Holland,

메타 역량(meta-capability) 및 그것의

2008a: 419-420)에서

응용된 것이다.

5. MS 와 탈성장을 향한 탐색적 개념 도구들

여기서는 지금까지 다룬

MS

定常

적 수준에서나마 ‘정상(

)

노선을 탈성장 논의에 의거해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시론

상태 조건의 메타역량 재분배’, ‘승인적 절차의 문화적 확산’, ‘탈

성장의 성장을 통한 다운스케일링 전략’이라는 세 가지 탐색적 개념 도구에 대해 간략히 검토
하기로 한다.
1)

정상상태 조건의 메타역량 재분배

SSE는

메타역량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재생가능 자원의 확대와 비재생자원의 감축을

지향한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제조된 자본 위주 비재생자원의 오염 역량을 억제하는 메타역
량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11)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스케일에서의

SES의

복구력(resilience), 적응력(adaptability) 증진, 자율분산적 에너지 수급을 통한 메타역량의 유지
등이 요청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메타역량이 감안된 제조된 자본(핵발전,
화력발전 등)과 자연자본(풍력, 태양광 등) 간 적정배분 비율의 설정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의 메타역량이 정상상태로 안정되는 경우에도 전세계적으로 탈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전사회적 물질대사(societal

metabolism)의

입장은 구미에서

의 탈성장운동이 자국 내에서 자원, 에너지, 자본에 대한 소비 감축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인
도, 브라질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 및 소비성향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음
11) 홀랜드에 의하면, 지구의 생태조건은 모든 핵심적 인간 기능수행의 역량 리스트에 요구되는 메타역량으로 설
정되어야 한다. 그는 메타역량의 하한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것과 상호갈등 관계에 있는 경제활동의 개입
또한 오염시킬 수 있는 역량, 여성 및 장애인을 차별하는 역량 등으로 표현하여 사회적 제한의 맥락에서 사
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메타역량의 상한은 비재생자원의 고갈과 제조된 자본의 오염을 낳는 역량의 하한과
관련되며, 역으로 메타역량의 하한은 이들 오염 역량의 상한과 조응된다고 말할 수 있다(한상진, 2016: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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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한다(Sorman,

2014: 43-44).

이 관점은 생물유기체가 그들이 기능하는 체계 안에서 일

련의 복합적인 화학반응을 요구하듯이, 사회구조의 기능과 재생산 역시 에너지 및 물질의 플
로우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 수준에서 전사회적 물질대사의 함의를 본
연구와 연계시켜 본다면,

MS

노선의 일환으로 비재생자원에 의존하는 제조된 자본보다는 재

생가능한 자연자본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지구적

SES의

메타역량을 지속가능한 복구력, 적응

력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메타역량의 재분배는 지구 스케일에서 물, 에너지, 식량 뿐 아니라 인구 자체의 정
상상태를 향한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정상상태는 자원의 착취로 인해 생긴 쓰레기가
100%

재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작금의 현실은 북반구의 자원 과소비와 남반구의 빈곤

및 기아라는 심각한 양극화로 위협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메타역량의 지구적 재분배
는

MS

노선이 에너지 정의, 식량 정의 등 인간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로운 메타역량 상

태’를 세계적 차원에서 구체화시켜야 할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맬
더스주의의 절대적 증가에 대한 저지보다는 제3세계 인구의 저출산 선진국으로의 이주 촉진
으로 인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조절이나 탈빈곤을 통한 자발적 인구 감소의 노력이 더욱 바람
직하다.
2)

승인적 절차의 문화적 확산

MS는

약한 지속가능성 노선과 달리, ‘승인적 절차’의 확장을 통한 현재 시점의 수요 감축을

선호한다. 앞서 다루었듯이 승인적 절차의 개념은 현세대 중심의 단기적 성장과 무분별한 자
연의 상품화에 대한 통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승인적 절차의 문화적 확산’에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금욕, 희생에 대한 호소는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호혜적 상호
견제의 활성화에 근거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최정규(2017:

38-44)는

행동경제학 실험의 결과,

사람들은 타인도 자신과 마찬가지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협력적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 호혜적 생활태도가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연계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트(Judt,

2011: 173)에

따르면, ‘더 나은 삶’이란 물질적 부를 뛰어넘는 것으로 그것을 향한

변화의 첫 단추는 공적 대화의 재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승인적 절차’의 문화운동에 적
용해 본다면, 관계적 자아로서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정책적 결정이 현 세대의
욕심 탓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잘못되었다고 당당히 저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그(Judt,

2011: 187)는

진보적 비판자가 수행해야 할 일차적 과업이 물, 에너

지 등을 이용할 권리처럼 지구상 자원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에 대한 관심임을 적시하
고 있다. 한편 라투슈(Latouche,

2014: 161)는

탈성장 문화운동을 위해 교육의 역할이 막대하

다고 언급하는데, 역사교육의 경우 서양 문명에 특정한 산업 및 기술의 진보라는 거대한 담론
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그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생태급진주의의 지평에서 ‘민주적 희생(democratic

sacrifice)’의

차를 촉진하는 데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살피기로 하겠다(한상진,
2010: 13-16)는 ‘희생’을

개념이 승인적 절

ㄱ

2015

).

메이어(Meyer,

시민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민주적 희망의 흐름에

自己利害

서 재해석하여, 계몽된 자기이해(

),

청지기 정신(stewardship) 등과 같은 민주적, 자발

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희생은 이타성과 동일시되는 자기이익의 부정이라기보다
숭고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위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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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는 맥락에서의 희생은 아동 및 청소년의 향후 삶의 질을 보장하여 기성세대가 노후를
맞이할 때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식물
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방어로서의 희생은 먹이사슬에 있는 생명체를 보존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재)생산노동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12)
3) ‘탈성장의

성장’을 위한 다운스케일링 전략

탈성장은 무성장,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지속불가능성의 탈피를 위한 대안적 삶의
성장, 성숙이라는 역동적 과정이다. 따라서 지구 북반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을 정상상
태로 이끌려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와 사회적 경제, 생태관광 등 착한 성장의 활성화가 요
구되고 있다. 영성경제학에 기반한 헬머쓰(Helmuth,

2012: 33-34)는

탈성장, 무성장, 착한 성장

이 각각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태경제적 위기에 대한 연관된 반응이
라고 주장한다. 첫째 석유 채굴에 대한 에너지 투자 대비 수익률의 저하로 해당 형태의 에너
지를 공급하는 시장경제는 궁극적으로 종식될 것이다. 둘째 비축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석유,
가스의 연소를 안전하게 도모하기에는 대기권 열 용량(thermal

capacity)이

너무 불충분하다.

셋째 현재 모든 국가의 누적 부채를 청산하기에 지구 스케일의 전체 소득이 불충분하다.
헬머쓰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셋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첫째, 둘째의 경향과
모순적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착한 성장을 통한

SSE의

지향으로 극복되어

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 석유를 대량 소모하는 지구적 교역이 지방적 제조에 의거한
자급구조로 변환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다운스케일링은 착한 성장, 달리 말해

‘탈성장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송전의 누출 여지를 줄이는 지방적 에너지수급 관리 등 주민 웰빙을
위한 자율분산적 의사결정의 제도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앞서 착한 성장 개념에 대한 칼리스
(Kalis)의

비판으로 태양광 패널 또한 에너지 및 자원집약적 투입에 의존하는 생산연쇄의 최

종생산물일 뿐이라는 지적을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길들여진

21세기

호모 에코노

미쿠스에게 무매개적으로 무성장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탈성장의 다양한 접근들을 동원하여
상대적으로라도 윤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탈성장의 성장을 위한 다운스케일링은 지구 스케일 뿐 아니라 국가 스케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겨레신문(2018.4.5)에 따르면, 전국에서 쓰레기 배출이 두 번째로 많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처리시설 용량이 전국 최저여서, 서울 송파구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울산광역시로
수송되어 처리되는 등 쓰레기 불평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송파구 공공선별장에 모이는 페트병
은

CO2를

발생시키면서 울산의 석유화학공단까지 이동하여 플라스틱 섬유로 재탄생된다. 경

기도의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용인, 화성 외에 생활쓰레기 매립지인 김포에도 밀집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비닐류가 날리거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배적 환경불의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SSE의

주요 측면이 국가로부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근린으로의 재자원화의 다운스케일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2) 슐로스버그(Schlobserg, 2005: 103-106)는 사회정의를 자연으로 확장시키는 자연에 대한 승인 때문에. 동
물이나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기반의 존재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이워드(Hayward) 역시
자연에 대한 존중이 자신 및 인간 상호간의 존중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자존과 통
전성이 비인간존재 및 환경에 대한 존중의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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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노선은 지구 북반구의 경우 특히 환경적으로 위해하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경제활동의

MS

감축에 의거하여 탈성장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이 시급하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는 지속가
능성의 한 부분으로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나마 경제성장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북반구에서의

(Diesendorf, 2016: 225).

SSE가 ‘완전고용’이라는

복지적 과

제를 유지하면서도 실행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응답하기 위해 터너
(Turner, 2011)는

물질, 에너지, 고용된 사람, 가축, 건물과 기계 등의 물리적 자본, 토지라는

스톡과 이들 스톡에서의 변동을 플로우로 설정한 후 화폐경제의 기반인 물리적 과정에 대한
투입-산출 모델을 검증한 바 있다. 이러한 생물리적 모델의 계산 결과는 실업이 인구 및 그
연령구조, 노동시간 길이, 노동생산성과 노동을 요구하는 경제활동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 때
문에,

CO2

생물리적

방출 및 물 소비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SSE가

21세기의

더라도

정도의 낮은 실업률 수준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4차

5%

10년을

앞두고, 지구 북반구의 경제성장은 탈성장의 의도적 개입이 아니

산업혁명의 공유경제 등장이나 자연자본 스톡의 감소 등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제3세계의 인구 증가는 아직 억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을 포함한 북반구 많은 곳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성장 이후의 메타역량과 인간 웰빙에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잉글만(Eangleman,

2016: 32-42)는

세계 인구가

9억

미만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 제3세계의 인구문제는 인본주의적이고 비
강제적인 가임여성 교육, 가족계획 및 피임약 보급 등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MS

노선의 핵심을 시간적 차원에서는 생태급진주의로, 공간적 차원에서는 지구

에서 몸에 이르는 모든 스케일에서의 양보다는 질에 의한 웰빙의 지향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그리고 세 가지로 구분한 탈성장의 접근은

MS

노선을 구체화시키는 의의가 큰 것으로, 이를

총괄하면 ‘메타역량의 보전과 승인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행가능한
중범위 탐색 도구를 다양하게 제안하고자 시도했으나, 강한 지속가능성과 약한 지속가능성을
지양하는

MS의

실체가 아직도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이런 한계는 사회적 경제, 기본소득제

도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이나 공동자원화를 통한 자연 상품화 억제 등 다양한 기제의
활성화를 통해 실천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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