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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 근거한 일본과 미국 환경사회학의 비교와 미나마타 질병
아쯔시 노자와 (동경대)

번역 및 요약: 장신옥(제주대학교)

1/ 서문

환경사회학은 1970년대 초 등장했으며 점점 사회학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연구 분야로 성장
해오고 있다. 그러나 환경사회학은 자연환경과 인간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단일한 이론, 접근
방식, 연구방법만을 갖춘 연구체계가 될 수 없다. 각 나라와 지역 나름의 자연환경쟁점을 규
정하는 방식, 연구의 틀(framework), 개념모형이 있기 마련이다. 일본 환경사회학은 2차 세계
대전 뒤 산업적 활동의 폐해로 자연환경이 악화된 사회적 경험 (일본어로 공해kogai로 부름)
을 토대로 전개되어 왔다. 미나마타 질병은 공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본 환경사회학의 전
개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지구적 환경사회학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몰(2006)은 “여러 환경사
회학에서 하나의 환경사회학으로?”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논문에서 미국과 유럽의 환경사회학
을 비교했다. 이 논문과 다른 저자와 함께 쓴 논문에서 몰은 환경사회학이 미국과 유럽, 아시
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장해 온 맥락을 분석했고, 그러한 논의가 지구적 환경사회학을 정립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환경사회학자들 사이의 교류는 미국과 유럽환경사회학
자들이 주도해 오고 있지만, 그 밖의 환경사회학자들의 연구 활동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두
드러지고 있다. 이 논문은 지구적 환경사회학을 정립하는 시도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닌, 그
밖의 나라의 학자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지를 환경정의 관점에 기대어 일본과 미국 환
경사회학의 전개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밝히려고 한다.
2/ 환경정의 관점: 미국의 환경사회학

미국 환경사회학은 실제상황에 기반을 둔 일본 환경사회학과 달리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시
작됐다. 던랩과 캐튼은 1970년대 말부터 사회학자들이 그동안 사회를 개념화해왔던 방식을
비판했다. 그들은, 그동안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개념화할 때 자연과학자들이 밝혀낸 자연의
작동체계와 자연의 물리적 실체를 간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환경사회학이 자연의 물리
적 영향력에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인간면제주의/인간예외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사회의 형성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음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적 패러다임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환경사회학이 시작됐을 때 학자들은 환경사회학의 패러다
임을 정립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는 환경적 피해의 부정적 영향이 인종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일깨우려고 했다. 미국 환경사회학은 점점 더 환경적
폐해의 차별적 실체에 관심을 두었다. 더 나아가 미국 환경사회학은 일본 환경사회학과 달리
차별적 환경적 폐해의 요인을 찾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 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경
제적, 사회정치적, 인종적 요인들을 고려하기도 했다.
3/ 미나미타 질병

미나마타 질병은 1956년 5월 1일 처음 확인됐다. 미나마타 시에 세워진 치소회사(CHISS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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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로 물고기와 조개류가 오염됐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먹고 금속 수은에 감염되면서 미나마타 질병에 걸렸다. 대략 2,000명의 사람들이 공식
적으로 이 질병의 피해자로 인정된 반면 60,000명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16년은 미나마타 질병이 발견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인증절차를 통과한 미나마타 환자의 수는 2,280명이다. 그 중 1,906명은 이미 사망했다. 반면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환자는 15,598명이다. 2,104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했지만 아
직 인증확정이 나지 않았다 (표 1 참조).
표 1. 미나마타 피해자 수
피해 지역

등록된 지원자 수

구마모토

15,040

가고시마

5,281
20,321

인증된 수
1,789 (1,514)*
493 (392)
2,280 (1,906)

인증되지 않은 수

결정되지 않은 수

12,105

1,146

3,830

958

15,935

2,104

참고/ 미나마타 질병 지역 박물관, http://www.minamata195651.jp/list.html#3
2017년 10월 25일 접속/ * 괄호 안의 수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수

미나마타 병은 의학적, 자연과학적 차원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질병이기도
하다. 금속 수은이 그 질병의 원인이며 정신질환을 촉발시킨다. 전형적인 증세로는 감각기관
의 마비, 운동실조, 시각기관의 수축, 청각장애, 떨림, 병적반사이다. 한편, 미나마타 피해자들
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왔다. 미나마타 병은 어민가족들에서 발
견됐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압력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미나마
타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마을의 수산업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고 생각했다. 또한 미나마타 시는 전형적인 공단 도시였다. 치소 회사는 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영향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미나마타 피해자들이 미나마타 시와 회사의
앞길을 망친다고 생각했다.
미나마타 질병을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증절차를 둘러싼 갈등
에 있다. 미나마타 피해자라고 인증을 받아야 치소 회사로부터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인증기준에 따르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감각기관 마비와 그 밖의 특정 증세가 있어야 한
다. 따라서 한 가지 증상만을 가진 사람들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들은 미나마타 질병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나마타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사회 시스템으로부터도 고통을 당
해왔다. 인증 기준은 미나마타 질병을 둘러싸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4/ 토론
4.1/ 일본 환경사회학의 전개과정과 특징

1990년에 환경사회학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1992년에 일본환경사회학회(The
Japanese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JAES)가 창립됐다. 일본환경사회학의
공식적 발단은 1990년이지만 그것의 기원은 1960년대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2차세
계대전 이후 급속히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만을 중시한 산업활동으로 환경적 파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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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기술적 재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 4대 주요 공해가 이 시기에 확인
됐다: 구마모토 시의 미나마타 병, 니이가타 시의 미나마타 병, 요카이치 시의 호흡기질환, 이
따이 이따이 질병. 일본에서 사회과학의 전개과정은 자연적, 기술적 재난의 발발과 밀접한 연
관성이 있다. 그와 같은 기술적 재난이 야기한 참담한 상황은 기존 관점의 개정과 새로운 패
러다임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공해 연구만을 볼 때 일본환경사회학의 역사가 미국환경사회
학보다 더 오래 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환경사회학의 탄생은 재난연구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일본사회과학은 1960년대부터 공해에 대한 연구를 해 왔으나 환경사회학의 정립은
1990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환경사회학이 정립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환경쟁점
에 대한 연구와 환경사회학이 정립된 뒤 행해진 환경쟁점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다른가?
1970년대에 공해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을 때 자연과학자나 의학자들과 달리 공해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기여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으로 막스 베버가
제시한 가치중립value free의 연구태도에서 비롯된다. 헌신적으로 미나마타 질병을 연구한 정
치학자 타다시 이시다는 학자들에게 사회문제에 민감해질 것을 강조하며 가치중립이 아닌 가
치고정의 연구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다는, 사회과학자들이 피해에 취약하고 억압받
으며 힘이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일
본환경사회학은 훈육 또는 감시사회의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젝트
에 착수했고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 근거한 사회학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1984년, 일본환경사
회학회의 창시자이자 개척자인 노부코 이지마는 기념비적인 저서, <환경운동과 희생자운동>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일본 환경사회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연구 틀 중의 하나인 피해
자(화)의 구조에 대해서 피력했다. 이것은 이론이라기보다 연구 태도에 더 가깝다. 피해자가
되는 사회적 과정을 제시하면서 이지마는 공해의 피해자의 내러티브와 주장을 통해 환경쟁점
을 인식하는 독특하고 가치 고정적 연구방법을 개발하려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종종 “고통을
받는 자의 관점sufferings”이라고 불린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은 일본환경사
회학의 학문적 태도이다. 이지마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수행된 공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
다고 보았다.
4.2/ 일본과 미국 환경사회학 비교
리쯔코그와 그의 동료(2015)가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환경재난 사건들이 환경사회학의 형성과
정에 영향을 끼쳤다. 산타 바바라 기름 유출(1969), 러브 캐널(1976), 쓰리 마일 섬(1979), 엑
손 발데즈 기름 유출(1989),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을 그러한 환경재난의 예로 들 수 있다.
일본환경사회학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 활동이 야기한 기술재난이 일본 환경사회학이 형성되
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환경재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환경사회학이 형성됐다는 점은 일
본과 미국 환경사회학의 공통점일 것이다.
재난 연구를 수행할 때 일본과 미국 환경사회학자들은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했다. 일
본에서는 1960년대 무렵까지 자연환경에 가하는 충격은 간과한 채 경제성장만을 위한 산업
활동이 추구됐다. 몇몇 환경사회학자들이 그러한 경제성장 제일의 발전이 야기한 환경적 폐해
로 “고통(sufferings)”를 겪을 수 있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의 환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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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개인의 인종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환경적 위해에 대한 노출이 차별적으로 다르다
는 점을 일깨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 환경사회학만의 독특한 “고통” 받는 자에 대한
관점은 미국 환경사회학의 환경정의 관점과 상응한다. 일본 환경사회학은 그 나름의 독특한
문제인식의 방법을 환경정의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일본 환경사회학과 미국 환경사회학 둘
다 재난으로 일부 사람들이 겪는 차별과 낙인에 대해 논의했다. “고통”의 관점과 환경정의 관
점의 유사성은 이 두 관점이 제시된 시기에서도 나타난다. 일본과 미국의 환경사회학은 1980
년대 환경적 재난의 불균형적 충격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 중반, 이지마가 주창한 “고통”
의 관점은 일본 환경사회학의 중점적 관심사였다. “고통”의 관점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약
30년 이상 공해의 폐해를 알게 되면서 착안됐다. 반면 미국에서 환경정의 관점은 1980년대
이후 도입됐다. 1970년대 중엽만 하더라도 미국환경사회학은 NEP-HEP로 구별되는 패러다임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 미국 환경사회학에서 환경정의 관점이 등장한 배경에는 미국
역사에서 뿌리가 깊은 소수자의 권리 등 시민운동의 분위기에서 비롯됐다. 환경적 피해가 사
회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것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서 환경사회학이 정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
기였다면, 미국에서는 환경사회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환경사
회학에는 다른 점이 있다. 일본환경사회학의 “고통”의 연구 틀은 회사와 권력기관에 의해 억
눌려지고 낙인찍힌 피해자들의 내러티브에 근거해 피해자화의 구조를 분명히 그려낸다. 일본
환경사회학자의 제 일의 우선순위는 환경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환
경사회학의 환경정의 관점에서는 환경적 폐해의 불균형적 분포를 야기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게 주요 관심사이다. 이 두 나라의 환경사회학이 공통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접근방식을 지니는 데에는 산업활동의 환경적 폐해(공해)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물론 일본의 공해와 같은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일어났다. 그러
나 일본의 경우 공해의 심각성도 위중했지만, 사회과학에 끼친 영향도 크다. 공해가 사회문제
가 됐을 때 사회과학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환경사회학이 정립되는 데
에는 사회과학자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환경사회학이 정립
된 뒤 환경사회학자들의 임무는 이론정립보다는 환경적 갈등을 조정하는 실천적인 것에 두어
졌다. 반면 미국에서는 사회변동과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자연적 제약조건을 인정하지 않
으려는 기존 사회학이론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발판으로 환경사회학이 등장했
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과 사회와의 상호적 관계를 설명하려는 이론정립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가능했던 것이다.
5/ 결론
앞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
날 수 있는 재난들을 고려한다면 재난에 대한 연구는 향후 점점 더 필요할 것이다. 급속한 경
제성장의 환경적 폐해로 이미 기술재난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그것에 대한 일본 환경사회학
자들의 연구가 그러한 재난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일본환경사회학
이 글로벌 환경사회학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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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Democracy in South Korea
KU, Dowan (Environment and Society Research Institute)

1, Introduction
How can we build an ecologically sustainable and socially just society? Democracy can be a
political solution to realize this dream. However, it has strong limitation to deliberate and realize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beings. Therefore, we need to ecologize
anthropocentric democracy and embed it to nature or ecosystem. In the age of ecological crisis,
we need to theorize ecological democracy and find out the fields of ecological democracy where
eco-democratic cosmopolitans work for socially equitable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world.
Though the ecological democracy is not so well developed in South Korea, we can find out the
possibility of eco-democratic transition.

2. Ecological perspective on democracy
Democracy as a rule by people has been modern political norm. However, it is always threatened
by capitalist and bureaucratic state system. In the global neo-liberalism, democracy manifests the
limitation of addressing social polarization and exclusion. In this context, deliberative democracy
has been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liberal democracy. According to Habermas (1989),
communicative rationality can overcome dogmatic rationality under the ideal speech situation.
Following Habermas, John S. Dryzek researched ecological democracy or green democracy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and suggested the discursive democracy which „can embrace
difference as well as consensus, the public sphere as well as the state, transnational as well as
domestic politics, and nature as well as humanity (Dryzek, 2000: 175).
This „deliberative turn‟ can be a promise to ecological sustainability, because the more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the more possibility of deliberation on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species. However, this theoretical discussion is basically based on normative political theory. As
Chantal Mouffe said, the real politics are motivated by „power and antagonism‟ (Mouffe, 1999:
752). In the real politics, power elites limit their sovereignty only when their hegemony
(combination of consent and force) is in danger. Power sharing state can be found only when the
political and social resources can be shared by adversaries. Therefore, we need to analy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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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and substance of real environmental politics.
In South Korea, green democracy or ecological democracy has been discussed i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dimensions. Soonhong Mun researched the relationship of democracy and ecology
and suggested creating green public sphere and making public sphere green. Sunjin Yun (2007)
analyzed the limit of liberal democracy in the case of referendum of residents for local nuclear
waste dump sites and argued that ecological justice should be achieved. These researches all were
interested in the advantages as well as disadvantages of deliberative democracy, however could
not find the successful cases of deliberative democracy procedure and ecological substances.
Parallel progress of democracy and ecology can be possible and desirable, but it is tough in the
real world where industrialist capital and state bureaucrats have the dominant power.
Ecological democracy can be defined as “the political culture and practice in which the right of
social minorities,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beings can be deliberated and realized in the
open and participatory public sphere and policy process”. Ecological democracy cannot be
achieved by deliberation itself. Public deliberation on ecology can be prosecuted only by powerful
green public sphere. How the green public sphere can be constructed? It can be constituted by
active discussion and deliberation initiated by environmental movement, specifically direct action.
In this sense, environmental movement can be a key factor for ecological democracy.

3. The fields of ecological democracy
The advocators for ecological democracy have a dream to realize the value of ecology and
democracy: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social justice. Furthermore, they have empathy with nonhuman beings. In order to realize these dream, they try to construct the alternative cooperative
economy and transform the politics. They concentrate their resources to change the dominant
social structure. In this social procedure, they try to discuss and deliberate socio-economic issues.
They try to listen the voices of vulnerable socio-economic minorities and understand the signal of
non-human beings. They think that industrialism, capitalism, and the nation state system have lots
of limitation to attain the value of ecological democracy. We can find lots of cases and fields of
ecological democracy in South Korea.
1) Social justice and equity
We have lots of cases of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in South Korea. Specifically, anti-nuclear
movement was strong and partially successful. The anti-nuclear waste disposal site campaig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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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e and influential. Anmyondo (Chungcheongnam-do province, 1990), Gulupdo (Incheon-si,
1994), and Buan (Jeollabuk-do province, 2003-04) were designated as the middle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s by the government. The residents of the localthese areas strongly
resisted against the government, carrying out. Strong direct actions such as sit-ins, demonstrations,
and boycott of schooling boycottsof children were carried out. SpecificallyThe Buan case wais
unique. Residents in Buan organized cultural performances and strong resistance against the
police. They successfully carried out a residents‟ voluntary referendum among residents on the
basis of residents‟ their unified power. After the success of their campaign, some leaders have
beenbegan developing an energy independent village for to exemplify a nuclear free society.
Concerning nuclear waste disposal site, government tried to distribute nuclear risk to relatively
marginalized area and compensate subsidies for the local people. This policy could not be
implemented because of strong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and anti-nuclear movement activists
until 2004. However, the influence of anti-nuclear movement was decreased from 2005 to 2010
because of the policy change of government. Howev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revitalized antinuclear movement since 2011. Mun Jae-in administration declared nuclear phasing out policy in
2017. This policy change was possible, on the basis of public support on anti-nuclear movement.

2)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the life of non-human beings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activists concentrated on victims of pollution in the 1980s.
Public health issues such as water and air pollution were the main issues of the environmental
groups. However, in the mid-1990s, the preservation of ecosystem emerged an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They tried to prevent lots of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dam construction,
reclamation project etc. Though lots of campaign was not so successful, some campaign such as
anti-Donggang dam project campaign was successful. Potential victims who were the local
resident around Donggang, non-human beings around the river, and future generations who will
enjoy the river were the beneficiaries of the campaign.
We can find lot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are working for animal welfare or rights,
and survival of wild lives. They are empathetic with non-human animals and have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3) Alternative cooper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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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s of cooperatives are working for alternative cooperative economy within and beyond market
economy. Hansalim, a unique Korean consumer‟s life cooperatives were founded for the new
civilization for life. They try to develop ecologically sustainable and socially cooperative life style
and civilization in which producers and consumers can make reciprocal relationship and go
beyond the market system. They have strong solidarity and social trust among coop members and
citizens. They also have conducted anti-GMO, anti-nuclear campaigns. Supporters of ecological
democracy try to find ecologically sustainable and socially responsible economy beyond market
and state system.

4) Green politics
Advocators for ecological democracy urge that dominant political structure is captured by
capitalist market, industrialism, and nation state system. Furthermore, they think that democracy is
the institution based on anthropocentrism. The welfare and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beings cannot be well deliberated under the anthropocentric democracy. Therefore, ecodemocracy advocators try to transform anthropocentric industrialist, capitalist nation state system
to ecologically sustainable and socially just society.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raised ecology and democracy agendas to the
institutional politics with „politics of influence‟ that is lobbying, mobilizing public opinion,
participating in election campaign. However, they are not successful to change the political
structure to green or eco-democratic. Though Korean Green Party was constructed in 2012, after
Fukushima disaster, it is not so politically influential.

4. Eco-democratic cosmopolitan
Who are the advocators and supporters of ecological democracy? We can find lots of ecological
cooperative leaders, housewives, and farmers, emerging groups of animal rights and welfare,
young eco-feminists, community leaders and young green politicians. They have different
identities and their own singularities. However, they share a dream that every life in earth can live
well and peacefully. They understand that global eco-social risk is literally global and it is hard to
confine the risk to the boundary of nation state. Therefore, they understand that world citizens
have to cooperate for their survival. Eco-democratic cosmopolitanism is essential not only for
normative but also for realist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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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of
Korean EE

한국 환경교육의 대내외 동향
1.

[국제]
_ MDGs(새천년개발목표, 2001~2015)에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2016~2030)로 전환
; 경제, 사회, 환경 “통합적 고려” 강조
; 포용적 이해관계자 참여 강조(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2. [교육]
_ 문이과 통합형 교과, 자유학기제 시행
_ 학습자주도, 멀티미디어, 현장 중심
3. [사회]
_ 인구구조변화(고령화 사회),
평생학습사회
_ 새로운 매체활용 확산, 4차 혁명시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리더십, 창의성
가치 존중
4. [환경]
_ 기후위기, 환경안전 등 환경문제
심각성 확산, ‘환경보전’ 넘어
‘환경복지’ 패러다임 강화

_ 세계적 교육의제인 유네스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Post-2015 의제로,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습이 추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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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교육]
_ 실천과 참여중심 환경교육 강조, 생태
시민성 강조 ; 참여중심적, 문제해결
지향적, 생산적 환경교육 강조;
학교민간협력 강화; 지역형, 마을형,
공동체형 교육수요 증대

일반 사례

한국 환경교육의 유형
학교 환경교육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형식교육

사회 환경교육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비형식, 무형식 교육
_ 정부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등 주도
_ 각각 성격 다름

학교-사회 연계교육

서로간의 한계점 보완
_지속성, 체계성(학교)
_시의적절성, 다양성, 참여(사회)

한국 환경교육의 시대적 흐름1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통해 본 학교
환경교육의 시대적 흐름
[제6차]

[제7차]

[2007개정]

1992년 고시

1997년 고시

오염문제해결
중심��자연과
학적 접근

생태적��인문
적 접근��환경
감수성 강조

지속가능발전교
육 강조

환경에 대한
종합적 이해��
환경문제에 대
한 올바른 가
치관과 태도��
참여��실천

환경에 대한
이해��가치관��
감수성과 태도��
해결방안 탐구��
보전활동에 참
여

환경감수성과 인
식��환경과 인간의
관계이해��지식탐
구��문제해결능력
과 기능��지속가능
발전 위한 의사결
정력과 가치관 함
양��보전활동 참여
와 실천

[2009개정]
녹색성장 개념 강
조
녹색사회 구현에
참여하는 세계시민
양성
[2015개정]

통합성��환경탐구
활동 강조
자기주변과 지역환
경탐구��환경과 타
인 배려��의지와 역
량 햠양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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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교육의 시대적 흐름2
_ 시기별 특성 변화을 통해 본 사회 환경교육의 시대적 흐름

[형성
(1990~)]
독자적 특질
획득

[효시
(~1980]
논의 출발

[모색
(1980~)]
환경운동의
방편

[전환
(2010~)
통합, 재편

[전개
(2000~)]
분화,확장,
연대

민간단체 중심의 환경교육운동의 시기별 특성 변화을 통해 본 사회
환경교육의 시대적 흐름(장미정, 2017.1)
특징9:범위

~198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대구분

효시

모색기

형성기::특질 획득

전개기::분화9:확장

지향

-반공해��

-반공해 운동 -

-환경교육의 대중화

-환경교육의 전문화��

-융통합 교육 패러다임

환경문제해결을

-생태감수성과 체험교육

다양화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조

위한 환경운동의

강조

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조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참여형��회원참여형

-적극적 시민참여형

사회문제에

시민운동으로

환경교육활동 확산

시민환경지도자 확산

시행에 따른 사회

서 환경문제

전환기��

-체험형 환경교육 확산

-전문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의 제도화 편입

환경운동의

- 환경교육 전공자들의

설립

흐름(인증제��센터

방편이자��

사회 환경교육 활동가로

-교육활동중심

지정과 설립��

민중교육운동의

유입 시작

풀뿌리환경단체 확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영향으로

-시민환경지도자 영역

-주제별��지역별

자격제도 도입 등��

전업운동가 배출

개발

환경교육네트워크

-전문 운동가 양성

-기업��정부와의

활성화

통로

파트너십 변화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기후변화교 육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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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의 본격

-

논의 시작

특징

전환기:
통합9:재편

환경문제

확대재생산

주요흐름과

2010년대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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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중심의 환경교육운동의 시기별 특성 변화을 통해 본 사회
환경교육의 시대적 흐름(장미정, 2017. 1)
특징9:범위

~198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대구분

효시

모색기

형성기::특질 획득

전개기::분화9:확장

-학교-사회 연계 필요성 -학교-사회

형식비형식
관계변화

2010년대
전환기:
통합9:재편
-정부-민간협력형

부각��환경교과 독립��

연계방안 논의

학교-사회

환경교육 대중화의

지속

연계사업 구체화
-대안교육��

영향
-종교단체��

-전문

-환경생태중심의

-전문

사회단체

환경운동단체

환경단체 주도

환경교육기관��

마을교육��

주도

주도

풀뿌리환경단체��

공동체학습모임��

네트워크 등 주요

사회적기업 등

주체 다양화

주요 주체��

협력주체 확장��
다양화

주체들
사이의 협력

-민간단체-기업-정부

-기업의

-기업CSR-

협력관계 변화

환경경영에서

환경교육포럼 등

-민간환경단체진흥회

사회적 책임과

장기적 협력관계

설립과 환경교육 지원

지속가능성

형성과 논의 활발

경영으로 변화

민간단체 중심의 환경교육운동의 시기별 특성 변화을 통해 본 사회
환경교육의 시대적 흐름(장미정, 2017.1)
특징9:범위

~198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대구분

효시

모색기

형성기::특질 획득

전개기::분화9:확장

2010년대
전환기:
통합9:재편
-생애주기별

-대화모임��

-대학생

-생태환경캠프��

-시민환경지도자��

공부모임 등

강연회��

생태기행 활발

환경교육코디네이

맞춤형 프로그램

터 양성 활발

강조

-

-센터 설립��지정

교육봉사활동에서

확대로

주부교육 활발 -환경체험활동��
-환경전문인��

환경교육봉사활동

운동가

활발

주요대상��

참여중심

전문교육활동으로

환경교육종사자

참여방식

전문강좌

변화

직무영역 확장

-유아부터

-전문가��

-직장인��주부�� -어린이��청소년��일반

-유아부터

운동가

대학생 주축

성인까지 다양화

시민 등 대폭 확대

성인까지
- 노인교육 강조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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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중심의 환경교육운동의 시기별 특성 변화을 통해 본 사회
환경교육의 시대적 흐름(장미정, 2017.1)
특징9:범위

~198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대구분

효시

모색기

형성기::특질 획득

전개기::분화9:확장

- ‘침묵의 봄’

-

출간

리우환경회의(1992) 유엔지속가능발전교

-

2010년대
전환기:
통합9:재편
-지속가능발전목표
- ��o�a� A���o� Programme

육10년(�E��;

o� E��(�AP, 2015-2019)

2004~2015) 시작

-세계교육포럼 모두를
위한교육(EfA) 의제에
지속가능성 학습 포함

국내외
주요사건

-‘내 땅이

-기업인 환경선언

-최초의

-환경교육진흥법 본격

죽어간다’

발표(1992),

사회환경교육

시행

‘한국의

-‘환경교육의

전문기관 설립(2000) -제1차, 제2차

공해지도’

길라잡이’(한국교회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해고발

환경연구소) 등

발간 기업 증가

수립(2011~2015;

형

사회환경교육용

-환경교육진흥법

2016~2020)
-환경교육용 대중서 발간

국내도서

도서 발간

제정(2008)

발간

-환경부

-‘환경아놀자’ 등

활발� ‘한국의

우수환경도서

환경교육용 대중서

환경교육운동사’ 발간

공모전(1993~현재) 발간

한국 환경교육의 제도적 여건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습과 실천 강조.

초기 시행지체. 4대 과제 점진적 이행 중;
종합계획(2011~)/프로그램인증제도(2009~)
/센터지정(2012~)/사회환경교육지도사자격제도(2015~)

현재 17개 시도 지자체에 환경교육 조례제정 완료
2011~2015년, 1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이행, 평가
2016~2020년, 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과 이행 중
2016~2020년, 1차 해양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과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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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례

제 2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2016~2020)

‘배려’ ‘일상화’

_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

•
•
•
•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두를 위한/소외계층
전문인력 활용
지역기반/지역형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센터의 거점기능

한국 환경교육의 전망과 과제(장미정��2017.1)

}
}
}
}
}
}
}
}
}

여러 경계를 넘나드는 융통합적 접근 강조, 형식-비형식비형식 교육의 경계 낮아지고 보완하는 교육활동 필요성 증대
마을, 지역공동체 기반/중심의 교육 강화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 필요
전문인력 역량개발이 중장기,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
평생학습 차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전략 요구
역동적인 미디어환경, 매체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 요구
미래핵심역량으로 의사결정, 의사소통, 복합문제해결 역량 강조
기후소양을 갖춘 생태시민 양성 역할 강조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강조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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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시대의
변화와 도전
The challenges of
Korean EE

“전통적인 학교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고,
로봇이 교사를 대체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도구와 기술은 인간의 일을 대체해
왔다. 교사라는 직업은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기
계가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
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또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
(류태호,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많은 예측과 시나리오들
그리고, ‘기대'과 ‘불안’

54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일반 사례

상대적으로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선호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감수성을 중시하는 환경교육 영역에서는 급
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인재상, 핵심역량은 무엇일까?
}어디까지 준비되었을까?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시대 변화의 흐름
(출처: 류태호, 2017)

현실과 사이버
세계의 경계 모호

사회9:경제9:
산업9:교육9:
정부9:개인 등
전반적인 파급
효과 예상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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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0시대, 교육 패러다임 변화

교육 패러다임 변화
_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
로. > 1:1 맞춤형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_ 정보 생산자-전달자-소비자의 경
계가 허물어짐. U-러닝(Ubiquitous
learning). 비형식 학습 강조.
_ 21세기 학습자는 멀티태스팅,
자기주도형, 정보와 미디어 능숙
(95%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냄.
2025년까지 노동 인구의 75%)
“돈보다 일의 의미가 중요”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 예측
> 교육의 대중화
_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_ 예.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 교육 효과의 극대화

_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_ 1:1 맞춤형 지향. 게임 활용.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 활용

> 교육과 실생활의 결합

_ [배운 것을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_ 다중 채널 네트워크 서비스 MCN(Multi
Channel Network)

(류태호, 2017; 홍정민, 2017 참조)

Informal learning
U-learning (Ubiquitous learning)
“기술 발전은 교육이 그간 불가능하다 생각했
던 영역을 가능하게 바꿔주고 있다.”
_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 학습
, 기억, 공유, 활용 등 학습 전반에 포괄적 접근. 맞춤
형 학습.

“어디서 배웠느냐 보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
요”

_ MOOC. 언제 어디서든 공짜로 배운다! 일상 자
체가 사회적 학습공간. 학습에 대한 개방성, 유연성
커짐.
_ 에듀블록(Edublock). 학습내용과 숙련도 증명.
디지털 배지.

“왜 우리는 같은 내용,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
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모두 함께 듣고 있을까
?”
-디지털 기술발전은 맞춤화된 서비스 제공.
-BYOD(Bring Your Own Device). (류태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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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학교를 넘어서는 교육
( 비용과 대상의 제약 파괴, 전통적 학위
붕괴, 기간 파괴, 융합교육, 재미와 게임
결합 등)
_ 다양한 방식, 유형, 주체, 범주의 학습
강화

•

환경교육도 계속해서 학교-사회 경계
느슨해지고 비형식 학습 강화 &
주제와 방식에서도 융통합교육 강화
예측.

일반 사례

기후소양과
생태시민성의
강조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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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례

기후소양

(Climate Literacy)
_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어떤 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1. 기후소양(Climate Literacy)을
갖춘 사람
_ 자신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가 자신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의사소
통(communication)과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이 가능한 사람
}

(NOAA, 2009).

생태시민성

(ecological citizenship)
_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을 통해 어떤 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

시민성; 한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의식. 좋은 질서를 만드기 위
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최병두, 2011). 책임의식과 공공성을 견지,
사회의 약자나 다수자들이 최저의 경제생활을 누리면서 안전
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려는 의지(김동춘,

2013)

}

생태시민성; 인간과 비생물종 간의 호혜성에 입각한 세계를
상정하고[인간중심주의보다 생태중심주의], 역사적이면서도
생태적인 의무와 책임을 강조(박순열, 2010). 자기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를 넘어선 지구 공동체 시민이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더해짐 & 정의, 동정, 배려, 연민 등의 덕성이 강조(윤순진, 장미정,

조미성, 2015).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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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마을기반,
공동체기반의
환경교육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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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례

마을기반, 지역기반, 공동체기반 환경교육

}

“학교는 지역에서 동떨어진 외딴섬이 아니라9:지역
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
다‡:(‘지역사회교육론’ 중에서)

}

학교-지역사회를 잇는 학습방법들(장미정, 2014)
}

프로젝트 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

지역사회기반학습(Community-based learning)

}
}

쟁점조사학습(Issue Investigation)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

시민과학(Citizen science)

}

맵핑(Mapping)

}

캠페인(Campaign)

지역형, 마을기반, 공동체기반의 교육 사례
_ 서울 에너지자립마을

“나의 작은 변화가 주민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작한다면 보람도 행복도 찾을 수
있습니다”(마을리더, 김선구)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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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핵심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
강조

핵심 역량의 변화
4차 혁명 시대에는 비판적 사고를 갖고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가 필요!

•
•
•
•
•

복합문제해결.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중요해짐.

>> 지역기반 탐구학습, 문제해
결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토론토의학습 등의 환경교
육활동 강화
(2015 인재상 VS 2020 인재상. 세계경제포럼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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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례

융,통합형
환경교육,
협력형
환경교육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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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경험으로서의
체험

(Lived Experience)

강조

Lived Experience & 실재(Entities)
Ø 가상현실 vs 살아있는 경험(체험)
Ø “체험환경교육은 현재 야기되고 있는 자연환경의 문제와
생활환경의 문제를 몸으로 직접적으로 실감하면서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류 문명의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데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체험환경교육은 다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교육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교육이며 윤리교육이며,
예술과 전통의 교육 등 통합적인 가치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환경교육센터, 2016)
체험(Lived Experience) 학습의 재평가
_ 다양성, 창의성의 근원. 실재.

추계학술대회 제1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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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환경교육복지
영역 확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Environmental Education For All

• 통합성 강조
• 공감9:배려9:나눔9:정의
공평과 같은 덕성 강조

환경보전에서
환경복지
패러다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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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이하 EEFA)’에서 강조점은
‘모두’! EEFA는 환경��경제��사회로��이들 간의 균
형을 중시 &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보다 강조.
생명��생태��공감��배려��나눔��정의��공평과 같은
가치를 포함.��EEFA��������)

일반 사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실천사례

세대내 형평,
아시아어린이
교육지원활동.
라오스,
캄보디아

세대적 형평,
유아-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유아환경교
육

세대내 형평

탈학교 청소년
대상 “내가 그린
내일 학교”

미혼모자참여
“싱그린맘”

지리적 형평

섬과
해안인접지역
어린이대상
“4해(海)4색(色)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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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동계 환경사회학회>

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교육에 거는 기대: 서울시 협치사업 사례1)
박숙현2), 임수정, 장미정

2017. 11. 22

들어가는 글: 소음갈등
미세먼지가 푸른 하늘을 뒤덮거나 녹조가 가득한 강물에 물고기가 둥둥 떠 있는 장면은 우리

에게 어렵지 않게 연상되곤 한다. 미디어의 자극적인 사진과 환경문제에 대한 논평 등이 한몫
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

다. 소음은 환경민원 중 1위를 달려왔다. 1991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은 4,258건이었고, 그 중 자진포기한 건을 제외하고 3,657건이 처

리되었는데, 그 중 소음민원이 85%였다3). 소음분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쟁은 공사에 따
른 소음이다. 2016년 자료만 보더라도 소음분쟁의 92%가 공사장 소음이었다. 지역으로 봤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음분쟁이 전체 소음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로, 인구규모가

커지면서 소음민원도 가장 많았다. 이는 인구밀도의 증가로 개발이 근접한 곳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개발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에서도 이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난다.[그림1] 공사장과는

달리 층간소음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층간소음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사장으로 인
한 분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4)

[그림 1] 서울시 소음분쟁통계 (자료: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2011~2017

년

10월

환경분쟁사건통계,

2017년 11월 22일 다운로드)

http://edc.seoul.go.kr/index.do?nMenuCode=36.

1) 본 발표문은 소음문제를 규범적인 문제(제도와 문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서울시와 (사)환경
교육센터가 협치사업으로 소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과정을 소개하고자 함.
2) 발표자
3) 환경분쟁사건 처리 통계자료 (2016. 12. 3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2017년 6월 다운로
드자료 (http://ecc.me.go.kr/jsp/information/statis.jsp)
4) 서울시 통계에서는 공사장으로 인한 분쟁통계가 별도로 노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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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응경험
그렇다면 최근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접수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2014

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두께를 210㎜이상으로 강화하였고, 그 전에 지어진 공동주
택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적 기준 및 벌금과 과태료 등 소송에 대비한 법규를 강화하였다.

법이나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70%를 웃도는 우리나라에서 층간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고 이에 대한 분석이 시급하다.

규제강화와 더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협상과 거버넌스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재복 외(2006)는

갈등을 “복수의 이해당사자들이 희소한 가치나 자원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며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소음 갈등은 ‘평화로

움’, ‘고요’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과 ‘자유로운 움직임과 활동’과 같은 행동성을 추구하
는 사람이 동일한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대개 협상을 통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협상하여 조화시켜나감으로써 갈등을 해소한
다. 협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의존도5), 권력, 정보력 등을 꼽을 수 있

다.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과 개인의 협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재 노력
에 의해 갈등의 해소 여지가 높은 편이다. 중재를 하는 곳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로 볼 수

있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는 분쟁을 조정, 예방, 교육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에게 상시 층간소음에 대한 알림이나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종원(2015)은 그의 논문에서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였다. 그 중 일부의 사람들은 법제도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
였으나 일부 사람들은 문화적 측면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내 집에서 내 아이가 뛰는데...”라

는, 배려심이 부족한 이기적 문화를 말한다. 따라서 층간소음과 같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

른 이웃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에서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분쟁조정 조직의 활동이 도움이

되었으며, 공동체 생활규칙과 같은 문화적 규범을 도입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교통소음이나

공사장

소음의

경우

층간소음과는

갈등의

유형이

다르다.

Sandole(2003)은 갈등의 양상에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른 구분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갈등
의 당사자(개인, 집단, 조직, 사회, 지역 등)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교통소

음의 경우 다수의 소음 발생자가 있거나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

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분절된 개인들에게서 발견된다. 물론 피해자

들이 공동의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소음의 경우 측정된 값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

문에 한 아파트에 살아도 저층과 고층의 피해보상 규모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

통소음의 경우에는 소음 원인제공자보다는 소음을 방지하지 못한 도로시공업체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처럼 전문가 및 정보력 면에

서 갖춰진 개인이라서 피해규명이 어렵거나 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5) Rubin, J. & Brown, B (1975) The Social Psychology of Bargaining & Negotiation. 주재복 외
(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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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민원을 넣으면 관할 구역의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를 하거나 중재를 하는 등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공사장의 경우에도 소음·진동·분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소음피해 역시 관할 공무원의 중재가 발휘된다. 하지만 공무원의 역할이 이러한 민원을 다루

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 해결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 많아진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규제 외에도 자치적, 문화적 변화가 있어
야 행정비용도 절감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자치라는 부분은 중재와 피해구
제를 할 수 있는 운영적 측면이고, 문화적 변화는 시민들에게 소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하여 스스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과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예절을 지킴으로써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환경권이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그 모호

성6)으로 인해 결국은 제도와 문화라는 규범(norm) 속에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측면이 발생한

다.

소음교육을 통한 협치사례
서울시의 경우 소음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

다. 또한 더 이상 극단적인 처벌에 기대할 수 있는 바도 적기 때문에 소음갈등의 대안이 시급

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음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도시소음관리

매뉴얼(층간소음)』(2016)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에 집중하여 층
간소음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는 행복마을 만들기(서울시)』편을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층간소음의 극단적 갈등이나 분쟁을
감소시킨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의 분쟁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사장이나 교통소음 등 다른 소음으

로 인한 갈등이 개선되지 않아 (사)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소음에 대한 교재 개발을 추진하였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소음에 대한 이해와 예절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공

사장이나 교통소음은 사업자와 다수의 민원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적 갈등일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내용도 보강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교재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두 종

류로 개발하였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 기본적으로 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전반부를 할애
하였다. 어린이 교재의 경우 소음이 우리 신체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간단한 교

구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구를 연동시켰다. 특히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눈높
이에서 ‘조용히 하기’의 연습이 아닌 소음 자체에 대한 인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소리 경험

활동과 사례를 함께 배치하였다. 반면 성인 교재의 경우, 소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덧붙여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의 갈등 사례, 해외 및 국내 소음정책 등을 소개하고, 실생활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몇 데시벨 정도가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사장 소음의 분쟁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지 등 피해와 대응에 적합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을 교재개발에서 비중을 두어 다루었다.

6)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행사를 법률(환경정책기본법 등)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호성이 존재한다. (참고: 헌법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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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례

해외사례 제시
교재 속에서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소음갈등이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정

부분을 해외 도시의 사례에 할애하였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연간 10만 건 이상의 소음 민원
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경우 파티와 떠드는 소리, 업무시간 외의 건설소음 등이 주요 원인이
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뉴욕시는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소음을 녹음하는 장

치를 도시 곳곳에 부착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소음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시행 중
이다. 5년간 모인 소음 데이터는 추후 규제 및 개선책을 찾는 바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

럽연합의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소음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교통소

음이나 생활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우리와 달
리 공동주택의 비율이 낮은 탓도 있지만, 독일의 공동체 예절에서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독일인들은 매우 철저하게 소음에 대한 공동체 교육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독일은 밤10시부터 오전7시까지, 오후1시부터 3시까지는 Ruhezeit라는 소음없는 휴식시간을

정하고 어려서부터 이를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

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지만 2012년 이에 대
한 허가제는 폐지되었다.7)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권리가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소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온 프랑스의 시민단체 2곳과 함께 시민들이 소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과 참고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8) 또한 세계적으로 4월 마지

막 주 수요일은 소음인식의 날로 정해서 이 날은 많은 학교와 기관들이 소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주택사정이 달라 아파트보다는 저층의 개별주택들

이 많은 유럽인들이나 북미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달랐고, 좌식생활을 하고 신발
을 벗고 생활하는 일본과 한국에서만 경량과 중량의 충격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워낙 조용히 지내는 문화 때문에 소음갈등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곳 역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소음은 국적을 불문한 공통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교재 내에 이러한 사례들을 모두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해외에 갈 경우 주의

해야 할 예절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면을 교재 상에 강조하였다. 대신 시범강의에
서는 이 부분을 드러내어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소음에 대한 적극적 대응,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
소음에 대한 교육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자들은 문제의식과 제도적 이해에

보태서 기술적인 도구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한 소리풍경(Soundscape)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음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지방정부가 공원을 만들
거나 공동생활구역을 디자인 할 때에도 당연히 소리풍경은 도움이 되지만, 개인 역시 소음을

7) Kate Connolly, The Guardian, 2010.8.16일 온라인 판. https://www.theguardian.com/world/
2010/aug/16/germany-children-noise-law. 혹은 어린이 소음과 놀권리 등에 대한 글은 다음을 참조.
https://www.expatica.com/de/news/country-news/German-government-fights-for-noisy-kid
s_233858.html)
8) Fanny Mietlicki, Piotr Gaudibert, Bruno Vincent, (2012) “HARMONICA project”
Inter.noise2012 총회(8, 19-22, 뉴욕시 개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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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 백색소음을 활용하거나 아름다운 음악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

다. 또한 소음이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배운 만큼 녹지나 자연 속에서 소음을 벗어나

생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제시하였다. 앱이나 사용자들이 참고할 만한

온라인 링크도 제시하여 교재가 매뉴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덧붙였다.

나가는 글: 협치와 소음교육
보이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소음이라는 공해가 우리의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소음

갈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협치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교재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한두 가

지가 아니었다. 소음에 대한 지식,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온라인상에 떠다녔지만, 그것을 한
줄로 엮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님을 새삼 느끼는 계기도 되었다. 취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시

민단체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통해 소음갈등을 줄이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데에 있었지만,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하였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교재를 만드는 것은 그저 협치의 시작점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소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특히 공사라는 것은 “개발” 혹은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이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협력이나 제도적 개선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

서 터무니없는 피해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이나 피해구제 방법은 부처 간의 협력으로 제도개선을
이루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교재 및 교구 개발이 같은 장소라는 공동의 자원을 서로 다른 목적과 용도로
서 바라보는 시선을 좁히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도시소음관리 매뉴얼(층간소음)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예방�� 해결 가이드북�� 소통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이종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행정
학 석사학위논문
주재복,� 한부영 (����)�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사례집 (����� 외)
��n�o�e,� �enni�� (����),� �on��i�t�� �ro�� �n����i�� to� Intervention,� �e�� �or���
�ontin���.�
<인터넷 사이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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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관점에서 본 4대강사업 저항운동
이철재(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Ⅰ. 서론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전 대통령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국민촛불 저항으로 좌절되자 ‘4대강

정비’라는 개념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해, 그래서 ‘민족의 젖줄’이라

불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16개의 콘크리트 보가 들어섰

고,1) 생명의 서식처이자 오염원을 걸러주고, 경이적 경관을 만들어 내던 모래 4.5억㎥가 준설
됐다.2) 2009년 11월 공사가 시작된 4대강사업은 2012년 중반기 물리적 공사가 마무리됐다.

여기에 22.2조 원의 투입됐고,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사업에 부담한 8조 원에 대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원금 등 매년 수천억 원의 4대강 유지관리가 들어가고 있다.3)

이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 ‘국가의 격을 올렸다’며

‘성공’이라 자평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와 민간단체는 ‘대국민 사기극’,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 ‘복원을 가장한 파괴’,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이라 평가하고 있다(이철재,

2016a: 97~98). 4대강사업 반대 측은 4대강사업 이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

의 수질악화, 계속되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4대강사업으로 우리 강의 시스템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4대강사업에 따른 문제점들은 사업 전부터 예견됐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계, 정치권(당시 야당)은 4대강사업 반대운

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가져올 파국적 상황, 즉 자연환경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

혈세 낭비를 막아내기 위해, 미래세대와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사 시설 점거 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총장 김종남 인터뷰. 2015.07.20.)”해
반대운동을 벌였다. 권력 감시와 정책 검증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상

황에서, 이들은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4대강사업 현장 문제점을 알려나갔고, 스스로
1인 미디어가 돼 ‘언론 의병’ 역할을 했다(SBS 환경전문기자 박수택 인터뷰. 2015.07.27.). 4

대강 비판 전문가 집단은 권력기관의 감시와 학계의 차별을 버티며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사회적, 과학적 상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성직자는 4대강사업으로 죽어 가는 생명
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며 성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4대강사업과 이 사업을 밀어붙인

권력과 자본에 저항했다. 4대강 반대는 국외로도 확산돼 독일 등 해외 교포들이 4대강사업 반

대 시위를 벌일 정도였으며, 지구의 벗과 같은 국제환경단체와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4대강사
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비록 ‘4대강 공사 저지’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라 기

1) 국제대댐회는 높이 5m 이상, 저류량 300만㎥ 이상을 대형 댐으로 정의하고 있다(국제대댐회
http://www.icold-cigb.net 2017.10.15. 검색). 이런 관점에서 16개 보 대부분은 대형 댐에 해당한
다.
2) 이명박 정부가 밝힌 최초 준설량 계획은 5.7억㎥였다.
3) 수공 부담 8조원에 대해 수공이 5.6조원을 자체부담하고 정부가 2.4조원을 2031년까지 상환할 예정
이다. 여기에 정부가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9조원을 2036년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2016년 한
해 수공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원금으로 3,400억 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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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것처럼 권력의 부당함에 맞선 ‘국민적 저항’으로 평가될 수 있다.4) 이러한 강을 위한 저
항은 새로운 정치 기회구조에서 강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4대강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적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을 반대운동 중심으로 고찰했다. 이어 주요 행위 주체들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4대강사업 반대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언론조사 자료
와 4대강 관계자 인터뷰 자료를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첫째,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이 우려하는 사업을, 그것도

예견된 파국을 막아내지 못 할 정도로 후진적 사회 시스템이었을까? 둘째, 4대강 반대운동 측

이 ‘4대강사업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정권 교체로 만들어
진 기회구조 속에서 4대강 회복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까?
Ⅱ. 4대강사업 주요 시기별 활동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4대강사업 추진 전 과정을 크게 4단계로 구분했다. 제1기는 ‘대

운하 추진 및 4대강사업 전환기’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며 한반도 대운하

추동을 본격화하던 2006년부터 국민 촛불 저항으로 대운하 포기 발언을 하고 이를 4대강 정

비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던 2008년까지로 구분했다. 제2기는 ‘4대강 공사 강행기’로서 4대

강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던 2009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새 물결 맞이 행사’에서 4
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했던 2011년 10월까지로 구분했다. 제3기는 ‘4대강 부작용 발생기’로서
속도전에 따라 보 콘크리트 구조물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2011년 11월부터 물고기 떼죽음,

녹조 번무 현상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됐던 2016년 3월까지로 구분했다. 제4기는

2016년 4월 총선결과 야대여소 정국이 형성되면서 정치권,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4대강 심판
과 복원 운동을 본격화하던 2016년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보 수문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
시했던 2017년 5월까지로 구분했다.

1. 제1기 대운하 추진 및 4대강사업 전환기(2006~2008)
제1기 ‘대운하 추진 및 4대강 전환기’는 2006년 유력 대선 후보 이명박의 공약으로 시작된

한반도 대운하가 논란이 거듭되면서 2008년 4대강사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는 대운하가 좌절되자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프레임을 전환했고, ‘녹색성장’과 ‘강 살리기’라는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한편, 사정기관을 동원해 반
대진영 압박을 강화한 것이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이다.

<표 1> 제1기 대운하 추진 및 4대강사업 전환기 주요 사건
일시
2006.11.13
2006.12.04
2007.09.18

내용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한반도 대운하 국운융성의 길 심포지엄’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경부운하, 한국판 뉴딜인가 망상인가’ 토론회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발족식

4)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이시재는 2013년 3월 19일 4대강 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주관한 ‘4대강 찬동
인사 4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은 국민적 저항운동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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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2008.01.14
2008.02.12
2008.02.19
2008.03.25
2008.03.26
2008.05.23
2008.06.19
2008.08.15
2008.09.08
2008.12.15

대통령직 인수위, 현대건설 등 ‘빅5’ 건설사 대표 간담회
이명박 당선인, 한반도 운하 100% 민자 추진 방침 발표
4대종단 성직자,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 돌입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발족
전국 대학교수 2,400여 명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발족
한나라당, 대운하 제외 총선공약 발표
건기연 김이태 연구원 양심선언,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대운하”
이명박 대통령, 2차 사과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추진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 저탄소 녹색성장 발표
검찰,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및 공안정국 형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대강 살리기 사업 프로젝트’ 의결

4대강사업은 경부운하와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청계천 사업으

로 대선후보 반열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임기 말부터 경부운하를 대선용 과제

로 띄웠다. 이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내륙운하’ 구상을 밝히며 4대강 탐방에 나섰고, 10월

에는 독일 마인·도나우(MD) 운하 현장을 방문해 한반도 대운하 윤곽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

통령은 대운하 추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2006년 11월

13일 호남운하, 금호운하, 새만금운하와 북한운하 등 17개 운하(총연장 3,134km) 계획이 포

함된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 핵심 주장은 강을 활용해 운하를
만들면 물류비를 1/3로 줄일 수 있고, 내륙에 항만 물류단지, 공단 등을 개발해 국토균형발전

을 이루면서도 고속도로 건설보다 환경적이어서 ‘한반도 국운을 융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욱, 2010: 28).

전문환경운동단체는 2006년 11월 경부운하 구상이 구체화되자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열거나, 언론사와 공동으로 문제점을 추적하는 시리즈 연재하는 한편, 잠실수중보 점거 퍼포
먼스 등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구상은 2007년 6~7월 진행된 한나라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5)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인 2007년 8월 전문환경운동단체는 ‘(가칭)경부운하저지연석회의’를 발족
하고, 9월 18일 전국 181개 단체들이 참여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으로 확대해 대응했다.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은 대운하가 전 세계적으로 사양사업인 19세기 낡은 토목사업으로서 경

제성, 환경성, 진실성이 없는 ‘3無정책’이라 강조했고, 2007년 10월 23일에 경부운하 백지화
촉구 2500인 선언을 조직했다.

이 당시 진보성향 언론은 물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언론도 대운하 타당

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6)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박승

환, 이재오 등 측근 정치인은 ‘이명박 당선이 곧 대운하 찬성’이라는 논리로 ‘2008년 대운하
5) 당시 TV로 생중계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 측은 경부운하의 경제성 문제
를 집중 추궁했고, 홍준표 후보는 “식수원에 배 띄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수질오염 문제를 제
기했다. 한때 ‘MB의 복심’으로 불리던 정두언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MB가 경부운하에 집착한 이유를
1980년대 한강 정비 사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가 경부운하로 대선후보 경쟁에
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면서 ‘한나라당 경선 당시 홍준표 공격으로 대운하 색이 바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허핑턴포스트, “[정두언 회고록] 13.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 4대강 살리기로의 전환”
2016.11.04).
6) 당시 연구자는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국장으로서 한반도 대운하 대응을 총괄했다. 이때 시민들이
‘자신은 대선 때 이명박을 찍었지만, 대운하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전화가 하루에도 수
차례 올 정도였다. 하지만 2009 년 이명박 정부가 4 대강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때는 ‘ 니들이 뭔데
4대강사업을 반대하느냐’는 항의성 전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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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는 등 대운하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관계자가 국내 도급순위 1~5위 건설사 관계자를 만났고, 인수위 내에 대운하 테스크 포스팀
(TFT)을 설치했다.

대통령 측의 대운하 움직임에 따라 대응 활동도 본격화됐다. 전문환경운동단체는 2007년 1

월 초 대운하 국민검증기구 구성과 국민투표로 대운하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고,

참여연대, 민주노총과 같은 시민사회단체, 생협조직 등을 포함해 전국 337개 단체가 참여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을 2월 19일 발족시켰다.7) 수경 등 4대종단 성직자들은 ‘생명의 강을 모

시는 사람들’을 조직해 2008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 동안 대운하 예정지를 순례했고,8)

운하를 반대하는 전문가도 직접 행동에 나섰다. 2008년 1월 31일 80여 명의 ‘운하반대 서울
대 교수모임’을 시작으로, 3월 25일 각 대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인사와 대운

하 반대 교수 등 전국 2,375명이 참여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 발족됐다.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2008년 3월 26일 한나라당은 4월 총선 중앙당 공약에

서 대운하를 제외했다. 당시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통 인식

이 높아져, 2008년 5월 2일 서울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모이는 대

규모 촛불로 번져 나갔다.9)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월 13일 1차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대운하를 4대강 정비로 축소해 추진할 것’을 밝혔고, 2008년 6월 19일에는 2차 사과를 하며,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대통령 발언을 기점으로 대운하 추진
핵심 인사였던 ‘대운하 5인방’ 중 3명이 사직해 대통령의 운하 포기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는

듯했다.10) 대통령 발언 이후 증권시장에서 대운하 관련 주식이 폭락했고, 대부분 언론에서도
대운하 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11)

그러나 대운하 논란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 7월 감사원이 밝혀 듯이 대

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추진했다. 앞서 2008년 5월 23일 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
연) 연구원 김이태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

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5월 <한겨레>는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4월 '친환경적 친

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

서'를 건기연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것을 보도했다.12) 이에 국토부는

비밀TF 해체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청와대 국정수석기획실 지휘 하에 한강홍수통제소로 장소
를 옮겨 비밀 연구를 계속해 왔다는 것도 드러났다.13)

7) 지열별로도 대응조직이 구성됐다. 2007년 11월 2일에는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부산본부가 결성됐고,
2008년 1월 21일에는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경남본부, 2월 19일에는 영산강운하백지화전남시민행동,
2월 21일에는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2월 28일에는 운하백지화충남도민행동, 3월 5일에는 운하백
지화 대구경북본부, 3월 18일에는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 결성돼 대운하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갔다.
8)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 중에는 주요 지점마다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함께 강
과 국토의 생명을 기원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단체와 종교계를 연결시
켜주는 역할을 했다.
9) 구도완·김고운(2013)은 “2008년 5월 2일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은 단일 이슈에서 촉발
된 운동이었지만 그 심층에는 대운하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불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반발이 집합적 동원의 주된 자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저항으로 인해 이명박 정
부는 대운하 사업의 조건부 포기를 선언했다”고 분석했다(구도완·김고운, 2013: 5).
10)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008년 6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발언이 진정성이 있
으려면 ‘대운하 5적’으로 지목된 국토부장관 정종환, 환경부장관 이만의, 대통령 비서실장 류우익, 청
와대 국정기획수석 곽승준, 홍보기획비서관 추부길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중 류우익, 곽
승준, 추부길이 사퇴했다.
11) 신동아, “운하는 죽지 않았다” 2008.08.25.(누리집 게재일)
12) 한겨레, “[단독] ‘강 정비, 운하 눈속임’ 국토부 문건서 확인”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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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비밀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촛불과 대운하 반대진영 압박에 나섰다. 2008년

9월 8일 검찰은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을 단행했고,14) 곧이어 비리 혐의로 환경재단 최열 수
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5)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정

보기관을 동원해 촛불 시위에 참여한 진보단체 압수수색을 거듭하는 등 공안 정국을 형성해
나갔고, 2008년 12월 9일 한나라당은 30개 시민단체 감사원 특별 감사 청구 계획을 밝히는
등 비판적 시민단체 활동을 제어하려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성장과 녹색 이미지로 포장했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

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며,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

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주장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

표적인 ‘녹색뉴딜정책’으로서 홍수 피해를 감소시키면서 일자리와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08년 12월 15일에는 대통령 주제 제3차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14조 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의결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

강 마스터플랜 용역을 건기연에 의뢰하는 한편,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안동지구, 영산강
나주지구에서 ‘4대강사업 선도 지구’ 기공식을 진행했다.16)

2. 제2기 4대강 공사 강행기(2009~2011.10)
‘4대강 공사 강행기’는 찬반 모두 사활을 걸었던 시기였다. 4대강사업 추진 측은 대운하 좌

절에 위기감을 느끼고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권 1호 사업’이라 칭하며 정부부처와 사정기관,

건설사, 친정부 성향 전문가와 언론 등 광범위한 세력을 결집시켰다. 반대 측 역시 400여 단

체로 불어난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야당, 종교계, 전문가, 법조인이 4대강사업은 ‘대운하 1단
계’, ‘토건정권의 정권 연장 전략(오성규, 2009)’이라 정부 의도를 분석하며 장기 농성, 성직자

순례, 법률 소송 등 총력 저지 활동을 펼쳤던 시기였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업 영역에 따른

대응의 한계가 노출됐고, 2010년 말부터는 장기간 이슈 반복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반대 측

결합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2010년 12월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 불리는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통과되면서,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자극돼
“4대강은 반대해도 친수법은 찬성한다”17)라는 지역 주민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임에

도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4대강사업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
는 계기가 됐고, 전문가 집단의 공학적 분석, 천주교, 불교계의 반대운동 동참 등이 진행되면

13) 한겨레, “대운하추진팀이 ‘4대강 비밀추진팀으로’” 2008.12.16.
14)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은 “환경련 압수수색으로 큰 단체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몰라도,
지방의 작은 단체들은 몸을 사리게 됐다”고 말했다(2015.06.21. 인터뷰).
15) 검찰은 환경재단 대표 최열 수사를 위해 7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서 100여 명에 가까
운 참고인을 불렀으며, 수백 명의 계좌를 조사했다. 이 때문에 ‘최열 죽이기 표적 수사’ 논란이 제기
되기도 했다(한겨레, “시민사회 ‘검찰 최열 수사’, 도 넘었다” 2009.03.18.).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환경재단 후원기업을 조사하고, ‘4대강 찬성 용역을 해주면 뭐든 도와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던 사
실도 확인됐다(주간경향, “4대강사업 ‘국정원 개입’은 왜 규명대상에서 빠졌나” 2017.10.10.).
16) 안동 선도 사업 지구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진행해 논란이 일
어났다( 뉴시스, “안동 생태하천 조성…사전환경성검토 전 기공식 ‘논란’” 2008.12.29.). 이명박 정부
가 논란 속에서 선도지구 기공식을 가진 것은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차기년도 주도
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자(부산일보, “<핫이슈>4대강 하천정비사업 강행의 정치학” 2008.12.26.), 4
대강사업 추진을 기정 사실화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17) 2011년 4월 경 4대강범대위의 친수법 문제점 대전 강연회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은아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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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대강사업 비판여론이 지속됐다. 또한 이 시기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반대 측은 4대강 공사 저지라는 1차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4대강 반대

여론 지속과 4대강 책임자 심판 운동을 위한 밑거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표 2> 4대강 공사 강행기 주요 사건
일시
2009.01.12
2009.03.02
2009.06.08
2009.06.09
2009.11.06
2009.11.26
2009.11.30
2010.03.12
2010.03.13
2010.07.22
2010.10.11
2010.12.08
2011.01.27
2011.06.25
2011.08.18
2011.10.22

내용
생명의 강 연구단 발족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4대강 오체투지 순례단’ 출발
국토해양부 등 4대강 마스터플랜 확정
운하백지화국민행동, 4대강 천막농성 시작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4대강 행정소송 시작
환경운동연합·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대강 찬동인사 발표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 사업 반대 공식 입장 발표
불교환경연대 수경, 여강선원 개원
환경단체, 4대강 사업 중단 요구 이포보, 함안보 고공농성 시작
남한강 여주 신진교 붕괴
한나라당, 2011년 예산안 및 친수법 날치기 통과
감사원 4대강 1차 감사 결과 발표, ‘별 문제 없다’
낙동강 왜관철교 붕괴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 초청 ‘4대강 사업 홍수 효과 진단’ 국제심포지엄
이명박 정부,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개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부터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를 밟아 나갔다. 정부는 1

월 15일 재해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18) 4

월 15일에는 국장급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장관급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4대강추

진본부)’로 격상해 발족시켰고, 4대강추진본부 주도 하에 4월 27일 4대강 마스터플랜 중간보
고를 거쳐 5월 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2개 시도 순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6월 8일에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합동으로 4대강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주요 지역 거점별로 마스터플랜 순회 설명회에 대응했던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가 마스

터플랜을 확정하자 “4대강사업은 결국 운하사업”이라 반발하며, 2008년 6월 9일부터 조계사
일주문 옆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0월 23일까지 150일 이상 농성을 이

어가면서,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 거리 홍보전, 야간 문화행사 등을 진행했고, 영산강, 낙동강,

금강에서도 지역 대책위 별로 농성 등 반대운동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마스터플랜

이 확정되자 ‘환경 국치일’이라 성명을 발표하고, 6월 18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종교계 등과

함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를
발족시켰다.19) 4대강범대위는 6월 27일 경찰이 집회를 불허 상황에서 3천 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서울광장에서 '4대강 생명과 평화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을 열어 대국민 장외투쟁을 선

언했다.

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박창근(관동대 교수)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를 핵심 모토로 2009년 1월 12일 ‘생명의 강 연구단’을 발족시켰다. “답은 현
18)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8년 6월 3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질의 답변에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MBC, “입법조사처 ‘국가재정법 시행령 위헌’ 2009.06.03.).
19) 4대강범대위는 2012년 1월부터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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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있다(2015.05.29. 인터뷰)”라는 박창근의 말처럼 생명의 강 연구단은 분기별로 4대강 전

역을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공학적으로 분석했다. 운하반대전국교수

모임의 핵심이었던 박창근이 별도의 연구조직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에서 4
대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소속 인사들의 결합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백명수 인터뷰. 2017.05.29.). 또한 정부가 4대강사업 추진에

개발부처와 전문가 조직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반대 측은 토목공학, 수자원공학, 환경공학을

기반한 전문가 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박창근은 이후 서울대 김정욱, 인제대 박재현, 부산

가톨릭대 김좌관과 함께 2009년 9월 18일 대한하천학회를 창립, 반대 진영의 이론을 뒷받침
했다.

이명박 정부 환경부는 4대강 반대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6일 4대강사업 환

경영향평가가 통과시켰다. 앞서 2008년 12월 31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환경부
고시)을 개정해 4계절 조사를 2계절만 조사해도 문제없도록 완화하고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를 4개월 만에 협의 완료했다(환경부, 2017).20) 4대강범대위와 생명의 강 연구단 등은 기자회

견을 통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실제 남한강, 낙동강에서는 환경영

향평가에서 누락된 단양쑥부쟁이, 귀이빨대칭이 등 멸종위기종이 공사 과정에서 폐사하는 일
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시기 전문가 집단은 독일 헨리히 프라이제 등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4대강사업 문제를

분석하는 심포지엄을 열었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4대강 국민소송을 준비하며 거의 주 1회

세미나,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대다수 수자원 및 토목공학 전문

가들이 4대강 찬성 측에 결합하거나 침묵하고 있을 때, 이들 전문가들은 활동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면서 ‘거의 1당 백 수준’으로 매달려 4대강사업에 대응했다(인제대 박재현 2017.03.31,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인터뷰. 2017.05.29.).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자 4대강범대위와 운하반대교수모임은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법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이후부터 4

대강 국민소송을 준비했다. 최종적으로 민변환경위원회 소속 등 변호사 32명으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은 6천여만 원의 소송 모금액과 9089명의 원고가 참여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이하 4대강 국민소송)’을 2009년 11월 26일 4대강 유역의 각 지방법원에 접수
했다. 4대강 국민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만 6년 동안 진행되면서, 2012년 2월 10일 부산 고

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돼 사정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보다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현행 사법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21)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1월 10일부터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별로 ‘희망선포식’이란 명칭의 기공식을 갖고 4대강 95개 공구에서 본격적인 365일 24시간
공사 체제에 돌입했다.22) 4대강범대위는 공사 착공에 따라 지역 대책위와 공사 과정 집중 모

20)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
했다는 증언도 있다(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A 인터뷰. 2015.07.03. ).
21) 4대강사업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당시 4명의 대법관은 △ 상위법과 배치 △ 예비타당성 회피 △ 대
안검토 불충분 △ 현장조사 없는 사전환경성검토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내일신문, “['4대강' 대법원 결정 살펴보니] '독수리 4형제(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전수
안)' 위법성 조목조목 지적” 2017.05.24.)
22) 2010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주승용은 정부가 4대강 공사 현장 16곳에
31개의 CCTV를 설치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감시했다고 지적했다(노컷뉴스, “4대강 보 설치 공사장
곳곳에 CCTV 설치…왜?”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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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과 거리 투쟁으로 4대강사업 저지 활동을 전개했지만, 공사 영역이 광범위한 상황에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4대강 반대 측은 4대강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 시작 전후 4대강 시민 탐

방을 조직했다. 남한강 여주의 경우 2009년 한 해 동안 7~8천 여 명의 시민이 다녀갈 정도였

다(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이항진 인터뷰. 2015.07.25.). 특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당시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사생결당(4대강을 지키는 결사당)’, ‘강의 눈물 팀’과 같은 온

라인 카페와 인터넷 생중계팀을 형성하고, 2009년 말부터 2011년까지 집중적으로 4대강 공사

현장 항의 방문을 조직하는 등 현장 저항을 이어갔다. 또한 강남촛불, 수원촛불 등 자생적 지

역 촛불 모임에서는 4대강 반대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며 4대강 저항 운동을 이어 나갔다. 이

시기 민주당 등 야당도 4대강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4

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명박 정부는 여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 공사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2010년은 종교계의 4대강 반대 활동이 두드러졌다. 2009년 12월 8일 ‘4대강사업 저지를 위

한 천주교연대’를 출범시킨 천주교는 2010년 2월 17일부터 2012년 8월 14일 ‘두물머리 생태
공원’이라는 사회적 합의23)가 이루기까지 900일이 넘도록 양평군 양수리(두물머리) 일대 유기

농지에서 지역 농민들과 함께 매일 릴레이 기도회를 열며 4대강사업에 저항했다. 2010년 3월

8일에는 전국 천주교 사제 1,106명이 4대강 반대 선언을 했고, 이어 2010년 3월 12일에는 천
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의가 4대강 반대 입장을 선언하는 등 천주교가 4대강 반대 운동

에 전면에 나섰다. 천주교는 2010년 5월 10일,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서울 명

동성당에서 4대강사업 중단 촉구 생명평화 미사를 여는 등 집중적인 4대강 반대활동을 펼쳤
다.

불교계에서는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이 2010년 3월 13일 남한강 신륵사 인근에 여강선원

을 개원했다. 2010년 3월 25일에는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4대강사업 중단을 공식적으로 촉구

했고, 이어 2010년 4월 17일에는 불자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제’를
열었다. 4대강범대위는 여강선원으로 상근활동가 4~6명을 파견해 남한강 현장 상황실을 꾸려

공사 모니터링과 농성 등 현장 저항 운동을 벌여 나갔다. 야당 국회의원도 현장 사무실을 개

소했고, 민족미술인협회 등 예술인들도 여강선원 주변으로 4대강사업 반대 전시물을 게재했
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강선원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 관계자 방문이 계속되는

등 당시 수경의 여강선원은 4대강 반대운동의 상징적 거점이 됐다. 이런 가운데 2010년 5월

31일 경북 군위 지보사 승려 문수가 4대강사업 중단 등을 촉구하며 소신공양하는 일이 벌어

졌고, 2010년 6월 5일 조계사에서는 4대강생명살림 불교연대, 종교환경회의 등이 주관해 문
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제가 진행됐다.24)

23) 우리나라 유기농 운동의 발상지인 경기도 팔당지역은 4대강사업으로 강변 농지가 수용당할 상황에
처하자 농민들이 ‘팔당 유기농지 보전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이하 팔당공대위)’를
결성해 저항 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팔당공대위는
천주교의 지원과 4대강범대위와의 연대를 통해 투쟁을 이어갔고, 자발적 청년 모임인 ‘에코토피아’가
결합해 ‘밭전위원회’, ‘4대강 역전 만루홈럼’과 같이 놀이와 저항을 결합시킨 새로운 저항문화를 형
성했다. 그 결과 팔당공대위는 2012년 8월 14일 천주교의 제안으로 국토부와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중재안을 성사시켰다. 이는 4대강사업에서 이명박 정부가 뜻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사례로 주민 운
동이 연대운동과 새로운 저항 문화를 만들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러나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이란 사회적 합의는 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4) 추모제 이후 수경은 화계사 주지와 조계종 승적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심경의 글을 남기고 모습을 감
췄다. 수경의 잠적으로 불교계 4대강 대응은 약해졌다. 2016년 3월 불교환경연대는 대표 및 실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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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3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가 북풍으로 몰아간 천안함 정국 속에서도 야권 승리로

귀결됐다. 야권 단체장이 당선된 충남도와 경남도는 각각 4대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낙동

강사업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4대강 해법 모색을 시도했다.25) 지방선

거 이후 야당과 4대강범대위는 ‘4대강 반대 민심이 확인됐다’며,26) 4대강사업 공사 중단을 요

구하면서 4대강사업 해법 모색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14일 라디오 정례연설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여서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장맛비에 남한강, 낙

동강 공사현장 시설 일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2011년 4

대강사업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강행 체제를 공공이 했다.

정부가 중재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하자 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7월 22일 홍

수기만이라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점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27) 각각 40일과 20일 동안 진행된 공공 농성 기간 동안 4

대강범대위는 국회 차원의 4대강 검증특위 등을 요구했으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28) 40일 동안 남한강 이포보 농성에 참여한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은 “이
명박이 워낙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했고 그만

큼 절실했다. 이런 저항이 나중에 강을 복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말했다(2017.07.04. 인터뷰).

4대강 고공농성이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4대강범대위는 장기간 단일

이슈 대응에 따른 피로감이 쌓여갔고, 이로 인해 2010년 11~12월 집중한 2011년 4대강 예산

저지 활동에는 힘이 실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대치 속에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친수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29) 2010년 말을 기점으로 4

대강 저항운동은 시민사회 전체 핵심 이슈에서 전문분야 운동가 중심 운동으로 전환하게 됐
다. 대운하와 4대강사업 초기와 다르게 강별로 대표 활동가가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이 시기였

다.30) 이러한 경향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건으로 이슈가 분산되면서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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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새롭게 보강하면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순례를 벌였고, 이를 통해 4대강문제를 다시 제기했
다.
충남도는 전문가와 전문환경운동단체가 참여한 금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4대강사업에 따른 금
강 상황을 모니터했다. 4대강사업 이후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곳은 충남도가 유일하다.
지방선거 한나라당 패배 원인에 대해 2010년 6월 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추진 때문’이라는 응답이 3명 중 1명꼴인 34%로 가장 많았다(뷰스엔뉴스, “[여론조사] 6.2민심은 4
대강사업 중단하라” 2010.06.07.)
4대강 공사현장 점거 농성은 2010년 초부터 4대강범대위 차원에서 논의 됐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도한 7월 고공 농성은 한강, 낙동강뿐만 아니라 영산강, 금강에서 동시에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기획됐었다.
당시 야당의원 111명이 발의한 국회 4대강 검증 특위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의 관련 질의에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유승민만 ‘대체로 찬성’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오마이뉴스, “(양이원영) 2010년 여름은 오늘을 기록할 것이다” 2010.08.31.).
친수법은 강변 양안 2km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데,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수공에 개발우선권을 주는 법률로서 ‘4대강 후속법’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 법률에 의해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이 추진되고 있어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낙동강 대구경북은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낙동강 경남지역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부산은
낙동강 네트워크 이준경, 영산강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금강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남한강은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등이다. 이들은
김정욱, 박창근, 박재현, 허재영, 정민걸, 이성기 등 4대강 반대 전문가와 함께 4대강 현장을 누비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 했다. 주류 언론이 4 대강 이슈를 외면하는 동안 오마이뉴스 등과 소셜 미디어
를 통해 현장 상황을 알려 나갔다. 4대강 문제를 알리는 데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성의 역할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일반 사례

더욱 뚜렷해졌다.

2011년 4대강 현장에서는 부실한 검증과 속도전에 따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1년

5월 24일 낙동강에서 멸종위기생물 Ⅰ급 귀이빨대칭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6월

25일에는 근대문화제로 지정된 왜관철교가 붕괴됐다. 왜관철교 붕괴 바로 다음날에는 낙동강
상주보 좌안 제방이 무너졌고, 구미에서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준설 과정에서 상수도관

이 파열된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 낙동강 용호천, 감천과 한강, 금강 등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에서는 ‘MB야가라’, ‘MB캐년’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 질 정도의 역행침식이 발생해 제
방 붕괴, 농지 유실 등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

었으나, 2011년 8월 왜관철교 붕괴 현장을 조사한 독일 칼를스루에 대학 한스 베른하르트는

“교각이 상류 방향으로 붕괴됐는데, 이는 교각 기반에서 이뤄진 침식의 전형적인 결과31)”라고

지적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4대강 본류의 과도한 준설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4대강사업 공사 과정에는 인명 사망 사고가 계속됐다.32)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1년 4월

21일 “4대강사업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없었다. 다 본인 실수 때문”이라는 국토부 장관 정종환
의 말처럼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16개 보 경관 조명 설치,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4대

강 그랜드 오픈 행사 준비 등 4대강사업 홍보에 물량을 쏟아부었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2011년 10월 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 새 물결 맞이 행사’를 진행했

다. 이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

러한 강으로 태어났다”라며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포보 행사에 이어 4대강 각

보 별로도 개방행사를 진행했다.

이 시기 4대강 반대 측은 4대강사업 책임을 역사적으로 묻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환경운

동가, 전문가, 파워블로거, 촛불 누리꾼 등이 참여한 ‘MB 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은 2009년 9월 환경운동연합과 운하

반대전국교수모임이 처음 발표한 것으로,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이를 더욱 확대해

2011년 9월 19일 정치인, 10월 19일 전문가 등 사회인사 총 250여 명의 4대강사업 찬동인사

를 발표했다. 전문환경운동단체는 이때 발표된 명단을 중심으로 2012년, 2014년, 2016년 총
선과 지방선거에서 4대강 찬동 후보 낙천, 낙선 운동을 벌여 나갔다.

4대강사업 저항은 국외로도 번졌다. 2011년 5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방문 시

독일 교민들은 대통령궁 앞에서 4대강과 원전 신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의 녹색성장을 ‘그린 워시(Green Wash)’라 비판했다.33) 2011년 10월 하천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이 있는 한스 베른하르트는 ‘하천공사 연구. 대한민국 4대강 사업’ 논문에서 “4대강사업

은 운하의 변종”이지 “결코 하천 복원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버클리대 맷 콘돌프

는 같은 시기 발표된 ‘녹색뉴딜, 준설과 댐 건설 : 대한민국의 4대강 복원 사업’ 논문에서 “복
원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만, 실제로 복원이라는 말이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다른 목표를

가진 사업에 친환경이라는 색을 덧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한국의

4대강사업을 지칭했다.34)

3. 제3기 4대강 부작용 발생기(2011.11~201.03)
31)
32)
33)
34)

도 컸다.
오마이뉴스, “(이철재) 국제하천전문가 ‘4대강사업, 복원 가장한 파괴’” 2011.10.13
2011년 11월 15일 고용노동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가는 23명이라 밝혔다.
프레시안, “독일 교포들 ‘4대강 사업 저지’ 시국 선언 발표한다” 2010.05.06
오마이뉴스, “(이철재) 국제하천전문가 ‘4대강사업, 복원 가장한 파괴’”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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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작용 발생기’에는 4대강사업 따른 각종 피해와 부작용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그

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4대강 반대 측은 예견된 4대강사업 부작용이 일어났음을 강조

하며, 이 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했다.35) 이 시기 감사원 등 국가기관

이 4대강 부작용을 인정한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정부 구성 초기에는 4대강사업 문제를 언급했지만, 2013년 8월을 기점으로 4대

강사업 문제와 부작용을 외면했다. 2015년 가뭄에 따라 그간 수세에 몰렸던 4대강 추진 측이

‘가뭄으로 4대강사업이 재평가가 됐다’며 4대강 2단계 사업을 요구하던 시기였다.
<표 3> 4대강 부작용 발생기 주요 사건
일시
2011.11.24
2012.02.10
2012.05.18
2012.06.12
2012.07.02
2012.08.14
2012.10.20
2012.12.16
2013.01.17
2013.07.10
2013.07.31
2013.08.06
2013.09.06
2013.10.22
2014.06.22
2014.12.23
2015.01.28
2015.06.20
2015.08.28
2015.09.24
2015.12.10
2016.02.07
2016.03.09

내용
‘상주보 누더기 상태, 누수 심각’ 언론 보도
4대강국민소송, 낙동강 소송 2심에서 법원 위법 인정(사정판결)
공정위,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14조 원 투입 4대강 2단계(지류지천) 계획 언론 보도
4대강 녹차라떼(이후 녹조라떼) 신조어 등장
국토부,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중재안 수용
금강 물고기 수십만 마리 폐사 사건
대선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박근혜 후보, 4대강 문제점 언급
감사원 2차 감사 ‘4대강 사업, 사실상 총체적 부실’
감사원 4대강 3차 감사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
낙동강 첫 조류경보 발령
4대강 비자금 의혹,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영장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 구성
4대강범대위 등,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5명 4대강 비리 혐의로 고발
금강, 큰빗이끼벌레 서식 확인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 결과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의 시간’ 회고록 출간
농림부의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 마스터플랜 안 언론 공개
일본 전문가, 4대강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정부,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 확정
대법, 4대강 국민소송, 원고 기각 결정
낙동강 기생충 감염 어류 폐사
불교환경연대, 4대강 100일 순례 시작

4대강 공사는 2012년 중반기 이후 공구별로 준공이 났지만, 준공이 문제의 종착점이 되진

않았다. 이 시기 4대강사업에 따른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은 이명박 대통
령이 참석한 4대강 새 물결 맞이 행사 한 달 뒤인 2011년 11월 24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낙동강 상주보 누수가 심각한 상태에서 임시 처방만 하고 오픈 행사를 치렀다는 내용이다. 민

주당과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범대위는 긴급 현장조사를 벌여 전체 16개 보 중에 9개 보에

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2012년 2월 12일에는 낙동강 함안보

35) 4대강범대위, 4대강국민소송단 등은 39.775명의 고발인을 모집해 4대강고발단을 꾸려 2013년 10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5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2015년 11월 말
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4대강고발단이 반발해 항고한 것에 대해서도 2016년 3월 29일 기각 통보
를 했다. 4대강국민고발단은 2016년 4월 21일 서울고법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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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물받이공 부근에서 20m 이상 세굴이 일어난 것과 달성보 세굴 현상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사의 부실함과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4대강 반대 측은 야당과 전문

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누수 현상은
물 비침 현상’이라며 ‘보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회피했다. 그럼에도 4대강 안전성 점검 요구가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2012년 2월 4대강사업에 우호적인 친정부 성향 전문가만으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무늬만 민관공동조사단이며 면피용 조사

만 진행될 것’이라 지적했고36),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상돈도 “제대로 된 민
관조사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37)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5월 18일 4대

강사업 참여 대형 건설사 담합을 인정했다. 공정위 담합 판정은 2010년 10월 민주당 국회의

원 이석현이 최초 담합 의혹38)을 제기 후 31개월이 지나 나온 결과였고, 그나마도 검찰 고발
없는 낮은 수위의 제재로 그쳐 “4대강 추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39)

이런 상황에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4대강사업 2단계로 2015년까지 15조 원이 소요되는 지

류지천 정비 사업 구상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6월 11일 라디오

정례연설과 2012년 6월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 + 20회의)에

서 “2백 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
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2012년 7월 23일 4대강 사업으로 BOD가

개선됐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4대강 성과 홍보와 달리 지류지천과 중산간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이 발생

했고, 특히 2012년 7월은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할 정도로 이전까지 볼 수 없었
던 짙은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40) 2012년 10월 20일에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

기 떼죽음 사건이 일어났다.41)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와 달

리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 진단했다.42) 감사원은 ① 설계 부실에 따른 보 내구성 부족 및

계속된 유실, 침하로 근본적 보강 필요 ② 수질을 BOD만으로 관리해 수질 상태 왜곡 등 수질

36) 환경운동연합, “(논평) 4대강 민관합동특별점검단, 대표적 4대강 cksehdrldstk가 단장인 무니만 점
검단” 2012.02.20
37) 헤럴드경제, “이상돈 與비대위원, ‘국토부 4대강 점검단 진정성 없다’ 국토부 또 비판“ 2012.02.22
38) 2010년 10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4대강사업 15개 공구 턴키 시공업체 선정결과 낙찰률이 93.4%
나 되고 도급순위 상위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제
기했다.
39) 4대강범대위·4대강조사위원회, “(기자회견) 공정위 직무유기 및 담합건설사 건설산업법 위반 고발 기
자회견” 2012.06.08
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은 2012년 7월 2일 자신의 블로그(http://apsan.tistory.com)에 게제한 “4
대강 녹차라떼 아시나요? 녹색물감 풀어놓은 듯 경악할 낙동강 녹조”라는 글을 통해 ‘녹차라떼’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1인 미디어이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성이 ‘녹조라떼’로 변경해
사용하면서,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표현이 됐다.
41) 물고기 떼죽음 현상을 최초 확인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은 폐사한 물고기를 담은 마대자루
수를 분석해 대략 60만 마리가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원인 분석에 나선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폐사 물고기 수는 6마 여 마리이며,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2013년 10월 충남도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폐사 물고기가 30만 마리이며 ‘4대강사업으로 인한
용존산소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42) 2011년 1월 감사원의 1차 감사 때는 공사비 5,119억 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지만, 환경단체 등
이 제기한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문화재 파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 별문제가 없다' 는 감사 결과를 발
표했다. 이 당시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맡았고, 2010년 1월에
감사를 접수해서 1년여를 끌다가 4대강 공사 공정률이 70% 넘어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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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 우려 ③ 조류경보제 미 운영으로 상수원 안정성 우려 ④ 준설량 검토 불합리 등을 지적

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와 4대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

위43))는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범국민적인 조사 기구를 요
구했다.

4대강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2012년 12월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4대강 사

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 주제 발언에서 “4대강에

대해 국민의혹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고, 4월 4일에는 “대형 개발 사업이나

환경보존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

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며 4대강사업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흐름에
서 감사원은 2013년 7월 10일 4대강사업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

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 변경을 했고 담합을 유발했다”라고 평가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

대 홍보수석 이정현은 기자 브리핑에서 "4대강 감사결과가 사실이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 말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월 15일 “4대강사업의 무리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라며
감사원 발표에 힘을 실었다.

2013년 1월 감사원 결과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토부장관 권도엽, 환경부장관 유영숙과

친 이명박계 국회의원 등이 반박했지만, 박근혜 정부 첫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2월 26

일 인사청문회부터 4대강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44) 윤성규는 2013년 7월 25일 기

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국토부의 2중대 소리를 들었고, 환경부가 잘

못했다”고 밝혔고, 2013년 8월 9일에는 “4대강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확산됐
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근혜 정부의 발언은 사실상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이상돈은 2017년 5월 22일 JTBC 인터뷰에서 2013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
기춘이 등장하면서부터 4대강사업과 관련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변

화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MB에게 최순실 존재 등과 같은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정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2017.05.23. tbs 라디오 인터뷰).

2013년 7월 31일 낙동강에서 첫 조류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최고 권력층 태도 변화는 4

대강사업 후속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 감사를
주도하던 감사원장 양건이 2013년 8월 사퇴했고, 2013년 5월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 압수수
색 등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던 검찰도 4대강사업 수사 상황을 더 이상 이슈화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4년 2월 6일 4대강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중 현대건

설사 전무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벌금과 집행유예를, 담합 건설사 11곳에 벌금 5천~7천만을

선고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범대위는 “1차 턴키 4대강 담합을 통해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조 239억 원에 달하는데, 겨우 5000~75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것도

범죄의 위중함에 비하면 턱없는 함량 미달의 형량”이라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

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2013년 1월 감사원 2차 감사 이후부터 정부가 4대강사업 찬반

43) 2012년 2월 13일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4대강 심판과
복원을 목표로 활동했다.
44) 이런 흐름에 따라 2013년 4월 30일 환경부의 「2010~2012년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
서」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4대강사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이 본류에서 확인 불가 등 생태계가 훼손 됐다는 내용이다(중앙일보, “호수 돼버린 강 … 흰수마
자·꾸구리가 사라졌다”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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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구성을 제안했던 것으로, 당시 야당 등 4대강 반대 측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부작용 해소를 위해 비판적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던 중립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고 밝히며 2013년 9월 6일 수질, 수자원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

회를 출범시켰다.45) 이 위원회는 1년 4개월 동안 운영되다가, 2014년 12월 23일 ‘4대강 사업
의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

학적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16개 보 중에 6개 보에서 누수가 일어났고 수질

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 93.7%에서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성과도 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내용을 전하며 ‘4대강사업 논란이 일단락’ 났

다고 보도했다.46)

그러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은 강을 단절시킴으로서 발생한 근본적 문제를 외면했

다는 지적을 받았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부작용도 보완하면 개선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서, 4대강 후유증 해소를 위해서는 보 상시 수문 개방 및 장기적 관점에서 보 철거, 재자연화

를 주장하는 4대강 반대 측 입장과 차이가 분명했다. 4대강범대위와 대한하천학회 등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 반박했다.47)

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운영되던 2014년 2월 3일에는 4대강사업 이후 4대강

습지 40%가 훼손됐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 결과가 공개됐고,48) 4대강에서는
이전까지 본류에서 볼 수 없었던 ‘큰빗이끼벌레’라는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2014년

6월 22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이 금강에서 처음 보도한 이후 영산강, 낙동강, 한강에

서도 확인됐다. 4대강 반대 측은 큰빗이끼벌레가 정체된 수역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라는 점에

서 강이 호소화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즉,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

으로 유속이 5~10배 느려져 강이 호소화됐고, 이에 따라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등이 대량 번성하게 됐다는 분석이다.49)

2015년에는 4대강 추진 측의 반격이 눈에 띄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월 28일 ‘대

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4대강사업

을 진행했으며,50) 가뭄 해소, 홍수 예방 등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때를 같이해 그간 침묵
45) 정부의 중립인사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4대강 반대 측은 비판적이었다. 처음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명예교수 장승필은 2012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이
라며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 4대강사
업을 옹호한 바 있다. 다른 위원 대부분이 4대강사업과 연관된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출신
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한겨레, “(사설) 4대강 조사평가위 다시 구성하라”
2013.09.08.)
46) 조선일보, “4대강 조사위, 16개월 조사 결과 발표, ‘4대강 사업 일부 부작용 있지만 일정 부분 성
과’…논란 일단락” 2014.12.23
47) 김정욱(2017)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해 “4대강사업 문제를 제기해온 전문가는 제외하고 4대
강사업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이 평가를 주관하고, 사업 시행 주체들인 국토부, 환경부, 수공 등으로부
터 협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이들 기관들의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김정욱, 2017: 12).
48) 뉴스1, “4대강사업 후 습지 40% 감소... 낙동강 가장 많아” 2014.02.03.
이 연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자 당시 KEI 원장이 담당 연구위원을 불러 “습지 전문가도 아닌 연구
원이 왜 이런 보고서를 냈냐”며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국책연구기관 전문가 A 인터뷰.
2015.07.03. ).
49) 환경운동연합, “(활동소식) 큰빗이끼벌레는 망가진 4대강 지표가 맞다” 2014.10.08
50) 이에 대해 경제학자인 서울대 이준구는 자신의 누리집에 게시한 글에서 “대단한 경제학자 납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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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 내에서도 4대강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이어졌다. 2015년 6

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 마스터플랜 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4대강사업 후속 계획 성격으로서, 대략 1조 원을 투입해 4대강 보에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51) 2015년 충남서부 지역에 42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하자 2015년 9월
24일 정부는 충남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강 물52)을 보령댐으로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 공사

를 확정했다. 보수 언론과 4대강사업 옹호 전문가 역시 가뭄해소를 위해 4대강 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는 가뭄 해소를 위해서 4대강
후속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53)

가뭄 해소를 이유로 정부와 언론이 4대강 활용론으로 몰아가자,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기어로 취급받던 ‘4대강’이란 용어가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보고서에 다시 등장

했다”며 “가뭄으로 4대강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라고54), <조선일보>는 “4대강사업의 명
예가 회복됐다”라고 평가했다.55) 이에 대해 4대강 반대 측은 애초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는 가뭄지역과 상관없이 건설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수로 건설 사업에 앞서 상수도

누수율 감소, 지방상수원 보전, 복원,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가뭄 피해 감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6)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법원은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국민소

송에 대해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에 대해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전직 국토부 장관

들은 “당연한 결과”라 반겼지만, 4대강 국민소송단은 “국민의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국토환경 파괴 사업에 면죄부를 줬다”라고 반발

했다.57)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년 12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함께 남한강 강

천보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4대강사업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 낙동강에서는 한 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녹조 현상이 관측됐다. 낙동강

강정보의 경우 남조류 세포가 ㎖당 5만 8300개로 기준치의 116배가 넘어 사상 첫 겨울철 조

류주의보가 발령됐다.58) 2015년 12월 28일 국회에서 흐르는 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시민
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녹조 분석 전문가인 일본 신슈대 박

호동과 구마모토 보건대학 다카하시 토루 팀이 8월 4대강에서 채수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낙동강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20~400ppb, 영산강은 200ppb, 금강 300ppb, 한

강 50~400ppb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간 독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

며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이라 꼬집었다.
51) 농림축산식품부 계획 상 1조 원을 들여 물을 공급해도 가뭄 해소 지역은 전체 농지에 2.9%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52) 백제보 하류 4km 지점에서 채수해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물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4대강사
업으로 확보된 물이라 주장하며 “4대강 물 끌어 쓸 때는 MB에게 전화라도 한 통(한국경제 사설,
2015.10.23.)”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금강은 마르지 않았다
는 점에서 4대강사업 물이 아닌 금강 물이라 반박했다.
53)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는 2011년 4월 15일 ‘지류 정비는 4대강 결과 본 뒤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본류를 먼저 정비해야 홍수 방어 및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4대강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지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
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54) 동아일보, “최악 가뭄에 되살아난 ‘4대강’” 2015.10.26.
55) 조선일보, “(카드뉴스)4대강 명예회복” 2015.11.13.
56) 경향신문, “환경연합 ‘충남 가뭄,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해야’ 2015.10.22
57) 대법 판결에 대한 문제점은 4대강 국민소송단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의 “왜 대법원은 4대강사업
파기환송 안했을까(오마이뉴스, 2015.12.31.)”라는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58) JTBC, “강 막은 보, 영하 날씨에 '녹조'…첫 겨울 조류주의보”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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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뿜어내는 독성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음용수 권장치를

1ppb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전문가가60) 참여한 녹조 독성 결과 발표로 이후 4대강사업은 상수

원 및 수돗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확대됐다.

2016년에도 4대강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됐다. 한겨울 조류주의보가 발령돼 논란이 됐

던 낙동강에서는 2016년 2월 기생충 창궐이 문제가 됐다. 2월 초부터 낙동강 칠곡보에서 강

준치 1천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은 리굴라 촌충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구지
방환경청은 강준치 떼죽음은 ‘자연적 순환과정’의 일부이며, 리굴라 촌충의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61)고 했지만, 4대강 반대 측은 4대강사업에 따른 인위적 교란에 의한 영향을 지목했다.

이어 금강, 낙동강, 한강에서는 4급수 지표생물인 붉은색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 등이 발견돼

수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현상과 토사 퇴적, 기생충 창
궐에 따라 물고기 감소하자 생계가 곤란해진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 시기 국정원이 4대강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 공직선거

법 위반 관련한 2016년 4월 공판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에게 4대강 홍보 효과를 부각 시키라

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62)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 국정 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에 있어 “국정원이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실질적 지휘와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다”고 진단하고 있

다.63)

4. 제4기 4대강 회복 모색기(2016.04 ~ 2017.05)
<표 4> 4대강 회복 모색기 주요 사건
일시
2016.04.13
2016.04.25
2016.07.26
2016.08.23
2016.12.15
2017.04.28
2017.05.04

내용
20대 총선 결과, 야대여소 정국 형성
국정원, 보수단체에 4대강 효과 부각 주문 언론 공개
환경운동연합, 4대강, 청문회 열자 [청원캠페인]
오마이뉴스, 환경운동연합, 4대강 독립군 특별 취재 활동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모니터링 결과 발표 토론회
4대강범대위 등,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주요 대선후보, 4대강 보 상시개방 동의

59) 경향신문 “[4계절 녹조]4대강에서 국제 기준치의 400배 ‘고농도 독성물질 검출’” 2015.12.29
60) 4대강 녹조 독성물질을 일본 전문가를 초청해 분석한 이유에 대해 대구환경연합 정수근은 “(관련 국
내) 전문가가 부족하고, 아니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4대강사업 이후 정부 연구 결과를 검증
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정수근) 낙동강 녹조를 일본
학자에게 맡기는 이유” 2017.08.04.).
61) 인체 감염에 대해 창원시의원 한은정은 “세계수역사무국과 세계보건기구는 포유류와 인간에게 감염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남도민일보 “(한은정) [기고]자연은 그대로 방치가 제일 아름답
다” 2016.03.14.
62) 2017년 8월 26일 JTBC는 2009년 9월 국정원이 4대강사업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여론
작업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4 대강사업으로 복지예산 감소가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 여론을 국정원이 좌파세력의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국정원 심리전담팀을 중심으로 소셜 미
디어에 4대강사업이 주민 복지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게제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4대강사업
옹호 동영상도 올리는 계획도 담겨 있고, 야당과 4대강반대 측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을 지속하게 대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JTBC, “MB정부 국정원, 4대강 비판하면 좌파 규정…전방위 여론전”
2017.08.26.).
63) 진선미 의원실, “(보도자료) 4대강 블랙리스트, 국정원 외주 작성 의혹”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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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수문 개방 및 4대강 정책감사 업무 지시
4대강범대위, 대한하천학회 등, 보 수문 개방 및 정책 감사 입장 기자회견

‘4대강 회복 모색기’는 2016년 4월 총선 결과 야대여소 정국64)이 되면서 4대강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 기회구조가 열리면서 시작된다. 전문환경운동단체들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
고 4대강사업 찬동 등 반환경후보 낙천낙선운동을 벌였고,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된 20

대 국회가 4대강 반대 측과 함께 4대강사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 낼 것으로 촉구하는 활

동을 벌이던 시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7월 26일 ‘4대강 청문회를 열자’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개설했고, 8월부터 <오마이뉴스>와 함께 4대강 현장을 집중 취재하는 ‘4

대강 독립군 특별 취재’를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4대강 사업 책임 문제에 대한 상기 과정이

자 이후 대선에서 4대강 해법 촉구를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65) 박창근, 박

재현 등의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현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4대강사업 이후 저층수에 빈산소
층이 형성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16년 3월 4대강 100일 순례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고, 기독교 기장 총회 생태공동체운동

본부는 영주댐으로 훼손되는 내성천 문제에 집중했다. 2016년 12월 15일 사) 시민환경연구소
는 4대강사업 이후 지역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해, 강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면 주변 사

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66)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불통에 성난 민심은 촛불혁명으로 번져, 2017년 5월 조기 대선을

만들어 냈다. 4대강범대위는 2017년 4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갖고 대선주자들이 보다 강력한 4대강 회복 정책

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대선 후보에게 공개 질의해 얻은 답변을 분석했

는데, 대선에 나선 후보 5명 중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

민 후보는 모두 4대강 보 상시 수문 개방 등 강 복원 추진에 동의했다.67)

2017년 5월 9일 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4대강 관련 업무지시를 했

다. 우선 16개 보 중에 녹조 우려가 높은 6개 보 수문을 6월 1일부터 상시 개방하고, 4대강

민관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

밀히 관찰하고 평가해 2018년 말 최종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4대강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68)와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 도입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 개방 업무 지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

시 개방 및 재조사 지시를 환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았다”라는

64)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전체 300석 중 야당과 무소속이 178석(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과반 넘게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쳤다.
65)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2017년 4월 시민 모금으로 마련 된 기금으로 미 서부 댐 철거 현장
을 조사해, 4대강 보 철거 대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66) 조사결과 어민, 농민 피해가 가장 심했고, 피해가 도미노처럼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과 지역 공동
체 파괴 등 문제가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을 금기 시 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발생한 피
해는 주민이 감내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67)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대선후보들 4대강 보 상시개방, 철거검토, 유역중심관리 폭넓게 동의”
2017.05.04
68)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 5월 24일 감사원에 4대강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서에서 한국환경회의는
22 조원 이상 예산이 들어간 4 대강사업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과정, 4 대강사업 책임자 규명, 박근혜
정부는 4대강 후유증 방기 등을 감사원이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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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밝혔다.69) 정부가 6개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지는 수위는 평균 0.26m에 불과해 녹조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70) 2017년 5월 31일에는 그간 4대강

사업에 저항했던 단체가 모두 참여해 기자회견을 가졌다.71)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

부의 4대강 업무 지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국토부, 환경부가

제시한 ‘댐-보 연계운영’ 계획과 다르지 않아, 지금 당장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

다. 그럼에도 이전 시대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

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4대강사업 회복을 단지 강줄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4대강 사업

은 실패가 예견된 사업을 최고 권력층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

행해 예산낭비, 국토 파괴, 민주주의와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이란 점에서 4대

강 회복은 강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회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①
훼손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이성과 상식의 회복 과정 ②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과

정 ③ 유역 복원 개념으로서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정립하는 과정 ④ 폭넓은 국민 참여를 통한

학습의 공간으로서의 과정이 제시됐다(이철재, 2017b).
Ⅲ. 4대강사업 각 주체별 특징
1. 정부(국가기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15일 “KTX 고속철도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라는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말처럼 4대강사업을 속도전으로 일관했다. 이를 위해 타당성

검증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거나 단축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4대강 정비’ 콘셉트

로 바꿔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대운하를 ‘강 정비’와 ‘강 살리기’를 통한 ‘녹색성장’이라

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면서 개발을 원하는 정치세력(여당 및 일부 야당 정치인, 지자체72))과 보

수 언론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어 정부 조직 내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대통령 성향 인

사들로 채워가면서 공직사회와 이와 연계된 전문가 집단을 장악했다.

4대강사업 강행은 우리나라 물 정책의 후퇴로 이어졌다. 2000년 동강댐 백지화 이후 당시

건설교통부는 홍수를 강의 일부를 인정하며 비구조물적 치수대책에 중점을 두는 계획을 밝혔

고(건교부, 2006년), 환경부는 2003년 자연하천 지침에서 보 구조물, 하상 준설, 둔치 개발을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으로 지적했다(환경부, 2003). 또한 4대강사업은 하천에 불필요한 인

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았다. 미국은 1970년대 무렵부터 청정수법

(Clean Water Act) 등 대형 댐 건설이 쉽지 않도록 법률 체계를 확립했고, 사회적 편익이 입

증되지 않는 댐은 철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EU는 댐 건설에 앞서 철저한 대안평가
와 피해주민 의견 수렴을 강조한 2000년 세계댐위원회(WCD) 권고 이후 유럽연합 물 관리 지

69)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
제는 남아” 2017.05.22
70) 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2017.05.29
71)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
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생명
살림 불교연대,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등이다.
72) 2009년 8월 지자체들이 4대강 사업으로 연계해서 정부에 요청한 금액이 98조2932억 원으로 집계됐
다(뷰스엔뉴스, “'탐욕' 지자체들, 4개강 사업비 100조 요구” 20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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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고 ‘Room for the River’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공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4대강사업은 이러한 국내외 흐

름과 정반대의 사업으로서, 인공구조물을 강에 설치하고, 하상준설, 둔치 개발 등 이전 시대
정립된 정책을 부정했다. 특히 4대강사업은 동강댐 백지화의 사회적 성과73) 후퇴의 결정타였

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선동’ 프레임을 작동시켰다. 내용은 강 생태계 훼손

이자, 대운하 사업이지만, ‘강 살리기’로 포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극복, 기후변화 대비, 수질개선, 경기 활성화 등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사업’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을 공무원 교육 과정은 물론 국민 대상 TV 광고, 대한 늬우스 등

물량 홍보를 쏟아냈다. 4대강사업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을 부정한 이들과의 논쟁이었
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했고, ‘좌파들의 전술’이라는

색깔론으로 대응했다. 4대강 반대 측 공격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조선일보>, <동아일

보>,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과 4대강사업에 찬동한 정치인, 전문가들이 나섰고, 국가 사정기

관도 동원됐다. 2012년 4월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에

서는 4대강 비판 진영을 ‘불순세력’으로 지칭한 것이,74) 2013년 3월에는 국정원이 4대강 반대

측을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75) 실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정원을 전문가 집단에 대한 사찰과 공직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

다는 증언이 이어졌다.76)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경찰 등 다른 사정기관도 마찬가지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시스템과 사회적 공론의 장을 장악

해 민주주의와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기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살펴봤듯이, 정부 초기에는 4대강 문제를 인식했으나, 2013년 8월경부

터 기조가 변했다.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A는 “(4대강) 찬반을 떠나서 4대강사업 이후에 연구
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도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은 금기

어였다”라고 증언했다(2015.07.03. 인터뷰).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안동댐에서 하구까지 5.4
배 증가하는 등 체류시간이 증가했고, 낙동강 녹조 발생 일수 역시 2013년 100일, 2014년
143일, 2015년에는 171일 발생하는 등 증가했다.77) 다른 강의 상황도 비슷해 그에 따른 독성

남조류 창궐과 기생충, 실지렁이 등 수질 악화와 식수원 안전성 우려가 높았지만, 박근혜 정

부는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수생태계와 상수원수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 정치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여당은 4대강 추진의 중요한 축으로서 ‘4대강 사업은 수출 효
73) 2000년 6월 5일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백지화를 선언하자 환경운동연합은 ① 동강댐 백지화는 시
민운동의 승리 ② 동강댐 백지화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해야 한다는 환
경의식이 확산되고 시민 스스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했기 때문에 가능 ③ 동강댐
백지화는 사후 처리 위주의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으로 전환될 가능성 제시 ④ 동강댐 백지화는 공급
위주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 위주에서 재검토하는 사례 등으로 의미를 설명했다(환경운동연합,
2000.06.05. 논평).
74) 환경운동연합,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 '4대강 반대하면 불순 세력'” 2012.04.05
75) 2013년 3월 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76) 서울신문, “이상돈, 이명박 4대강 반대했다가 국정원에 ‘좌파 교수’로 낙인” 2017.10.11.
77) 박재현, YTN 라디오 인터뷰.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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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종목이 될 것’,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으면 수질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을 것’, ‘4대강 사

업은 역사적 과업,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른 바 ‘4대강 만능론’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

통령이 2017년 5월 22일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을 때는, ‘전전 정권 죽이기’, ‘정치보복’이
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집단도 이들이었다.

이런 4대강사업 옹호 정치인들에 대항해 이명박, 박근혜 시절 야당은 4대강 반대 활동을 지

속적으로 펼쳐왔다. 2008년 ‘대운하 특위’를 가동한 바 있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2009년
11월 9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2010년 10월에는 ‘4대강·대운하 반대 특

위’) 4대강사업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우면서 민노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했고, 전문환경운동단
체와 4대강 현장조사와 4대강 예산 저지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각종 위원회에 4대강 반대 민간단체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당시 4대강 관련 자료는 야당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었다(생태지평 부소장 명호 인터뷰. 2015.06.10.). 이러한 자료는 전문환
경운동단체와 전문가 집단에게 공유되고, 문제점 분석 후 다시 국회로 전달돼 국정감사 등 국

회 차원의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2008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때는 4대
강사업이 이슈가 됐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추진되던 2008년 4월 총선과 200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등 4

대강 적극 반대 야권은 전체 299석 중 89석으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었다.78) 2012년 19

대 국회에서 야권은 140여 석으로 이전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국회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차기 연도 4대강사업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4대강사업 예산이 배정된 2009년, 2010년, 2011년 모두 한나라
당 주도로 예산안이 일방 통과됐다.
3. 종교계
종교계는 생명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바탕으로 종교 의식을 통해 4대강 반대 운동을 벌였

다. 4대종단 성직자들은 생명의 강을 위한 순례단 등 직접적인 4대강 반대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천주교와 불교계 활동이 두드러졌다. 천주교는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자체 조직
을 결성하고, 최고 의결 기구인 주교회의가 공식적으로 4대강 반대를 천명하는 등 4대강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두물머리 농지 보전 투쟁에

동참해, 4대강사업 중 유일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도 의의를 갖게 한다.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4대강 비리 제보를 받는 활동을 벌이면서,79) 전문가 집단과 함께 4대강 진실을 밝
히는데 주력했다.

불교계 역시 불교환경연대 수경을 중심으로 4대강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수경은 4대강

공사가 강행되는 남한강에 여강선원을 개원하고, 오체투지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4대강사업

으로 고통받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4대강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전문환경

운동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압박 등으로 저항의 구심점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수경과

수경이 개원한 여강선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까지 4대강 반대 운동의 핵심 거점 역할을 했
다.

78) 18대 국회(2008~2012) 전체 299석 중 한나라당 153, 민주당 81, 민주노동당 5, 자유선진당 18, 창
조한국당 3, 친박연대 14, 무소속 25이었고, 19대 국회(2012~2016)는 전체 300석 중 새누리당 152,
민주통합당 127, 통합진보당 13, 자유선지당 5, 무소속 3 등 4대강 반대 야권이 열세였다.
79)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는 2012년 3월 22일 ‘4대강 부정비리의 진실을 밝혀 낼 양심의 소리를 찾
습니다’라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4대강 비리 제보를 받는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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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환경운동단체의 대중 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는 신자들

을 4대강 반대 현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4대강 반대 전문가 집단과 함께 4대강 반대 운동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4.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은 크게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한 집단과 침묵한 집단, 반대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4대강사업 옹호 전문가들은 주로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개발부처와 관련

이 있는 큰 규모의 학회 소속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각종 정부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 4대

강사업 추진 논리를 제공했다. 4대강 국민소송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사업 효과를 강조하는 등 적극 활동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은 “4대강사업

을 추진할 수 있던 이유 중에 곡학아세 하는 전문가들 영향도 컸다”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옹

호 전문가들의 주요 학술단체 회장이 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 학술단체 자정능력이 상실

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15.08.02. 인터뷰).80)

침묵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석에서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가 많

았고, 대운하가 4대강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반대 전문가들

은 대운하, 4대강 반대 운동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벌인 것이 특징이다. 그 시작은 2008년

1월 서울대에 꾸려진 운하반대 서울대 교수 모임부터였다. 2008년 3월에는 전국 2400여 명의

교수들이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4대강 정비는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지적하며 대응했다. 이후 주로 공학, 자연과학 전

문가들을 중심으로 4대강 현장 조사를 통해 공학적 문제를 지적하는 생명의 강 연구단과 대한
하천학회, 4대강조사위 등을 발족시켰다. 2014년에는 4대강 복원을 중심에 둔 ‘4대강 재자연

화 포럼’이 구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4대강 반대 전문가 집단은 4대강 사업에 옹호했던 수자원, 토목공학 주류 전문가 집

단에 비하면 소수였고, 검찰, 국정원 사찰과 학술연구 기회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지만,81) 인제대 박재현이 “일 당 백으로 싸웠다(2017.03.31. 인터뷰)”라고 말하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의 공학적 문제점을 지적해 4대강 반대 여론 유지에 기여해 왔다.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가 일방적으로 4대강 찬성 진영을 대변하지 못했

던 이유도 4대강 반대 운동 전문가들의 그간 성과”라고 평가했다(2015.07.24. 인터뷰). 박재현

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공학적 분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해왔고, 사회적 여론 환

기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82) “새만금 싸움 때 이런 공학자들이 있었으면 새만금을 막을

수도 있었다(내일신문 환경전문기자 남준기 인터뷰. 2015.07.27.)”라는 말 역시 4대강 반대운
동에 있어 전문가 역할의 의의를 설명해 준다.

5. 언론
80) 4대강사업 옹호 전문가 때문에 전문가가 국민 불신 대상이 됐고, 전문가 사이도 불신의 골이 깊어졌
다는 평가도 있다(경기연구원 송미영 인터뷰. 2017.06.07. ).
81) 4대강반대 전문가 그룹 핵심인 박창근, 김좌관, 박재현은 국정원과 검찰이 자신들 뒷조사를 벌였다
고 증언했다. 또한 정부 발주 학술연구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정욱, 이
상돈은 4대강 반대 강연 시 늘 따라다니며 자신들을 비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82) 2015년 8월 대한하천학회 하계 학술대회 때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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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만능론’은 주류 언론이 확대, 재생산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

서 검증과 비판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데, 4대강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방기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SBS 환경전문기자 박수택, 내일신문 환경전문기자 남준기 인터뷰. 2015.07.27.).

대운하와 4대강사업은 사업 내용과 그 여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만, 주류 언론은 대운하

와 4대강사업에 있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조선일보>, <중앙일

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12개 종이 언론의 사설과 칼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운하 관련 사설 및 칼럼은 전체 214건으로, 이중 긍정은 11건(5.1%), 중립 55건

(26.6%)이지만, 부정은 148건(69.2%)으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비판적 의견

을 보도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1,532건 중 찬성 466건(30.4%), 중립 290건

(18.9%), 반대 776건(50.7%)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가 절반을 넘었지만, 이는 진보언론인

<한겨레>, <경향>이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4대강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은 대운하와 사업 내용이 다를 바 없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을 달리했다. <문화일보>, <동아일보>의 사설 및 칼럼에서 드러난 4대강사업

찬성 비율은 <문화일보> 95.7%(93건 중 89건), <동아일보> 84.3%(127건 중 107건)를 보였

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찬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일보>는 지방선거 전 찬성이 5건이었지만, 이후 19건으로 상승했고, <중앙일보>도 9건
에 20건으로 증가했다(이철재, 2016b: 167~174).

대운하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은 4

대강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이상으로 속도전을 주문했고, 4대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

황과 피해 주민 목소리를 외면했다. 더욱이 4대강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게는 ‘반대를

위한 반대’, ‘상습시위꾼’, ‘종북좌파’ 집단으로 낙인찍으며, 합리적인 비판 목소리마저 차단하
려 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한 언론은 4대강사업 자체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고자 했

다. 이런 언론 행태에 대해 언론노조 부위원장 김동훈은 “부끄럽지만 세월호 이전에 우리 언

론에 기레기가 있었다(2015.06.04. 4대강 왜곡 언론 발표 기자회견)”고 말할 정도였다(이철재,

2016b: 156).

6. 전문환경운동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전문환경운동단체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 파트너 지위에서 배

제됐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전문환경운동단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국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 노력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도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전문환경운동단체는 2006년 말부터 개별 단

체별로 대운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활동을 펼쳤고,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이후에는 전국 단

위 중앙 조직을, 2008년 초에는 강 유역별로 지역 조직을 결성해 전문가 집단, 종교계와 공동

으로 대응했다.

2008년 6월 19일 대통령의 운하 포기 발언에 대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이 쟁취한

승리로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83) 이때 운하백지화 상황실을 해체했는데, 이명박 정
83) 2008년 6월 20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대통령의 운하 포기 발언 관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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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압박하면서 대운하를 4대강사업으로 우회 추진하던 시기인 2008년 하반

기 전문환경운동단체는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못했고, 2009년 1월이 돼서야 상황실을 재구성

했다. 이후 전문환경운동단체는 정부의 4대강 추진 상황에 따라 매일 성명, 논평 발표와 주
2~3회 반대 기자회견과 전문가 집단, 야당과 함께 현장조사,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고,

150일이 넘는 조계사 앞 농성과 이포보, 함안보 점거 농성 등 물리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의 물리적 공사가 마무리된 이명박 정부 후반기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문환

경운동단체의 관심이 4대강 이외 다른 이슈로 분산되면서 전체적인 4대강 저항 동력은 감소

했지만, 4대강 별로 전담 운동가가 형성돼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현장

문제를 빠르게 전파해 왔다. 전문환경운동단체는 역행침식, 녹조라떼,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

끼벌레, 어류 기생충 등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증명하는 현장 사안들을 발굴하고, 4대강사업

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전문환경운동단체는 4대

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심판 운동84)을 벌이는 한편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

속했다.

Ⅳ. 결론
1. 4대강 저항운동 한계와 성과
4대강 반대 측의 계속된 저항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지속된 상황에서 반

대 운동 측이 ‘4대강사업 저지’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4대강
반대운동의 한계가 지적된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녹색성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추진할 때, 반

대운동 측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프레임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반대’

프레임은 단기간은 몰라도 장기 대응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생태지평
연구소 명호 인터뷰 2015.06.10.). 4대강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종교계와 연대를 강화해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인 반대 운동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전략 부재(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강찬수 인터뷰 2015.07.02.)와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도 기자회견 등 전통적 활동

방식에 집중했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오마이뉴스 김병기 인터뷰 2017.07.10.).85)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운동 레퍼토리 역시 시민 수용력 높게 접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인터뷰 2015.07.29.).

4대강 저항운동의 한계를 상세히 고찰을 위해 과거 대형 개발 반대운동 사례인 동강댐, 한

탄강댐과 비교해 차이점을 살폈다. 동강댐, 한탄강댐, 4대강사업은 강을 개발 대상으로 삼았다
는 점과 우리나라 수자원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지점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이들 사례는 사업 범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동강댐, 한탄강댐이 하나의 점을 중심에

장 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전 회의가 진행됐다. 이때 두 조직간 이견이 있었는데, 운하백지화국
민행동은 대운하 추진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재빨리 국민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향후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김이태 양심선언 등으로 봐서 MB가 절대 대
운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84) 환경운동연합 등은 ‘온라인 타임캡슐’을 목표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총선 등에 출마하는 4대강
찬동인사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다.
85) 김병기는 최병성 같은 시민기자 열 명만 있어도 4대강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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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개발이었다면, 4대강사업은 사업 범위가 전체 강이라는 점에서 선을 중심에 둔 개발이었
다. 그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07년 2월 공사에 착공해서

2016년 11월 준공한 한탄강댐의 경우 강을 가로막음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원한(2016.03.12. 현강문화연구소 소장 이우형 인터뷰)”이라 표

현되는 것처럼 찬반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다. 4대강을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된 4대강사업은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전 대

형 개발 사업이 ‘자연에 대한 국지전’ 수준이었다면,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전면전’이라
할 수 있다. 사업영역의 차이는 대응 운동에 있어 중요한 한계로 작용했다. 이전까지 개발 반

대 운동은, 동강댐, 한탄강댐의 경우처럼 하나의 점으로 반대운동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이었

지만, 4대강사업 때는 각 유역별로 분산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86)

<표 5> 동강댐, 한탄강댐, 4대강사업 비교
구분
개발
동맹
반대
동맹
사업
범위
중재
단위

동강댐
건교부, 수공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정치권, 환경부, 언론

한탄강댐
건교부, 수공, 전문가,
지자체, 정치권

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4대강사업
청와대, 여당, 전문가,
정부부처, 주류 언론,

지자체, 사정기관
환경단체, 전문가, 종교계,
야당, 진보언론

점

점

선

동강댐 민관공동조사단

지속위 한탄강댐 갈등조정

없음

사회적 중재 단위 구성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다. 동강댐, 한탄강댐은 반대운동이 전국적 이

슈화되고 갈등이 격화되자 동강댐 민관공동조사단, 지속위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과 같이 정

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단위를 구성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중재 단위 구성을 요구했다. 전문환경운동단

체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4대강사업 전체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 개발하고, 그 성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수정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

다.87)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중재 단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개발동맹 범위에서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댐 건설이 본격화됐던 1970까지는 부총리

를 위원장으로 한 4대강 유역종합개발위원회가 수자원계획을 총괄했으나, 댐 개발 수요가 마
무리된 1980년부터는 각 부처별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됐다(아주대학교, 2003: 211). 동강댐,

한탄강댐은 건교부 등 정부 내 개발부처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4대강사업은 대통령 핵심 사업

으로서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청와대, 여당 등 정치권이 총집결해서 추진했다. 여기

에 개발 성향 전문가 집단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류 언론, 그리고 개발 이익을 원하

는 지자체가 결합하면서 세력이 광범위해졌다. 또 사정기관이 적극 참여한 면에서도 차이가
86) 연구자는 2008년부터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에서 활동했다. 4대강사업 대응을 본격화했던 2009
년은 내부적으로 반대 거점 지역을 선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각 유역별로 몇몇 거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지만, 이마저도 소수 인원이 광범위한 지역을 전담해야 하는 어려움 있었다.
87) 당시 우선 개발 대상을 영산강으로 인식됐는데, 이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은 “그거는 다른
강을 못하기 위해 영산강을 희생양으로 삼자는 얘기였다”고 말했다(2017.03.28.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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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전 대형 개발에서도 국정원 등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때는 진선미 의원실이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컨트롤타워는 국정원’이라 지적하는 것처럼 4
대강 반대 진영 감시와 여론 몰이에 국정원 등이 적극 개입했다.88)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닌 90도로 꺾인 운동장에서 싸워야 했

다(2015.07.20.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인터뷰 )”,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테이

블로 부르지도 않았다(2015.07.05.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c 인터뷰)”, “MB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반대 측이) 할 만큼 했다(2015.06.15. 이상돈 인터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대강 반대 측은 전략적인 대응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4대강 싸움은 아직 진

것이 아니다(2015.06.21. 허재영 인터뷰)”라는 말처럼, 비록 소수의 전문가와 운동가들이지만
강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위를 형성해 부당한 사업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왔고, 이

를 통해 4대강 반대 여론을 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2017년 5월 정권 교체
후 4대강 회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4대강사업 회복 방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 6개 보 수문 개방을 결정에 이어 11월 10일 한강 강천보

와 여주보를 제외한 14개 보 추가 개방을 발표했다. 7개 보는 즉시 개방하고, 7개 보는 지하

수와 농업용수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금
강의 세종·공주·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의 승촌보는 가둬둔 물을 최저수위로 낮

춰 4대강사업 이전과 비슷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
안 왜곡된 4대강에 새로운 전환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강이 지닌 고유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강은 위에서 아래로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고, 상·하류와 좌

우 생태축과 연결되는 것 역시 강이 지닌 고유성이다. 이러한 고유성만 제대로 회복돼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현상과 일상적인 어류 떼죽음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201703.14. 김좌
관 인터뷰)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4대강 복원을 단지 강줄기만의 복원으로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4대강 사업은 실패가 예견된 사업을 최고 권력층이 국가 시스템을 동원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예산낭비, 국토 파괴, 민주주의와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이었다. 4대강사업이 추진되면서 역사·문화재가 훼손됐다. 22.2조 원 낭비에 이어 매년 4

대강 유지관리비와 수공이 4대강사업에 부담한 8조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액 등으로 수

천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뒀음에도 ‘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

고, 4대강 비판을 금기시하다 못해 색깔론으로 대응하면서 건전한 사회 공론의 장을 사유화시

켰다. 이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후퇴 시킨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이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4대강 회복과 복원은 단지 강줄기만의 복원이 아닌, 강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회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4대강 회복 또는 복원 개념을 강줄기로만 국한 시키면, 강 살리기의

기본인 유역 개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안병옥(2016)은 강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봤던 가치

88) 4대강 공사가 강행될 당시 부산 지역 전문환경운동단체 임원 000은 국정원 직원에게서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을 편안하게 모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노심초사 고민이 4대강 밖에 안하는
데, 대통령을 보호하려면 간첩 잡는 건 다 철수하고 요거 하는 사람 감시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2015.06.17.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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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가 지적한다. 치수, 이수, 하천환경을 병렬적 나열 후 이들의 조화를 추

구하는 식의 정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폐기한 낡은 패러다임이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부여하

고 물 순환을 회복하고, 강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해예방과 물이용의 지름길이

라는 것이 역사와 경험 속에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안병옥, 2016: 215~216).

이러한 4대강 회복 및 복원에 국민들이 유역 단위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강은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를 충분한 숙의 과정에 녹여 내는

것이 생태민주적인 강 복원이 될 수 있다.

4대강사업 전 과정을 저항운동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현안을 다

루는 전문환경운동단체 입장에서 한 사안에 대한 평가와 기록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평가와 기록은 활동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은 전문환경운동단체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참여한 저항운동이었다. 4대강사업의 영향을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도 적
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기록을 남기는 것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자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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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contributory experts’ who conduct scientific research which is directly
relevant to the controversial risk.
‘non-contributory experts’ who do not conduct research directly relevant
to the controversial risk but have much scientific knowledge on it.
‘scientists-in-general’ who do not have scientific expertise on the
controversi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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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to measure the Perceptions of GMO
GMO1: GM food is a result of improvement of breed which has been
conducted for long time. (R)
GMO2: The risk of GM food is scientifically confirmed.
GMO3: The risk of GM food is exaggerated. (R)
GMO4: GM food should be inhibited until we are certain about the
impact of GMO on human and nature
GMO5: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safety of GM food among experts
GMO6: GM food helps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overcome a food
shortage. (R)
GMO7: GM food is not good for human health.
GMO8: GM food does no harm to the environment. (R)
GMO9: GM food is good for Korean economy. (R)
(R) Indicates the item is reverse-coded.

Questions to measure the Perceptions of GEC
GEC1: Global climate change is a scientific fact.
GEC2: CO2 and other green house gases have little effects on global climate
change. (R)
GEC3: CO2 emissions must be limited until we know scientifically the cause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GEC4: It is a undisputable scientific fact that global climate change is
resulted by human activities.
GEC5: Industrial activities should not be restricted until we are certain about
the cause of global climate change. (R)
GEC6: Global climate change is merely a part of changes in nature which have
continued.(R)
GEC7: Global climate change is a serious challenge to human survival.
GEC8: The risk of GEC is exaggerated.(R)
GEC9: Climate has been always changing, and human beings will adapt it.(R)
GEC10: The efforts to overcome climate change are good for Korean
economy.(R)
(R) Indicates the item is reverse-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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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to measure the Perceptions of
Nanotechnology
Nano1: Nanotechnology will be not good for human health.
Nano2: Nanotechnology will help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R)
Nano3: Nanotechnology will be good for Korean economy. (R)
Nano4: Nanotechnology will not do harm to the environment.
(R)
Nano5: Nanotechnology will benefit some people while it puts
others at risk

(R) Indicates the item is reverse-coded.

questions

GMO1R

GMO2

GMO3R

GMO4

GMO5

Categories

mean

freq

F

P-value

sub-groups

Laypeople

2.272

1167

Contributory experts

1.805

113

Non-contributory experts

1.967

92

Scientists-in-general

2.257

140

A

Laypeople

2.859

1125

A

Contributory experts

1.857

112

Non-contributory experts

2.209

91

Scientists-in-general

2.363

124

Laypeople

2.595

1120

Contributory experts

1.631

111

Non-contributory experts

1.956

90

Scientists-in-general

2.201

134

Laypeople

2.916

1168

Contributory experts

2.143

112

Non-contributory experts

2.462

93

Scientists-in-general

2.686

137

Laypeople

3.011

1143

Contributory experts

2.848

112

Non-contributory experts

2.957

92

Scientists-in-general

3.072

138

A
22.17***

110.63***

B

0.0000

B

B

0.0000

C
C
A

99.50***

B

0.0000

C
C
A

49.89***

B

0.0000

C
C
A

4.06**

0.0069

B
A
A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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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6

GMO7

GMO8R

GMO9

gmo_avg

questions

GEC1

GEC2R

GEC3

GEC4R

GEC5R

116

Laypeople

2.053

1178

Contributory experts

1.631

111

Non-contributory experts

1.903

93

A

C

Scientists-in-general

2.043

139

A

C

Laypeople

2.806

1128

A

A
16.00***

0.0000

B

Contributory experts

1.752

105

Non-contributory experts

2.085

82

Scientists-in-general

2.385

109

Laypeople

2.620

1142

Contributory experts

2.234

107

Non-contributory experts

2.471

85

Scientists-in-general

2.575

113

A
A

101.12***

B

0.0000

C
D
A

10.40***

0.0000

B
A

Laypeople

2.252

1109

Contributory experts

1.736

106

Non-contributory experts

2.195

87

Scientists-in-general

2.353

116

A

Laypeople

2.593

965

A

19.79***

Contributory experts

1.913

97

Non-contributory experts

2.221

70

Scientists-in-general

2.423

84

mean

freq

Categories
Laypeople

3.394

0.0000

111.32***

B

C
C

B
A

B

0.0000

C
D

F

P-value

1204

sub-groups
A

Contributory experts

3.333

51

Non-contributory experts

3.288

111

Scientists-in-general

3.299

187

A
A

Laypeople

2.747

1201

Contributory experts

3.118

51

Non-contributory experts

2.832

113

Scientists-in-general

2.884

181

2.45+

4.90*

0.0621

0.0022

A
A

B
A

B

A

B

Laypeople

3.207

1196

A

Contributory experts

3.137

51

A

B

Non-contributory experts

3.045

111

A

B

Scientists-in-general

3.033

184

Laypeople

2.522

1149

5.96***

0.0005

B
A

Contributory experts

2.654

52

Non-contributory experts

2.478

113

Scientists-in-general

2.597

186

Laypeople

2.444

1135

A

Contributory experts

2.712

52

A

Non-contributory experts

2.400

110

Scientists-in-general

2.41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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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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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6R

GEC7

GEC8R

GEC9R

GEC10R

GEC_avg

questions

Nano1

Nano2R

Nano3

R

Nano4R

Nano5

Nano_avg

A

Laypeople

2.651

1191

Contributory experts

2.580

50

Non-contributory experts

2.645

110

Scientists-in-general

2.648

179

A

Laypeople

3.303

1203

A

0.15

A

0.9321

A

Contributory experts

3.264

53

Non-contributory experts

3.161

112

Scientists-in-general

3.287

188

A

Laypeople

2.899

1190

A

Contributory experts

2.620

50

Non-contributory experts

2.500

110

Scientists-in-general

2.571

182

Laypeople

2.378

1189

1.47

A

0.2210

20.10***

A

A

0.0000

B
A

Contributory experts

2.300

50

Non-contributory experts

2.252

111

Scientists-in-general

2.227

185

A

Laypeople

1.949

1154

A

Contributory experts

1.667

51

Non-contributory experts

1.802

111

Scientists-in-general

1.847

Laypeople

2.752

A

B

A

40
100

Scientists-in-general

2.705

151

freq

F

750

3.02*

P-value

sub-groups
A

2.000

77

2.306

85

Scientists-in-general

2.178

152

A
A

3.78*

0.0103

A

Laypeople

2.104

780

1.925

67

Non-contributory experts

2.278

79

Scientists-in-general

2.138

160

A
A

3.54*

0.0142

A

Laypeople

1.798

817

1.373

75

Non-contributory experts

1.818

88

Scientists-in-general

1.716

183

A

Laypeople

2.238

747

A

73

2.625

80

Scientists-in-general

2.517

143

Laypeople

2.706

776

Contributory experts

2.543

70

Non-contributory experts

2.782

78

Scientists-in-general

2.715

158

Laypeople

2.199

674

Contributory experts

2.007

58

Non-contributory experts

2.371

68

Scientists-in-general

2.222

120

13.51***

0.0000

0.0000

C

B

A

Contributory experts

15.39***

B

A

Contributory experts

2.329

A
A

Contributory experts

Contributory experts

A

0.0290

Non-contributory experts

Non-contributory experts

B

0.0004

183

2.649

2.192

6.10***

A

1045

2.778

mean

A

0.0272

B

Contributory experts

Laypeople

3.06*

A

Non-contributory experts

Categories

B
B

C

B
A

A

B
B
B

1.68

0.1688

A
8.49***

B

0.0000

C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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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1
1. For GMO, ‘contributory experts’ judge the risk lower and
value the benefits higher than all other groups do.
2. For GMO, there is a rather clear gap in the assessment on
risk between ‘contributory experts’ and ‘non-contributory
experts.’ Meanwhile, the difference in the risk
perceptions between ‘non-contributory experts’ and
‘scientists-in-general’ turns out very small.
3. Therefore, we may suspect that experts (GMO
researchers)’ risk assessment on GMO might be affected
by professional interest as promoters of the technology
rather than the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on GMO.
4. It is also found that laypeople judge the risk of GMO much
higher than scientists (GMO2, GMO3, GMO4, GMO7)
which suggests that socio-demographic aspects may
influence on the risk perceptions of GMO significantly.

Findings 2
1. There is virtually no gap in perceptions of global climate
change among four groups in Korea.
2. Neither the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nor sociodemographic aspects appears to influence the
perceptions of GCC significantly. The scientific
consensus on GCC appears to be widely accepted by
Korean public through the media and education.
3. There is no discrepancy in the perceptions of GCC
between ‘contributory experts’ and ‘non-contributory
experts’, suggesting that professional interest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judgement on global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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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3
1. For nanotechnology, it is ‘non-contributory experts’ who
show higher concern about the risk of nanotechnology
(Nano1 & Nano4) than others do, suggesting that both the
level of knowledge and professional interest may have
effects on the perceptions of nanotechnology risk.
2. ‘Contributory experts’ tend to see the benefits of
nanotechnology for Korean economy greater compared to
other groups, suggesting their interest as promoters of
nan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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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lthough this study addressed the role of scientific
expertise in risk percep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the
public has political rights to influence policy decisions on
risk and can contribute to better decision-making on risk.
Nevertheless,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ap in risk
perceptions between experts and laypeople would
contribute to better decision-making on risk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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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북대서양 해양 석유와 사회생태적 위험
마크 C. J. 스토드다트 (뉴펀들랜드메모리얼대학교)

번역 및 요약: 김혜승(서울대학교)

1/ 서문

전통 원유가 고갈되어 감에 따라 비전통 원유가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북대서양 지역에서는
1970년대부터 비전통 석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수압 파쇄(fracking) 기술이 등장하
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북대서양과 북극 지역의 석유 개발이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북대서양
국가들에게 석유 탐사와 추출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발전 수단이다. 이 연구는 북대서양의 해
양 석유와 사회생태적 위험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석유의 사회생태적 위험에는 엑손
발데즈 사의 원유 유출 사고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위험과 석유를 탐사하고 추출하는 일
상에서 발생하는 장기적인 위험이 있다. 장기적인 위험으로는 수질오염과 대기 오염과 생물들
의 서식지 피해를 비롯하여 탄소 배출이 야기하는 기후변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석유의 사
회생태적 위험이 북대서양 각 지역에서 어떻게 분배되고 해석되며 관리되는지 알아보고자 북
대서양 다섯 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1) 어떻게 석유 부는 석유회사들
의 환경적 특권(environmental privilege)을 확대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분배되는가? 2)
석유의 환경 위험은 석유 생산의 지역적 영향과 전지구적 영향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 연구를 통해 북대서양 지역의 환경정의와 환경 특권과 환경 위험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석유 의존 사회에서 “정의로운 지속가능성(just sustainability)”과 탄소 자
본(carbon capital)의 환경 특권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통찰하려 한다.

2/ 이론틀: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환경 위험의 분배가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에 주목한다. 대
표적인 연구로 불라드(1994)의 남부의 매립지(Dumping in Dixie)가 있다. 불라드(1994)는 흑
인과 소수 인종이 위해 환경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환경 위험이 그러하듯
환경 특권도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박과 펠로우(2011)는 콜로라도의 스키 리조트 운영에 이민
자들로 이루어진 인종차별적 노동력이 동원되고 있음을 밝히며, 환경 특권을 환경 부정의의
대조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환경 특권은 정치·경제·문화 권력이 작용하여 특정 집단이 환
경 공간과 자원에 독점적인 접근 권한을 갖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환
경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주로 대규모 기업이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는
특권 계정(Privilege accounts)으로 합리화 된다. 자원의 사적화를 통해 소수의 기업이 많은
이익을 분배 받고, 환경 위험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되는 것이다.
분배적 환경정의라는 이론적 틀은 석유 산업을 이해하는 데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
하다. 첫째로, 이는 석유 개발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누가 가장 취약한지와 누가 석유 재난 위
험에 가장 취약한지를 질문하게 한다. 둘째로, 분배적 환경정의는 국가 간의 주요한 제도 차
이를 보여준다. 석유 자원의 사적/공적 규제 수준과 석유 자원에 대한 이익이 지역 주민들과
기업에게 균형적으로 분배됨을 보장하는 정도는 분배적 환경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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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기후 정의 관점에서 우리는 석유의 지역적 위험을 넘어 탄소 배출로 인한 전지구적
또는 범국가적 위험을 살펴볼 수 있다. 석유가 추출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는 기
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준다. 기후 정의는 세계사회론을 토대로 기후변화가 발
생시키는 세 가지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정도, 취약한 정도,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의 정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풍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 면담, 현장 관찰, 넷노그래피(Netnography), 문헌 분석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덴
마크, 아이슬란드,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노르웨이, 스코틀랜드이다. 결과는 주로 현장 관찰
과 심층 면담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연구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이다. 한 나라에
서 대략 4~5주동안 머무르며 연구했다. 각 나라에서는 주요 석유 항구 도시와 자연을 기반으
로 하는 관광 지역과 환경시민단체와 정부 기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수도를 찾아갔다. 심
층면접은 반구조화 면접으로 총 45명을 진행했다. 국가별로 적게는 10명 많게는 13명을 면담
하였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6명, 관광 분야에서 13명, 정부 분야에서 21명, NGO 분
야에서 3명을 만났다. 각 면담자에게 석유 분야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
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석유 분야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보는지를 질문하였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자료는 이전에 이루어진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사용했으며, 기존 자료
를 보완하고자 에너지 분야의 인사들과 추가 면접을 진행하였다. 행사 민족지학(Event
ethnography)은 각 지역에서 해양 석유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석유와 관련된 컨퍼런스와 행사(2016 북해 컨퍼런스, 2016 북극권
컨퍼런스, 영국 석유·가스 보고회, 2016년과 2017년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해양 석유·가스
산업 협약)에 참여하고, 해양 석유와 관련된 박물관과 전시관을 둘러보며 석유에 대한 내러티
브들을 수집하였다.
4/ 해양 석유와 분배적 환경정의: 환경자원
석유 자원이 분배되는 유형은 북유럽 국가와 그 외 국가들로 나뉜다. 북유럽 국가들(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석유 기업의 “환경 특권”과 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균형
을 이루고 있다. 노르웨이의 석유 산업은 국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과 사회 복지 시스템을 보
장해 주는 중요한 기반이다.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했던 노르웨이는
해양 석유를 발견한 뒤, 석유 개발의 이익이 정부 세금과 사회적 복지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
도록 ‘석유 10대 원칙’을 세우고 산업에 철저히 개입하였다. 덴마크도 석유 사업에 정부가 강
하게 개입하는 나라이다. 공기업 DONG의 책임감 있는 운영과 석유 산업 수익금 제도로 사회
적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덴마크는 한편 해양 석유 산업이 하향세를 보이자 해양 풍력 에너
지를 빠르게 도입하였다. 이후 화석 연료 소비를 2050년까지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석유 산업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반면 스코틀랜드와 뉴펀들랜드·래브라도의 경우 북유럽에 비해 석유 산업으로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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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이익이 덜 보장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정부 세금과 고용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유가
하락과 석유 산업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이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보다는 석유 부문을 혁
신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천연 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 재조정을 통해 환경 자원에 대한
석유 기업의 특권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유정 사용료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입장
이다.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는 석유 탐사 단계에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북유럽 모델의 석
유 생산이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
지만 최근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북동쪽의 드래곤 지역에서만 석유 탐사가 진행 중이다. 유
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아이슬란드의 석유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미루
어질 것으로 보인다.
5/ 해양 석유와 분배적 환경정의: 환경 위험

해양 석유의 환경 위험 분배는 지리적 특성과 정치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현재의 석유 산업과 정부의 환경 거버넌스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

다. 노르웨이와 뉴펀들랜드의 경우 큰 석유 재앙을 겪었음에도 재난 이후 현재의 높은 환경적
기준과 노동 안전 기준들이 세워져 충분히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석유 생산에 대한 환경 위험 인식은 거의 없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석유 탐사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환경 위험 담론
이다. 주로 석유 분야 전체를 반대하기보다 해당 지역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에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노르웨이에서는 개발 금지 지역인 로베세에 유전을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종종 토론이 벌어진다. 국내 환경 단체와 지역 공동체는 로베세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어
업에 의존하는 지역과 해양 생물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슬
란드는 자국이 석유 생산국이 될 경우 관광 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을 걱정한
다. 현재 아이슬란드는 야생, 지속가능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녹색 국가” 이미지를 바탕으
로 관광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유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집중한다. 이 위험을
가시화하는 데에는 1990년대 중반에 그린피스가 진행한 캠페인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쓸모
없어진 해상 원유 탱크를 해상 폭파하려던 쉘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캠페인은 유전 해체 위험
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유전을 해체할 때 중요한 논쟁은 누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석유 생산국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발생시킴으로
써 불평등한 전지구적 위험을 생산한다. 이에 대한 각 나라의 담론은 다양한데 노르웨이의 경
우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이면서도 새로운 석유 탐사 지역을 물색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유지하는 모순적 모습을 보인다. 반면 덴마크는 석유 산업을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로 보지 않
는다. 덴마크는 자국이 이미 탄소 자본에 의존하는 경로에서 재생에너지 체제와 저탄소 사회
로 전환하고 있다는 담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의 경우에는 석유
산업이 일으키는 기후변화를 위험으로 거의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변화로 부동기가 나
타나면 석유 생산 조건이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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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사회, 자연자원 그리고 환경정의

6/ 결론
환경정의 관점에서 북대서양에 위치한 나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자원과 위
험이 분배되고 해석되는 방식이 지역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 지 살펴보았다. 환
경 자원의 분배적 측면에서 북유럽 사회는 주목할 만한 사례다. 비록 집산주의와 사회민주주
의 제도와 강한 복지국가라는 역사적 맥락이 존재하지만, 자원 개발 산업이 독점하고 있는 특
권을 사회적 이익으로 연결시키는데 정부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
다. 같은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덴마크 사이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기
후변화 행동을 지지하면서도 화석연료 경제에 강한 의존성을 유지하는 모순을 가진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노르웨이 석유 산업을 지속가능한 이미지로 만들었다. 덴마크에서 석
유 산업은 국가 개발 사업보다는 지역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점차 줄여 나갈 산업으로 인식
되고 있다.
환경 위험 담론에서는 북유럽 대 비북유럽이라는 구분을 넘어 더 복잡한 지형을 가
진다. 정부와 기존 석유 산업에 신뢰가 쌓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유 추출에 대한 위험 담론
은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노르웨이와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는 새로운 석유 탐사를 진행할
경우 위험이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에 불평등하게 전가되는 것을 경계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관광업이 잠재적 석유 개발에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 관광이라는 고부가 가치를 지닌 환경 접
근권이 천연 자원 추출이라는 또 다른 환경 특권과 그로부터 수반되는 위험 분배를 드러나게
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에는 생산 정점 시기를 지난 스코틀랜드 북해 유전 해체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지역에서 석유의 환
경적 위험을 감당하는 해안 지역 주민들이 위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석유 산업은 전지구적으로 불평등한 위험과 취약성을 생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
라에서는 석유 산업과 기후 정의를 연결 지어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덴마크와 아
이슬란드의 경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불평등한 위험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와 에너지 분야를 접근한다. 노르웨이에는 기후변화를 성찰하면서도 모순을 지닌 “석유 코스
모폴리타니즘(Oil Cosmopolitanism)” 담론이 있다. 이 담론은 노르웨이 석유가 다른 지역에
서 추출한 석유보다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노르웨이 원유를 수출하여 보다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들을 대체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지지하면서도 노르웨이의 경제 핵심에 석유 산업이 유
지되는 노르웨이의 역설을 비판한다. 노르웨이의 역설은 환경정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연결
된 해양 석유의 위험을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사례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로운 지속가능성과
기후 정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석유 산업의 환경적 특권과 전지구적인 또는 지역
적 환경 위험의 불평등 사이의 모순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해양 석유 산업의 분배적 환경정의를 넘어 절차적/참여적 환경정의
를 다룰 필요가 있다. 절차적 환경정의 관점에서는 어떤 집단이 환경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되
고 어떤 집단이 배제되었는지,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누구인지, 어떤 행위자가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토론의 범위와 규칙을 설정하는 권리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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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 이동광·윤순진 (서울대)
- 토론자 : 정태석 (전북대)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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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but not least” :
‘탈원전’ 정책의 윤리에 관한 고찰
- 발표자 : 김수진 (고려대)
- 토론자 : 박순열 (도시재생연구소)

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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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갈등구조와 마을공동체 변화
- 발표자 : 김우창·윤순진 (서울대)
- 토론자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발표 4

재생에너지 갈등의 이해 :
강원 영월과 전북 장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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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윤순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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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고리 5·6호기 „공롞화‟
• „공롞‟, „공롞화‟ 등 개념에 대핚 분명핚 합의가 없는 상황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읷반 국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공롞을 형성하는 과정„
• (정챀현장에서) 공롞화는 주로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련, 반영하여 정챀을 추짂함
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
• 위원회는 공롞화를 „특정핚 공공정챀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핛 사회적 갈등에 대핚
해결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젂문가, 읷반시민 등의 다양핚 의견을 민주적으
로 수련하여 공롞을 형성하는 겂으로서 정챀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련 젃차＇로 정의
• 정챀은 “어떤 문제와 행동이 타당핚 겂읶가에 관핚 결정”(허범, 1982: 277)으로, 목표달성
이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가치지향성을 내포하는 개념(이창길, 2010)
출처: 신고리 5·6호기 공롞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신고리 5·6호기 공롞화위원회)

공롞화과정에서의 미묘핚 갈등
1장 싞고리 5·6호기 공롞화 개요
2장 원자력발젂에 대핚 이해
3장 싞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측 주장
3-1)
3-2)
3-3)
3-4)
3-5)
3-6)
3-7)

서롞
현황 및 젂망
싞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이유
원전 수출과 경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영향
기타
결롞

4장 싞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측 주장
신고리 5·6호기
공롞화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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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롞
현황 및 젂망
싞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이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영향
원전 수출과 경제
기타
결롞

신고리 5·6호기
공롞화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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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및 방법
연구질문
원자력(핵) 에너지/ 싞고리5·6호기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선
양 짂영의 차이는 무엇읶가
어떤 메시지(주장)을 시민참여단에게 젂달하려고 하는가

연구방법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 특정 상황에 대핚 언어표현(verbal description) 확읶(Pinkley·Northcraft, 1994)
: 건설중단 및 재개측의 읶식체계 혹은 메시지 젂달방식을 모형화

KrKwic소프트웨어(박핚우&Loet Leydesdorff, 2004)와 NodeXL을 홗용

이롞적 배경
• 언어는 현실의 객관적 반영이라기보다 행위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젂영준 외, 2016)으로,
특정가치를 표명하는 겂(Dunn, 2004: 440).
• 네트워크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음
: 네트워크텍스트분석, 중심화공명분석, 지도분석, 단어네트워크분석, 지식그래핑 등(심준섭, 2011)

: 언어(매개)갂 연계구조분석으로 읶식을 이해 시도(심준섭, 2011; Drake,L.E.·Donohue, 1996)

• 언어네트워크분석은 연구내용(텍스트)을 구성하는 (최빆)단어를 코딩하고, 이와 관렦을
갖는 단어갂의 네트워크를 맊드는 기법으로, 단어가 결합되면서 특정핚 의미(관계)를 인
을 수 있게 핚다(박핚우&Loet Leydesdorff, 2004).
• 즉, 언어개념(nodes)와 연결관계(links)를 통해 의미롞적으로 해석이 가능(즉,
사회네트워크에서 읶접행렧과 유사(Byung Soo Jung, 2014)

공출현 행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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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
• 노드의 수, 링크의 수
• 네트워크 밀도
• 연결된 링크 / 연결가능핚 총 링크(비윣)
• 즉, 상호갂 연결빆도가 높으면 밀도가 상승하게 됨

• 중심성 지표

(이수상. 2012)

• 연결정도중심성: 핚 노드와 다른 노드갂 연결의 정도 측정
• 매개중심성: 노드갂 관계형성에서 매개역핛을 수행하는 정도 측정
• 아이겐벡터: 가중치를 부여하여 연결된 노드갂 중심성을 측정(높은 중심성의 vertex라면 큰 값의 중심성)

• PageRank는 보다 중요핚 정보가 다른 정보로부터 보다 맋은 링크를 받을 겂이라는 가정
하에 젂체 그래프에서 vertex의 중요도를 측정

선행 연구
• 원자력 발젂정챀은 의견(찬반)대립이 분명핚 분야로, 그 찬반논의를 네트워크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가 다수. 기졲 연구는 공출현(co-occurrence)빆도를 귺거로 소시오그램 혹은(또는) 단어/담롞텍
스트별 분석을 실시(권태형 외, 2016)
• 주로 원젂부지갈등에서의 이해관계자를 (읶터뷰)텍스트분석 혹은 갈등네트워크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현미·핚준,2014; 찿종헌, 2009, 박치성 · 정지원, 2016), 원젂을 보도하는 언롞네트워크(권태형, 2016) 혹은 원자력 자체에
대핚 위험읶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심준섭, 2009)
• 싞고리 5·6호기 공롞화는 문재읶정부의 대선공약과 맞물려 탈원젂에 대핚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장기갂에 걸칚 숙의 과정이 특징. 원젂건설 재개 및 중단의 입장은
대표적 성격의 집단이 본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읶핛 수 있는 기회
* 이외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시도핚 다양핚 분야의 연구 졲재(Byung Soo Jung·Sang Il Ryu, 2014; 고수정·김숚양, 2013; 김
학실, 2012; 류상읷 ·남궁승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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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분석대상(숙의 프로그램 주요내용)
기본프로그램(시민참여단 대상)
오리엔테이션

숙의 자료집
이러닝 및 시민참여단 젂용 Q&A

시민참여단 종합토롞회
보강프로그램(일반 국민 포함)
지역숚회 공개토롞회
TV토롞회
미래세대 토롞회

신고리 5·6호기공롞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2017

분석대상 읷반
• 분석대상은 숙의자료집(3~4장) /시민참여단 종합토롞회(찬반 각 3명)

• 숙의자료집

• 양측 초안작성후 상호교차검토 실시, 젂문가 자료 검증 및 최종감수는 위원회에서 짂행
• 최종 합의된 자료집(총 70쪽)은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에 공개(‟17.09.28)
• 빆도 10이상읶 단어

• 시민참여 종합토롞회(2017.10.13~10.15)
•
•
•
•
•

총롞토의(중단 및 재개이유): 재개(임찿영) / 중단(이유짂)
쟁점토의1(안젂성/홖경성): 중단(박종훈) / 재개(정용훈)
쟁점토의2(젂력수급 등 경제성): 재개(정범짂) / 중단(핚병화)
종합토의(최종선택과 사회적 수용성) 등 4개의 세션으로 기본 운영
빆도가 각각 5이상/4이상/5이상읶 단어

• 숙의자료집 텍스트 입력 및 종합토롞회 영상을 젂사하여 짂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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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공롞화자료집)
재개측은 우리나라/지역/발전을, 중단측은 재생에너지(태양광)/비용/사고를 강조
재개

공통

반대

빆도

단어

단어

빆도

단어

120

원젂

원젂

154

원젂

54

싞고리

싞고리

60

싞고리

51

56호기

56호기

57

5·6호기

51

건설

건설

56

재생에너지

57

안젂

세계

47

비용

40

세계

싞재생/재생에너지

37

건설

38

우리나라

안젂

33

세계

29

발전

발젂

32

사고

28

지역

에너지

30

태양광

26

신재생

중단

29

안젂

분석결과

(공롞화자료집_빈도)
재개 / 중단

발전소/우리/전력/안정적/원전/에너지/충분한/원자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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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산업/건설/원전/재생에너지/2030년/핵페기물 등

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분석결과(공롞화자료집)_노드&링크&네트워크 밀도
양측의 총 노드수, 링크, 네트워크 밀도 등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
: 가치지향의 정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Watts · Strogatz, 1998)

재개

중단

49

총 노드수(>10)

51

1,430

링크

1,694

2

최대지름값

2

1.363599

평균지름값

1.309496

0.607993197

네트워크 밀도

0.664313725

분석결과(공롞화자료집)_중심성지표
재개측은 ‘발전‘, ’비용＇등의 노드가, 중단측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다른 노드와의 연결관계가 높음
재개측은 ‘세계’, ‘발전’ 등의 노드가, 중단측은 ‘안전‘, ‘중단＇이 다른 개념갂 연결에 홗용되었음
재개측은 ‘발전‘ 등의 노드가, 중단측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심성 높은 노드와 많이 연결되었음

연결정도중심성
재개

매개중심성

중단

재개

아이겐벡터
중단

재개

중단

48

원젂

50

원젂

37.5

원젂

26.3

원젂

0.031

원젂

0.028

45

우리

49

우리

31.0

우리

24.5

싞고리

0.030

우리

0.027

원젂
우리

44

우리나라

49

싞고리

26.7

우리나라

24.2

우리

0.029

우리나라

0.027

싞고리

42

발젂

48

5·6호기

19.3

건설

23.3

5·6호기

0.029

발젂

0.027

56호기

40

건설

46

우리나라

19.1

세계

20.0

건설

0.027

건설

0.026

우리나라

38

에너지

46

건설

19.0

발젂

19.6

우리나라

0.026

56호기

0.026

건설

38

5·6호기

43

에너지

14.9

에너지

16.5

안젂

0.026

싞고리

0.025

에너지

38

싞고리

42

재생에너지

14.8

56호기

13.9

에너지

0.026

에너지

0.024

재생에너지

37

비용

41

산업

14.8

싞고리

13.6

중단

0.025

원자력

0.02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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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공롞화자료집)_PageRank
PageRank
재개

재개측은
발전, 세계, 비용 등

중단

1.568

원젂

원젂

1.443

1.477

우리

싞고리

1.416

1.443

우리나라

우리

1.415

1.374

발젂

5·6호기

1.390

1.320

건설

건설

1.336

1.264

에너지

우리나라

1.335

1.256

56호기

에너지

1.252

1.256

싞고리

재생에너지

1.226

1.237

세계

안젂

1.210

1.229

비용

젂기

1.202

1.229

원자력

태양광

1.201

중단측은

재생에너지, 안전, 전기, 태양광 등

*
재개는 상대적으로 공급·경
제적 측면을 강조
중단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
지·안전에 대해 강조

분석결과(공롞화자료집_상대적 비교)
재개

164

중단

상대측

빆도

단어

단어

빆도

상대측

4

26

원자력

재생에너지

56

26(싞재생)

0

25

온실가스

비용

47

22

7

22

경제

태양광

30

8

7

22

기술

투자

22

2

0

21

배출

시장

21

3

0_가스(5)

20

LNG

핵폐기물

18

4(폐기물)

6

19

미국

2016년

16

2

1

19

방사선

생산

15

7

1

14

추짂

젂홖

15

2

3

12

안정적

폐로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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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분석결과(공롞화자료집)_co-occurrence(예시,중단)

분석결과(공롞화자료집)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자력을 통해 젂력을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해왔습니다.”

“세계 발젂 시장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대세”

“싞재생 에너지를 늘려가야 하지맊, 싞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젂기생산량이 들쑥날
쑥하기 때문에 다른 발젂설비를 충분히 마
렦해야 안정적읶 젂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미래 발젂원가 비교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발젂
원에 투자핛 겂읶지를 결정하는 중요핚 참고자
료가 됩니다. 2016년 젂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핚
투자가 원젂의 8배읶 277조 원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젂산업 최후의 보루였던 경
제성도 세계시장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족핚 발젂설비를 비싸고 홖경오염 물질
도 배출하는 LNG 발젂소 건설로 대체하기
보다는, 저련핚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싞고
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하는 겂이 낪습니다.”
“싞고리 56호기가 생산핛 젂기를 LNG발젂
이 대체하게 되면 발젂비용은 물롞, 온실가
스 배출량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싞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갈 7조 원을 에너지
효윣 개선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핛 수 있습니다.
반도체, 휴대젂화, 생홗가젂 분야에서 세계 시장
을 선도하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도 세계 시
장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산
업은 이미 세계 읷류입니다. 지금껏 원젂에 가려
성장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원젂이 아니
라 재생에너지에 7조 원을 투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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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공롞화 자료집)
• 공롞화 자료집에서 확읶핛 수 있는 싞고리5·6호기 건설재개의
입장은 „안정적‟이며, „저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강조핚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건설중단측은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원이 매력적읶
투자의 대상이며, 유망핚 시장이라는 주장을 핚다고 핛 수 있다.
• 결과적으로 공롞화 자료집에서 대립된 의견은 여러 측면을 고
려핚 „에너지의 공급„ 대 „유망핚 에너지원＇의 양상을 보읶다.

종합토롞회 결과(1/3)

(1세션 총롞토의, 임찿영-이유짂)
재개

166

중단

빆도

단어

빆도

단어

47

원젂

49

원젂

32

우리

40

에너지

29

짓다

32

발젂소

26

발젂소

20

경기도

22

싞재생

19

지역

21

가스

18

만들다

20

문제

18

우리

20

신고리56

18

재생가능에너지

16

전기

17

서울

9

돈

17

정책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재개측은
짓다, 가스, 문제, 신고리56, 전기, 돈
중단측은

에너지, 경기도, 지역, 만들다, 서울, 정책

단숚사용빈도를 보면,
재개측은 (홖경)/전기/비용 등의
문제에 집중한 반면,
중단측은 에너지/정책(지역)을
강조하였음을 추정해볼 수 있음

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종합토롞회 결과
(1세션 총롞토의, 임채영-이유진)

석탄/만들다/우리/지역/서울/원전/에너지 등

짓다/전기/오르다/원전/신고리/지금/필요 등

종합토롞회 결과
(1세션 총롞토의, 임채영-이유진)
양측의 총 노드수는 비슷한 반면,
링크의 수에서는 중단측이 재개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지름값 및 네트워크 밀도에 있어서도 더 조밀하게 네트워킹 된 것을 알 수 있음
★ 중단측의 가치지향정도가 높다
재개

중단

42

총 노드수(>6)

47

498

링크

874

4

최대지름값

3

1.750567

평균지름값

1.566514

0.289798606

네트워크 밀도

0.4042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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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롞회 결과
(1세션 총롞토의, 임채영-이유진)
1세션의 경우, 양측의 언어사용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재개측은 ‘우리’를 매개로 하여, 가스/석탄 등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각 노드를 연결시켰으며,
중단측은 ‘에너지＇를 매개로 하여, ‘지역’, ‘(에너지)줄이다‘ 등에 강조점을 두어 연결

연결정도중심성
재개

매개중심성

중단

재개

아이겐벡터
중단

재개

중단

30

우리

에너지

41

136.142

우리

에너지

101.638

0.051

우리

에너지

0.040

28

원젂

원젂

40

98.930

원젂

원젂

80.221

0.050

원젂

원젂

0.040
0.036

23

발젂소

발젂소

34

45.793

발젂소

발젂소

54.574

0.046

발젂소

만들다

23

가스

우리

34

45.006

전기

우리

50.417

0.046

가스

우리

0.036

21

신고리

만들다

33

44.416

설명

만들다

35.633

0.043

신고리

발젂소

0.035

21

젂기

지역

29

34.688

가스

지역

29.865

0.041

짓다

지역

0.032

19

짓다

줄이다

28

34.381

신고리

줄이다

26.157

0.040

젂기

줄이다

0.032

16

지금

젂기

27

17.983

신재생

지금

22.618

0.034

석탄

젂기

0.032

15

석탄

지금

26

16.263

짓다

전기

19.570

0.034

지금

우리나라

0.030

종합토롞회 결과
(1세션 총롞토의, 임채영-이유진)
PageRank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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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측은
가스, 신재생, 석탄 등

중단

2.383

우리

에너지

2.074

2.187

원젂

원젂

2.017

1.777

발젂소

발젂소

1.730

1.765

가스

우리

1.726

1.684

젂기

만들다

1.653

1.628

신고리

지역

1.475

1.477

짓다

줄이다

1.427

1.263

지금

젂기

1.366

1.226

많이

지금

1.335

1.215

신재생

경기도

1.282

1.190

석탄

서울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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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측은

에너지, 지역, 줄이다, 서울·경기 등

*특이한 부분은
재개측이 에너지원별 접근을
하였다면,
중단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
지 및 지역정책 등을 강조
(특히, 서울과 경기도가 중요도
있는 노드와 연결이 맋음)

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종합토롞회 결과_상대적 비교
(1세션 총롞토의, 임채영-이유진)
재개

중단

상대측

빆도

단어

단어

빆도

상대측

11

29

짓다

에너지

40

0

3

21

가스

경기도

20

0

1

20

문제

지역

19

2

5

20

싞고리56

서울

17

0

0

9

온실가스(배출권제외)

정챀

17

1

1

9

탈원젂

투자

12

0

0

9

판단

대안

11

0

0

8

동영상

생산

11

0

0

8

오르다

안젂

11

2

0

6

미세먼지

자립

10

0

종합토롞회 결과(1/3)
(1세션 총롞토의, 임찿영-이유짂)
“싞고리56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석탄발젂소
너무 미세먼지를 맋이 낸다고 해서 정부에서
안 짓겠다고 했죠. 그럼 뭐를 지을 수 있습니까?
가스발젂소를 짓게 됩니다. LNG발젂소.”
“핵심은 원자력발젂소를 지을거냐 가스발젂소
를 지을거냐를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
“그런데 저 반대쪽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동영
상을 보고 나서…” … “아마 여러분이 동영상 보
시면서 젂기가 맋이 남는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 “젂기요금이 5천원맊 오른다 이겂도 동영상
에 나온 내용입니다. “…“균도 이야기 동영상에
서 들으셨죠…” … ”동영상을 받더니 고리가 옛
고자를 쓴다고 해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이동거리도 줄읷
수 있고요. 지역에서 읷자리와 경제를 맊들어내
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세운 계획은 에너지 소비를 줄
이고 생산을 늘려서 원젂 하나맊큼 줄이는 목
표를 세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구요. 그 서울
의 원젂하나줄이기 정챀말고도 지금 저는 경기
도 하고 충청남도 지자체 곳곳에 에너지 정챀
을 맊드는 읷을 하고 돕고 있습니다. “
“투자상품으로도 재생가능에너지는 매력적입
니다. …저도…투자를 했는데요….수익률 꽤 괜
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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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롞회 결과(2/3)
쟁점토의(1)_안젂성/홖경성(정용훈, 박종운)
재개

중단

빆도

단어

단어

빆도

30

원젂

원젂

27

12

우리

우리

23

10

사고

사고

18

10

우리나라

민항기

10

9

안전

문제

8

8

짓다

에너지

8

7

고치다

생각

7

6

나오다

설계

7

6

다르다

세계

7

6

대통령

수출

7

재개측은
우리나라, 안전, 고치다, 다르다 등
중단측은
문제, 에너지, 설계, 세계, 수출 등
단숚사용빈도를 보면,
재개측은 안전과 관련하여 유출
(나오다)/수리(고치다) 혹은
＇다르다’에 대한 집중을 한 반면,
중단측은 설계 및 수출문제 등을
에너지와 함께 강조하였음

종합토롞회 결과(2/3)
쟁점토의(1)_안전성/홖경성(정용훈, 박종운)

산발적으로 흩어졌으나,
굳이 찾는다면 원전/후쿠시마/발전소 등
우리/사고/판단/원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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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롞회 결과(2/3)
쟁점토의(1)_안젂성/홖경성(정용훈, 박종운)
쟁점토의(1)은 1세션과 노드/링크/지름/밀도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특징을 지님
★ 중단측의 가치지향정도가 높다

재개

중단

25

총 노드수(>6)

28

144

링크

270

5

최대지름값

3

1.9744

평균지름값

1.655612

0.24

네트워크 밀도

0.357142857

종합토롞회 결과(2/3)
쟁점토의(1)_안젂성/홖경성(정용훈, 박종운)
1세션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언어가 공유되는 측면이 부족한 것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재개측은 주로 ‘다르다’ 혹은 ‘물‘ 등을 안전조치와 관련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부각하였으며,
중단측은 ‘사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에 강조를 두고 있음

연결정도중심성
재개

매개중심성

중단

재개

아이겐벡터
중단

재개

중단

19

원젂

원젂

21

113.921

원젂

원젂

46.161

0.109

원젂

원젂

0.070

11

우리

사고

19

44.667

필요

우리

45.807

0.076

우리

사고

0.064

9

다르다

우리

19

25.436

우리

사고

37.124

0.065

우리나라

우리

0.062

8

물

안젂

16

23.000

쓰다

원자력

26.983

0.062

다르다

안젂

0.058

8

안전

나라

15

22.762

물

생각

26.000

0.057

안젂

나라

0.057

8

우리나라

원자력

14

18.600

발전소

안전

18.049

0.053

물

후쿠시마

0.050

7

짓다

후쿠시마

14

13.202

다르다

나라

16.476

0.050

사고

문제

0.049

6

나오다

문제

12

12.276

짓다

후쿠시마

15.926

0.047

후쿠시마

원자력

0.046

6

사고

발생

12

10.200

만들다

발생

8.304

0.045

바깥

발생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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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롞회 결과(2/3)
쟁점토의(1)_안젂성/홖경성(정용훈, 박종운)
PageRank
재개

중단

2.930

원젂

원젂

1.728

우리

우리

1.881

1.427

다르다

사고

1.839

2.009

1.313

물

안젂

1.531

1.288

안젂

원자력

1.455

1.245

우리나라

나라

1.449

1.187

짓다

후쿠시마

1.391

1.007

필요

발생

1.189

1.001

나오다

문제

1.172

0.981

사고

짓다

1.006

0.930

발전소

판단

1.004

재개측은
다르다, 필요, 물 등

중단측은
후쿠시마, 문제, 발생 등
*
재개측은 사고 ‘조치＇에
논의를 집중하였다면,
중단은 ‘사고’ 그 자체를
설명하는데에 역점을 둠

종합토롞회 결과(2/3)_상대적 비교
쟁점토의(1)_안젂성/홖경성(정용훈, 박종운)
재개

172

중단

상대측

빆도

단어

단어

빆도

상대측

0

7

고치다

민항기

10

1

0

6

대통령

문제

8

3

1

6

물

에너지

8

3

0

6

미국

설계

7

0

0

5

철귺

세계

8

0

0

4

50%

수출

7

1

원자력

7

0

충돌

5

0

대비

4

0

쓰나미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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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롞회 결과(2/3)
쟁점토의(1)_안젂성/홖경성(정용훈, 박종운)
“우리나라 원젂은 다릅니다….제가 후쿠
시마는 우리나라 원젂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죠”

“싞고리56호기가 짓느냐 마느냐…사실은 안젂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겂이 타당하
다고 봅니다….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젂과 같은 원젂에서는 방사
능이 바깥으로 나가는 읷이 읷어나지 않
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핚빛 원젂들…격납건물에 구멍이 나
있는 건 20cm 구멍… 이런 관리 부실 문제를 지
적하지 않을 수 없고…”

“원자력발젂소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이
됐습니다….김영삼 대통령 때…IMF위기
극복핛 때 김대중 대통령…도움 맋이 되
었고요…노무현 대통령. 폐기물처분장
확보하싞 분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젂
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젂은 안젂핛 수밖
에 없다.”

“자, 그럼 „오나가와원젂은 쓰나미에 지짂에 멀
쩡했다‟라고 졲경하옵는 모 정 교수님께서 이렇
게 말씀을 하싞 바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오나가와원젂은 후쿠시마보
다 지짂 두 배를 견디게 설계를 돼 있었기 때문
에 이미 더 안젂하게 설계된 원젂이었다. “

종합토롞회 결과(3/3)

쟁점토의(2)_젂력수급 등 경제성(정범짂, 핚병화)
재개

중단

빆도

단어

단어

빆도

20

국가

원젂

28

15

우리

풍력

20

15

원자력

젂력

17

13

젂력

지금

14

9

전기

발전

12

8

지원

재생에너지

11

7

원젂

산업

10

7

자료

우리

10

6

계획

태양광

10

6

받다

미국

9

재개측은
국가, 전기, 지원, 받다 등
중단측은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발전, 산업 등

단숚사용빈도를 보면,
재개측은 국가, 전력공급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중단측은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주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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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롞회 결과(3/3)

쟁점토의(2)_전력수급 등 경제성(정범진, 한병화)

다소갂 산발적으로 흩어졌으며,
개발/원전/발전소/수급부분과 사고/일자리/계획/수출/우리부분

에너지/원전/영국/우리나라/풍력/해상 등

종합토롞회 결과(3/3)
쟁점토의(2)_젂력수급 등 경제성(정범짂, 핚병화)
양측의 총 노드수에 비해 링크수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지름값 및 네트워크 밀도에 있어 더 조밀하게 모여있음
★ 중단측의 가치지향정도가 다소 높다
재개

174

중단

27

총 노드수(>6)

28

156

링크

250

4

최대지름값

3

2.041152

평균지름값

1.681122

0.222222

네트워크 밀도

0.33068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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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롞회 결과(3/3)

쟁점토의(2)_젂력수급 등 경제성(정범짂, 핚병화)
양측의 언어사용에 있어 연결정도, 매개, 아이겐벡터 모두에서 차이가 보임
재개측은 주로 ‘우리’, ‘국가’의 원전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단측은 ＇재생에너지(풍력)’는 ‘에너지‘, ‘전력’’생산＇에 있어 경쟁력이 있음을 부각함

연결정도중심성
재개

매개중심성

중단

재개

아이겐벡터
중단

재개

중단

14

우리

에너지

19

109.715

우리

에너지

65.794

0.086

우리

에너지

0.068

12

원자력

젂력

15

44.219

국가

젂력

35.165

0.083

국가

젂력

0.057

12

국가

원젂

15

38.594

원자력

원젂

26.287

0.083

원자력

원젂

0.055

10

원젂

풍력

14

33.570

다르다

풍력

20.800

0.071

원젂

풍력

0.054

9

받다

재생에너지

13

30.336

젂력

재생에너지

14.306

0.069

발젂소

재생에너지

0.052

8

세계

지금

11

22.608

원젂

미국

14.181

0.061

세계

지금

0.047

8

발젂소

발젂

11

20.995

받다

우리

11.000

0.061

받다

발젂

0.047

7

젂력

미국

11

20.838

에너지

발젂

9.787

0.049

수출

미국

0.045

6

에너지

생산

10

18.330

세계

지금

9.350

0.049

사고

생산

0.043

종합토롞회 결과(3/3)
쟁점토의(2)_젂력수급 등 경제성(정범짂, 핚병화)
PageRank

재개

중단

2.249

우리

에너지

2.039

1.846

원자력

원젂

1.612

1.844

국가

젂력

1.578

1.559

원젂

풍력

1.470

1.452

받다

재생에너지

1.381

1.271

세계

미국

1.182

1.234

발젂소

지금

1.179

1.222

다르다

발젂

1.169

1.218

젂력

우리

1.111

1.134

에너지

태양광

1.087

0.992

사고

낮다

1.078

재개측은
국가, 발전, 다르다 등
중단측은
재생에너지, 발전, 낮다 등
*
재개측은 ‘국가’에너지 공급
및 차이에 주목한 반면,
중단은 재생에너지 및 비용
측면에 집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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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롞회 결과(3/3)_상대적 비교
쟁점토의(2)_젂력수급 등 경제성(정범짂, 핚병화)
재개

중단

상대측

빆도

단어

단어

빆도

상대측

7

20

국가

풍력

20

2

0

9

젂기

지금

14

3

0

8

지원

발젂

12

2

0

7

자료

산업

10

2

0

6

사고

미국

9

1

0

6

수출

해상

8

0

0

6

오르다

가격

7

1

1

6

읷자리

낮다

7

0

0

6

창출

영국

7

0

1

5

돈

업체

6

0

종합토롞회 결과(3/3)

쟁점토의(2)_젂력수급 등 경제성(정범짂, 핚병화)
“대핚민국 자동차, 철강 선박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낭비하고 있었던 겂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읷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겂입니다. 젂력수요 줄이기도 어렩습니다. 줄여
서도 안됩니다....우리는 잘 사는 겂이 목표이고

산업을 발젂시키는 겂이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
젂기가 필요핚겁니다. 필요핚 겂을 공급하는 겂
이 젂기이지 젂기 젃약이 읶생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읷자리가 아니고 외국 읷자리였습
니다.”

“왜 굳이 싼 육상 풍력을 안하고 해상 풍력을
하느냐 보조금을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물었더
니 하는 얘기가 „이겂은 단숚히 돈을 주는 겂이
아니다 투자라고 생각핚다‟라고 했습니다.”
“37%가 낮습니다, 해상풍력이. 해상풍력은 영
국에서는 기저발젂과 거의 동읷핚 수준으로 쓰
입니다. 발젂 효윣이 50% 넘기 때문이죠…최귺

에 9월달에 있었던 영국에 해상풍력프로젝트의
젂력판매단가가 75.9달러가 됐습니다…육상풍
력발젂단가 66% 하락했고요. 태양광은 85% 하
락했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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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분석결과_(종합토롞회)
• 양측은 논의의 대상읶 „싞고리 5·6호기‟, „원젂‟, „(재생가능or싞재생)에너지„, „안젂(사고)‟ 등 빆도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핚, 쟁점토의1(안젂성/홖경성)에서 ＇사고‟, 쟁점토의2(젂

력수급 등 경제성)에서 „발젂‟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다맊, 해당 의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 혹은 태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롞의 경우, 재개측은 젂력공급의
안정성 및 비용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중단측은 지역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논의에 집중하였다. 안정성/홖경성
에서 재개측은 „안젂‟하기 위핚 „조치‟의 내용을 젂달하였다면, 중단측은 „안젂‟에 위협을 주는 „사건‟에 주목하였
다. 마지막으로 젂력수급 등 경제성과 관렦하여 재개는 국가에너지공급 및 번영을 주창하였고, 중단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새로운 시장가능성(현실)에 주목하였다.
• 결과적으로 종합토롞회 중 연구대상이 되는 „총롞‟, „쟁점토의1/2‟의 경우에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위기대응
조치/국가번영‘ 대 ‘(지역)재생가능에너지/위험제거/시장전망’갂 경쟁이 있다는 겂을 알 수 있다.
* 젂반적으로 재개측은 „중앙„, „국가‟기준으로 에너지를 바라보고 있으며, 중단측은 „분산(자립)‟, „지역„적 선호를 보이고 있다.

Implication behind
• 왜 이러핚 차이 혹은 공통점이 나타나는가
• 이러핚 차이(혹은 공통점)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까(어떤 영향을?)
• 벌어지는 격차는 어떤 식으로 해석핛 수 있는가
• 의미 있는 변화(의견이 바뀐)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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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단어의 테두리

1) 안전성 측면

→

0.6
1.1

6.6

건설 중단

98.9

0.0

6.8

6.3

93.7

1.2

건설 재개

99.0

0.3

6.6

건설 중단

86.0

2.6

5.9

6.0

89.0

3.2

건설 재개

96.7

1.8

6.4

건설 중단

77.6

5.3

5.4

5.9

89.7

3.6

건설 재개

94.4

1.5

6.2

건설 중단

82.8

6.5

5.6

5.7

5) 전기요금 측면

분명핚 의사젂달 혹은 가치가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음

82.7

4.4

건설 재개

90.6

1.9

6.0

건설 중단

71.0

8.0

5.2

6) 환경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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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중요도

97.9

4) 지역 및 국가 산업 측면

*대체적으로 중단측이 재개측보다
‘중요하지 않음＇의 비율이 높음

(7점 척도)

98.3

3) 전력공급 경제성 측면

몇몇 특징은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조사내용

중요하지
않음(%)

건설 재개

2) 안정적 에너지 공급 측면

최종 의견을 결정할 때(4차조사)
오른쪽 6개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각 7점 척도로 조사한 것

중요함(%)

96.3

1.2

6.3

건설 재개

95.4

2.1

6.2

건설 중단

97.7

0.0

6.4

<표 6-4> 최종 판단의 결정 요인(4차 조사)

단어의 테두리
<표 6-6> 건설을 재개된 후 취해야 조치사항 (단위 : %)
사용후핵연료

안전기준

탈원전

더 강화

정책 유지

전체

33.1

13.3

25.4

27.6

건설 재개

38.0

7.3

28.9

25.4

건설 중단

25.7

22.2

20.0

31.1

해결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시민참여단에게 개방형 문항에 위 응답범주 외에 다른 의
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를 보면, 원젂
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젂·보상 등의 대챀 마렦이 필요하다
는 의견(총 59명, 건설 중단지지 시민참여단 32명), 원전
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총 74명, 건설 중단지지 시민참여단 31명)이 있었다. 특
히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참여단에게
서도 원전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43명 응답)은 주목핛 맊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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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투명성 등 윤리적인 문제는
왜 포함되어 있지않나
ref. 이러닝
제1강 공롞화의 이해
제2강 원전 안전성
제3강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
제4강 국가산업 영향
제5강 에너지 정책 전망
제6강 종합 의견

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단어의 테두리
공롞화위원회 제6차 회의록(08.31)
Q. 7개 의제는 각 짂영에서 알아서 쓰는 겂읶지?
A. …쭉 기술하는 방식보다는 의제별로 기술하는 겂이 보
는 사람들은 훨씬 편하니 그 방향으로…핚 쪽에서는 10
개를 하겠다, 핚 쪽에서는 5개를 하겠다 이래서 접점을
찾은 겂이 7개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해올지
는 모르겠음
공롞화위원회 제7차 회의록(09.06)
A. 현재 의제 및 의제 설정방법으로는 그갂 건설 중단과
제개 양측에서 협의한 5개의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
료집 마렦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전국민 여롞조사를 통해 추가의제를 발굴하고 종합정
리해서 의제를 설정하고자 함. 저희가 예정핚 5개의 의
제는 에너지 젂망에 관핚 부분과 경제적읶 부분, 안젂
성 측면, 그 다음에 중단에 따른 여러 가지 시공사나
지역주민의 보상, 기타 위법성이나, 윢리성, 홖경성 등
아직은 의제에 대해 조금 열어놓고 양측의 의견을 수
련하고 있고…
* 이후 8차 회의록 이후에는 의제 관렦 특별핚 언급 없음

「 신고리 5·6호기 공롞화 이후 한국 에너지전홖의 전망과 과제」 자료집(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심포지엄)
윤숚진 발표자료 중

건설재개와 중단갂 격차를 어떻게 볼 겂읶가
• 젂반적읶 (말/글)의 분위기 차이?
• shy 판단유보자?
• 양측 젂문가(발표자)의 차이?
•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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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핚계, 더 연구가 필요핚 부분
본 연구는
• „싞고리 5·6호기 공롞화‟에서 양측이 젂달핚 내용을 언어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하였음
• 양측의 이해관계자에게 자싞의 입장으로 보완하거나 젂략을 수정핛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후속연구를 위핚 기반을 마렦

그럼에도, 본 연구는 추가적읶 질문을 여젂히 안고 있다.
• 공롞화 관렦 보완적 내용(TV토롞회 등)에 대핚 분석
• 말과 글은 어떻게 다른가

• 시민참여단의 질문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자료집 및 강의가 설명핛 수 있는 (분산)정도. 즉, 다양핚 요읶의 확읶
• 누가 무엇을 대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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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범. 1982. “가치읶식과 정챀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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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but not least”:
‘탈원전’정책의 윤리에 관한 고찰

김수진
(고려대 BK21플러스 BEF경제사업팀 연구교수)
환경사회학회
2017. 12. 08

목차

1. 문제제기
2. 원자력과 윤리
3. 공적 추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4. 감정과 윤리적 판단
5. 탈원전의 윤리
6. 결론
182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1. 문제제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안전성, 경제성, 국가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주된 쟁
점으로 다루어진 반면, 원자력 이용의 윤리적 측면은 거의 논의되지 않음.
•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윤리적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음: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vs. 2080년대 초반까지 원전 운영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도 드러나듯 원자력문제의 공적 추론은 경제적 가
치에 치중된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지배적이었음.
• 20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일종의 ‘공포
‘ 괴담으로 비하하며, 원자력위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공포’의 감정을 ‘비
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함.

 탈원전정책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탈원전의 정책규범(policy
norms)이 필요함.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우세한 공적 추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일반인의 원자력위험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적 합리
성의 지평이 분석적/계산적 차원을 넘어 경험적이고 정서적 측면으로 확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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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과 윤리
1)

위험(risk)의 정의(definition)에 윤리적 판단 포함됨.

• Risk is “understood as the possibility that human actions, situations or events
might lead to consequences that affect aspects of what human value” => 기술
적(descriptive)이면서 규범적(normative) 개념 (Rohrmann and Renn, 2000,
p.14)
• 일상적 용어에서, 리스크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나 ‘원하지 않는‘ 사건의
원인을 나타냄 => ‘fact-laden’ + ‘value-laden’ (Hansson, 2013).
• 사람들이 ‘바람직한 상태’ 또는 ‘좋은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 기술적 정보
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위험에 대한 판단이 달라
짐.
• 양적 계산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착각’: 공리주의에 기초한 B/C 분석은 그
자체로 경제적 이익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가치’ 판단이 전제됨.

2) 위험인식: 일반인 vs. 전문가
• 두 가지 사고방식(Epstein): 경험시스템(experiential system)과 분석시스템
(analytic system)
일반인 (경험시스템)

전문가 (분석시스템)

1. 전체론적 접근

1. 분석적 접근

2. 감정적: 기쁨-고통 지향

2. 논리적: 이성 지향

3. 연상적 결합

3. 논리적 결합

4. 과거경험의 ‘분위기(vibes)’

4. 사건의 의식적 평가에 따른

에 따른 행위

행위

5. 구체적인 이미지, 은유, 이야 5. 추상적인 상징, 단어, 숫자로
기로 현실 표현
6. 빠른 사고과정: 즉각적 행동

6. 느린 사고과정: 지연된 행동

7. 자명한 타당성: “경험하는

7. 논리와 증거에 의한 정당화

것이 믿는 것＂
(출처: Slovic et al, 2004,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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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기술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위험 평가
•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평가함.
• 일반인의 원자력위험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주된 감정: ‘두려움’, ‘공포’
• ‘두려움’의 감정은 “unknown, uncontrollable, inequitable, catastrophic, and
likely to affect future generation”과 연관되어 있음.
•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간 치사율 등의 ‘추상화된’
통계수치로 위험 평가.
• 일반인은 삶과 연결된 다양한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함 => 전문가보다 더
‘구체적인‘ 경험이나 삶의 맥락에 의존하여 위험을 평가함.
 원자력기술의 ‘잔여위험’은 ‘두려움’의 감정과 연관됨.
 ‘두려움’의 감정에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이유(자발성, 통제가능성, 치명적
인 피해, 형평성 등)가 존재함 => 비합리적인 것으로 무시할 수 없음.

4) 원자력 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윤리문제
①

세대내 형평성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정의롭게 분배되고 있는가?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원전 설비를 입지시
키는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계층)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 있음.
• 위험에 노출된 이해당사자가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가? => 실질적 참여
를 보장하는 절차적 형평성의 실현 여부.
② 세대간 형평성
•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 => 미래세대에 책임 전
가
③

잔여위험(Restrisiko)의 문제

•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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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평성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
 어떤 조건에서 위험 부과(risk imposition)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즉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언제 취소될 수 있는가? (Hansson. 2013,
pp.97-110)
①

위험 노출에 따른 편익이 그 피해(비용)보다 클 때 (편익과 비용의 가치를
동일한 단위로 비교(공리주의) , 개인의 권리 무시) => 위험 노출에 대한
허용이 너무 관대함.

②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할 때 => 위험 노출에 대한 허
용이 매우 제한됨

③

복잡한 현대 사회의 생산구조와 노동 분업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부문에
서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과 편익의 교환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
위험 노출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관행의
일부일 때.

④

위험 노출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관행이
라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지속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
회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피해(고통)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⑤

‘정의를 추구하는‘ 노력만으로도 부족함 =>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 관련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함 => 민주주의 에토스(ethos)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다수결 + 소수 존중).

 밀양 송전탑 건설, 신고리 원전 건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 => 원자력
문제에 있어 한국 사회의 윤리적 고찰의 단계는? ① 또는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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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여위험에 대한 윤리적 고찰
 잔여위험: 원자력 안전기술 시스템에 의해서도 100%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남는 위험.
 잔여위험은 원자력기술의 불확실성의 문제와 연관됨.
• Great uncertainty: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려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완전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 ‘great uncertainty’
발생함.
•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위험의 ‘경계 설정(demarcation)’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함.
 신고리 5,6호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몇 km로 설정할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에서 양산단층대의 지진평가를 포함할 것인가?

 원자력 재난에 내재한 불확실성은 원자력을 ‘사회적 실험(a social
experiment)’로 만든다 (Van de Poel, 2011).
• 특정 재난 시나리오를 현실적 상황에서 테스트할 수 없다.
• 통계 데이터에 기초해 노심용융의 사고 확률을 예측할 수 없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내재된 불확실성: 긴 시간 동안 보관되어야 하는 방사
성폐기물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미래세대가
처분장을 어떻게 다룰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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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위험은 비용/편익 분석(기대효용극대화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으로 환원될 없다.
• 기대효용극대화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작은 단위에서 충분히 반복실험을
한 후 더 큰 규모에서 적용. 개인적 이익이 걸린 문제. 예) 안전벨트 이용 의
무화 규정을 만들 때, 기대효용극대화 적용 가능.
• 복수의 사람이나 그룹의 이해관계나 복지가 걸린 문제(이해관계 충돌이 발
생하는 문제)에서는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대효용극대화는 적합하지
않음.
•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도 기대효용극대화
를 적용할 수 없음 => 거대한 규모의 생태계 파괴가 ‘편익’에 의해 상쇄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는 ‘단순 가능성(mere possibilities)’의 윤리적 고찰도 가능한가?
(Hansson. 2013, p.92)
•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결과의 발생 가능성(novelty)이 존재할 때,
• 결과의 시공간적 영향을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클 때(spatio-temporal
unlimitedness),
• 복잡계의 간섭에 의한 비선형적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때,

 원자력기술에 내재한 ‘잔여위험‘의 성격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 결정됨.
• 잔여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 적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독일에
서 1980년 이전에 준공된 원전 7기와 고장으로 정지된 원전 1기 조기 폐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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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추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1) 공리주의에 기초한 ‘편협한’ 합리성
• 공리주의: 효용주의, 총계주의, 결과주의
• 위험 감수의 경제적 편익과 비용(사고발생확률 x 피해규모) 계산
⇒ 비용(고통)의 구체성 상실, 개인의 권리 무시, 단일한 기준(경제적 가치)에
의한 평가
⇒ 위험평가의 구체성이 제거될수록 위험인식 낮게 나타남.
⇒ 위험을 평가하는 일반인의 다양한 관점과 맥락이 무시됨.

2) 공리주의에 기초한 비용/편익 계산에서 ‘구체적‘ 개인은 소멸됨. 획일화된
효용(utility)의 담지자로서의 개인만 존재함.
• 구체적 상황에 존재하는 구체적 개인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위험 부과(risk
imposition)의 실질적 형평성을 실현하지 못함.

3) 감정으로 표출되는 윤리적 가치판단 배제시킴.
• 일반인의 위험에 대한 판단은 ‘감정’을 통해 표출됨.
• ‘두려움’, ‘공포’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염려, 우려)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통제불가능성, 불가역적인 피해, 미래세대의 영향 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음. 즉 합리적인 도덕적 근거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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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과 윤리적 판단
• 감정은 윤리적 판단에 인식론적 정당성을 제공함(마사 누스바움 2013, 아담
스미스 2009, 안토니오 다마지오 1999, Roeser 2009, Slovic et al. 2004)
• 도덕감정은 이중사고방식 모델(경험시스템+분석시스템)의 어느 한 시스템
에 속하지 않음.
• 도덕감정은 정서적(affective)이면서 동시에 인지적(cognitive)임.
• 위험의 도덕적 수용성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은 총체적임. 위험과 편익의 규
모에 의해서만 판단하지 않음.
• 두려움은 맹목적인 충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우려의 표출임.

• 위험 부과가 정당화되는 조건인 ‘정의를 찾는‘ 노력은, 고통 받는 사회 구성
원의 상황에 ‘나 자신’을 대입해볼 수 있는 ‘공감(sympathy)’능력에서 출발
해야 함 =>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 재난의 희생자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연민, 충격은 합리적 근거가 전제된
‘성찰적’ 감정임 => 위험에 대한 윤리 평가에 있어 필수적임.
• 구체적인 재난 상황, 또는 가상적인 회상(hypothetical retrospection)에서 발
생하는 감정에 의해 특정 위험에 대한 도덕적 수용 가능성을 판단함.
=> “감정은 위험을 사유하는 데 있어 도덕적 지혜의 원천이다“(Roeser 2009,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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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원전의 윤리
1) 원자력위험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독일 사례
 윤리위원회(Ethik-Kommission Sichere Energieversorung) 보고서(2011. 5)에
나타난 윤리적 판단 (①+ ② 의 결합)
①

원자력 위험의 정언적 판단(kategoiales Urteil): 원자력 위험을 무조건적으
로 거부하는 입장

②

원자력 및 대안 에너지원의 위험과 기회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입장 => 독일의 상황에서 원자력은 위험이 더 적은 대안에너지원으로 대
체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두 가지 판단 기준의 ‘결합’: 병렬적 관계의 결합이 아님.
• ①의 정언적 판단에 따라 원자력의 잔여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책규
범을 도출하고, 그 원자력의 잔여위험에서 탈피하는 속도를 ②의 기준에 따
라 판단함.

2) 신념윤리(Gesinnungsethik)와 책임윤리(Verantwortungsethik)

 막스 베버의 신념윤리과 책임윤리의 결합
• 정책의 목적과 수단의 윤리적 측면을 구성함.
• 신념윤리의 토대 위에 책임윤리 달성함.

 신념윤리
• 정책의 방향성과 당위성을 제공함.
• 신념윤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정책추진 과정에서 수단이 목적시 되고, 정책
수단의 목표 간 충돌이 발생할 때 정책을 추동하는 힘을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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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윤리
• 정책의 결과를 상상하고 사려 깊게 판단하는 능력.
• ‘어떻게 할 것인가’(수단)의 문제와 관련됨.
• “신념의 정당함은 그 자체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옳은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만 입증될 수 있다”(최장집 2011,
p.86)

3) 탈원전(에너지전환)의 정책규범

탈원전정책

○ ‘신념윤리’

·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성 고려

· 기후변화 대응: CO2 감축

- 목적

· 잔여위험에서 가능한 빨리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 가치 합리적 행위

탈피(‘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시스템 구축

○ ‘책임윤리’
- 수단
- 목적 합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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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①

신념윤리의 구현

• 원자력의 잔여위험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탈원전정책의 적실성(適實性)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탈원전정책은 잔여위험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전
제하고 있음 =>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적 또는 신념윤리는 원자력
발전의 잔여위험에서 가능한 빨리 탈피할 것을 요구함.
• 탈원전정책의 실행은 재생에너지확대정책과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음 => 탈원전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임.
 논리적 귀결: 원자력을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확보되는 대로 원전을 폐
쇄함. 즉 탈원전의 속도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의존함.

②

책임윤리의 구현

•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이 책임 있게 수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 원
칙(환경성, 경제성, 공급안전성 등)을 수립함.
• 정책 원칙(정책 수단의 영역)과 정책 목적이 혼동되면, 정책 수단이 정책 목
적화되어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됨.
• 위험 부과(risk imposition)의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행
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단일한 경제 논리를 벗어나야 함.
• 공리주의에 기초한 추상화되고 수치로 계산된 편협한 합리성의 차원을 벗
어나, 구체적인 갈등(고통, 피해)상황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를
고려해야 함.
• 원자력 설비, 특히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정책의 도덕적 수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정의를 구현하고자 (justice-seeking)’하는 노력이
수반되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절차를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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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임윤리의 확장

• 에너지전환의 원칙(환경성, 경제성, 공급안전성 등)은 현 세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춤.
•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과 더 나아가 생태적 형평성을 달성할 있도록 확장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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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배경과 목적

1.연구배경과 목적

위치(경과지)
구분

계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

철탑

69기

20기

7기

17기

7기

18기

4.549km

10.108km

3.419km

10.026km

선로 길이

39.157km 11.055k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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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배경과 목적
2014년 9월 23일 밀양시 69기의 송전탑 공사 완료
2014년 12월 28일 시험송전
2015년 5월 27일 상업운전 시작…

“8년 가까이 갈등의 평행선 사이에서
답이 보이지 않던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풀어낸 것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덕분이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4)

“한전의 비밀주의와 주민배제가 이
싸움을 10년의 장기적인 투쟁으로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밀양송전탑반대투쟁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2015)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전의 노력
1.갈등조정위원회(2009.12 – 2010.6, 총 23회[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보상제도개선추진위원회(2010.11 – 2012.9, 총 9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
5
3.전문가 협의체(2013.6 – 2013.7, 총 6회[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

1.연구배경과 목적
갈등관리 전략과 그로 인한 영향의 대표적 사례

한전: 밀양시장 및 송전탑 공사 담당 공무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밀양시: 반대, 백지화, 대안을 제시하던 밀양시 공사찬성으로 입장 변경
한전: 간접보상방식이 아닌 보상금을 개별에게 직접지급
밀양시: 합의하는 마을과 주민 빠르게 증가, 마을공동체 분열의 시작

한전이 밀양시, 경과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시도했던
갈등관리 전략은 갈등을 해소하였는가? 갈등관리 전략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후 마을공동체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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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질문
1.밀양 송전탑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갈등분석)
2.갈 등 전 개 과 정 에 서 다 양 한 이 해 관 계 자 들 의 입 장 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변했는가?
3.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한 한전과 국가의 갈등관리
전략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갈등관리 전략 분석)
4.밀양 송전탑 갈등은 주민과 마을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갈등 이후의 영향 분석)

3.자료수집과 연구방법
단일사례연구

자료수집: 문헌조사, 심층면접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 반대로 하나의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에 적합

문헌조사: 복잡한 갈등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의 문헌조사가 필수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3명의 주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 & 송전선로가
설치될 전국의 어디에서라도
벌어질 수 있는 갈등

심층면접: 문헌조사만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존재. 한전
직원2명, 밀양시 공무원1명,
반대주민, 찬성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완료

수집한 자료들을 갈등 분석과 갈등관리 전략 분석을 통하여
갈등의 구조 및 원인을 파악. 또한 한전이 시도했던 갈등관리
전략이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는지를 분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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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공공갈등
연구자

정의

대통령자문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200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지역주민 등이 당사자인 갈등
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과 국민 또는 공공기관 상호 간의 이해
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강영진(2000)

공공정책과 같이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둘러싼 갈등

하혜영(2007)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
공기관 상호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양립할 수 없는 가
치, 목표와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조작적 정의: “다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송전탑
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한전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로 발생한 갈등과 분쟁”

4.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2. 공공갈등분석 방법: 갈등의 전개과정과 원인 파악
연구자

분석 항목

공공기관의 갈
등예방과 해결
에 관한 규정

①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②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③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④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⑤갈등
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 포함

조성배(2012)

①갈등전개과정 분석, ②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③쟁점 분석,④갈등의 성격 분석

황보명(2014)

①갈등전개과정 분석, ②이해관계자 분석, ③주요쟁점 분석,④갈등구조분석, ⑤
지역 공동체 변화 분석

Susskind
(1999)

①이해관계자 분석, ②주요쟁점 분석, ③합의가능성 분석,④합의,동의조건 분석

①갈등 전개과정 분석 (잠재기 -> 표출기 -> 심화기 -> 교착기 -> 갈등해결기: 소멸 or 새로운 갈등의 시작)
②갈등의 원인 ③이해관계자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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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4.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3. 갈등관리 전략: 갈등이 해소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
연구자

정의

Bercovich(1984) 갈등이 확대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
Krauss et al
(1984)

합의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 내지는 고조되지 않
도록 만드는 것

안광일(1994)

갈등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
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

지속가능발전위
원회(2003)

이미 발생한 갈등의 강도를 조절하고,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

하혜영(2007)

조직이나 사회, 국가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며 소모적인 분쟁의 재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사회갈등
연구소(2015)

공공기관이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

조작적 정의: 갈등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갈등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악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

4.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4. 갈등관리 전략 유형: ①주제에 따른 구분, ②두 가지 축의 이차원적 모형
연구자

갈등관리 전략

March&Simon
(1958)

개입적 접근방법: 무마, 강압, 관심전환
비개입적 접근방법: 설득, 협상, 제3자 중재

Ury et al(1988)

권력기반 접근방법: 권력을 활용하여 강제
권리기반 접근방법: 규칙,법을 통한 전략
이익기반 접근방법: 보상, 지원을 통한 전략

Carpenter&Kennedy
(2001)

전통적 관리방법
Ⓐ독자적 관리방식: 권력행사, 회피, 지연, 무마
Ⓑ사법적 판결방식: 고소, 고발 등의 소송
대안적 관리방법: 전통적 방식을 보완
Ⓐ직접: 협상
Ⓑ제3자 개입: 조정, 중재

오석홍(1995)

강제적 전략: 힘과 권력 활용
규범적, 사회적 전략: 협력과 조정
기술적 전략: 보상, 기술적인 요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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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Carpenter & Kennedy(2001)의 갈등관리 전략

전통적 관리방법

Ⓐ독자적 관리방식
a. 일방적 권력행사: 법과 권위를 바탕으로 사업 혹은 갈등
관리를 집행 (전원개발촉진법의 토지강제수용 조항, 행정대
집행 실시)
b. 무마: 양측의 공동이해관계를 파악하여 보상과 지원 등
을 시행 (보상과 지원위주의 해결책 제안)
Ⓑ사법적 판결방식
c. 고소, 고발 등의 소송: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밀양시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4.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갈등 관리전략 분석

독자적 갈등관리

갈등 구조 분석

갈등 이후의 변화

a.일방적 권력행사
이해관계자들
의 변화

갈등의 전개과정

b.무마
갈등의 원인분석

사법적 갈등관리

c.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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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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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일방적 권력행사
a.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2007년) 이후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 단장면(50명), 부북면(10명), 상동면(38명), 청도면(28명) 등
저조한 참석. 갈등의 씨앗.
나: 주민설명회엔 가셨어요?
주민 D씨: 나는 몰라서 못 갔지. 나중에 알고 보니 신문 몇 군데랑 인터넷 등에 올린다는 데 나
만사람들(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게 파이지(잘못이지). 게
다가 이 마을은 송전탑이 가깝게 들어서는 마을이 아니라 거의 피해가 없는 마을의 회관에서 했거
든. 거기에 간 할매들도 없고, 가더라도 거의 피해가 없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서 자리나 채운
거지 뭐.

2005년 12월: 주민설명회 이후 상동면 주민 100여 명 첫 반대집회
2006년 3월:76만 5천볼트 변전소 및 송전탑 건설반대 밀양,창녕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등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전 시기)
2007년 3월: 산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2007년 12월: 산자부 장관의 승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2008년 10월: 엄용수 밀양시장 “나부터 밟고 지나지 않고는 밀양에 송전탑을 꽂지 못할
것” 사업 협조불가 선언!
2009년: 한전, 협의를 통한 토지수용이 쉽지 않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지하여 강제로
15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음.

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일방적 권력행사
a.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2007년)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 인정할 경우, 한전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제공하거나, 공탁제도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됨.
즉, 갈등 초기에 대화와 협의를 통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촉법에 의지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함. 그러나 이러한 한전의 방식은 주민의 죽음을 불러왔음.
주민 G씨: 우리 마을 들어오는 초입부에 돼지 축사 있잖아. 거기가 故 유한숙 어르신이 운영하던 데거든. 사실
어르신은 우리처럼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고, 후원하거나 가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정도였거든.
근데 (2013년) 10월 공사 시작되고 나서 알게 된 거지. 한전 직원 1명이랑 무슨 전자파 전문가 1명이 와서
농장에서 한 3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철탑 2기가 지나간다고 말을 한 거라. 공사가 계획되고 진행된 지 거의
6년 만인 거지. 그것 때문에 고인이 돌아 가신 거지.

2003년 최종경과지가 선정된 지 10년, 2007년 사업이 확정된 지 6년이 지나서야 故 유한숙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 뒤로 2기의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됨. (2013년 10월 한전 직원과 전자파 관련 교수가
찾아와 통보)
“한전의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그리고 28년간 일구어온 양돈 농장이 765kV 초고압 송전탑으로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전도 인정하듯이 아버지는 2013년 11월 13일, 한국전
력 차장과 대구대 교수의 방문으로 우리 집이 송전선에서 그렇게 가깝지만, 직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을 알고부터 급격하게 괴로워하셨고, 결국 얼마 뒤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 8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국책사업
이 어떻게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해당가구에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 있는지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한전은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
16
다.” (故 유한숙 씨 유족 기자회견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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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일방적 권력행사
b. 행정대집행 (2014년)
2012년 1월 이치우 씨가 분신자살, 2013년 12월 유한숙 씨 음독자살. 2012~2014년은 갈등이
가장 고조된 시기.
유한숙 씨 돌아가신 이후, 한전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마을 가구의 71%에게 개별보상금
지급했다”고 발표(2013년 12월 24일)
2014년 2월 28일: “철탑 14기 완공, 24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
2014년 4, 5월: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4곳의 철탑부지에 주민들이 만든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내용)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단행, 경찰 2000여 명, 밀양시 공무원 200여명, 한전 100여명이
농성장을 지키려는 150내외의 주민, 연대자를 뚫고 4개 농성장 모두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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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일방적 권력행사
b. 행정대집행 (2014년)
조명순 캐더린 수녀(성가소비녀회): 순식간에 경찰은 앞에서 막아주는 시민 연대자를 짓밟고, (농성장) 안에서 묶여 있는 할매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막을) 찢어냈다. 할머니들이 서로 (쇠사슬로) 엮어있어서 허리를 비틀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경찰은) 쇠 절단
기로 목 사슬을 끊었다. 할머니가 당신의 마지막 보루가 끊어졌다는 사실에 실신하셨다. (...) 그런 것을 보면서 아수라장의 상태에
서 이것이 전쟁이구나,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참혹한 처참함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6.11 행정대집행 참사 국회 증언대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참고)
나: 행정대집행 이후로 마을분위기는 어땠어요?
주민 F씨: 많이 침울했죠. 행정대집행 때 다쳐서 응급실이나 병원 다녀온 사람도 많았고. 나도 밤에 잠이 안와서 병원에 몇 번 다녀
왔었다니까. 우울증이랑 불면증이 심해서 한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게다가 주위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던 주민들이 행정대집행으로 한
전이랑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서 그런가. 그때 합의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10년도 넘게 힘들게 싸웠는데, 사
실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분들한테. 그분들은 합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근데도, 그걸 잘 아는데도 아쉽고, 안타깝고...
암튼 동네가 많이 어수선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행정대집행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한전과 싸우면 결국 진다”,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절망과 무기력감을 심어줌. 이후 수 년간 반대운동을 했던 많은 주민들이 한전과 합의하도록
작용.
합의의 의미란 ‘공사를 해도 좋다, 공사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라는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공사를 반대하고 한전에게 이길 수 있다는 한전이 사라져서 합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좌절감. 자발적으로 합의하도록 만들었음.
2014년 6월 행정대집행 이후, 9월 송전탑 공사 완료, 12월 시험송전, 2015년 6월 상업운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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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무마
개별 보상방식으로 변경(2013년)
2013년 1월 기준으로, 한전은 5개 면 30개 마을 중 14개 마을과만 합의.
이 중 일찍 합의한 청도면(3개) 을 빼면, 합의비율(27개 중 11개)은 더욱 낮아짐.
밀양시 합의, 면 별 합의, 마을 별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한전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보상금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상 방식의 파격적인 변경.
-> 합의 단위를 계속 쪼개 결국 개인 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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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무마
개별 보상방식으로 변경(2013년)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 대책위 주민회의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들은 ‘이거 너무하는 구
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때가 이 기나긴 마을공동체 분열의 시작이었던 거예
요. 주민들은 공사가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예전처럼 막아낼 수 있고, 마을 단위의 협상도 주민
의 다수가 반대하는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공사에 찬성하는 주민이)5인 협상대표를 선출하는 일
이나 과반수를 넘기는 일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 그런
데, 이제 이것을 개별 단위로 합의 여부를 쪼개고, 현금을 직접 꽂아주겠다고 나오면 아주 극심하
게 분열이 시작될 거라고, 다들 걱정이 굉장했습니다. 한전이 그동안 작업해 놓은 개별 접촉을
통해서 몇 사람이 앞장을 서게 되면 일부가 동요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주민 간에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는, ‘누가 합의 했다더라’하는 소문들이 마을을 뒤숭숭하게 만들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 개별 보상금은 이제까지 다른 송전선로 지역에서는 한전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
었고, 결국 한전이 마을공동체 분열에 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데, 이게 바로 ‘개별보상금’이었
던 겁니다.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의 구조와 정책 대안’중 인터뷰 참고)

2013년 12월 24일 마을 가구의 71%에게 개별보상금 지급했다는 발표. 한전이 개별
지급을 시작한 지 3개월이 겨우 지난 시기. 공사를 반대하던 다수의 마을과 주민들이
합의로 돌아섬. 이러한 개별 보상방식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합의율만 높인 것이 아니
라, 이계삼 사무국장의 우려대로 마을공동체 파괴와 분열로 이어짐.
20

추계학술대회 제2세션

205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무마
1. 마을 자치 훼손
주민 F씨: 마을의 나많은(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눈도 어둡고, 이장을 믿으니깐 인감도장이나 신분
증을 단체로 마을 이장한테 맡기거든예(맡기거든요). 이장이 도장을 다 갖고 있으니깐, 이제 한전은 혈안이 돼서
마을 이장을 넘굴라고(설득하려고) 덤비는 거죠. 돈 주고, 술 사주고 또 합의하면 마을에 몇 억 원을 준다고 해
버리면, 처음엔 반대하던 이장들도 서서히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나많은(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송전탑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이장이 몇 마디 하면, 다 그냥 합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골에서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
도자처럼 마을 대표들이 입김이 무지 센 거죠. 그걸 한전은 잘 알고 있었던 거고.

위임받지 않은 5인 대표가 마을 합의를 하도록 한전이 인정. 마을 총회나 회의에서 선출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기존의 마을대표가 송전탑 공사에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합의하는
주민들이 5인 대표가 되도록 만들어, 보다 쉽게 마을 별 합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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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무마
1. 마을 자치 훼손
주민 I씨: 근데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분명히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마을자치회가 있
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마을대표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선 의
기양양해져서 다른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에 합의하도록 설득한 거지. 그 앞잡이 찬성 5인 대표들
은 이 마을에 와서 산지도 얼마 안 됐고, 평소에 회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회장님
과 비교하면 우리 마을의 대표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돈을 보고 대표가 된 거지.
그리고 그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찬성자 명단(명부)은 총 21세대인데, 그 중 4세대만이 실제 여기
에 사는 거주자이고 13세대가 부산이나 마산 등 도시에 나가 살고 마을에 살지 않는 미전입자였거
든.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도 한전은 그냥 그 사람들이 뽑은 찬성대표를 인정하고 마을 합의를 해
버린 거야. 불법하고 부당한 건데 우리 마을도 합의를 했다고 뉴스에 떡하고 나오니 얼마나 우리
힘이 빠졌겠어.

개별보상지급안: 마을에 살지 않는 주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주민, 공사 반대에 참
여하지 않은 주민, 교류가 거의 없는 주민,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흔들어 이들이 스스로
5인 대표가 되도록 기여함. “합의를 하면 수 백 만원의 공돈이 생긴다”고 외지에 있는 주
민들을 설득하여 찬성주민을 늘려, 결국 본인들이 5인대표가 되어 한전과 마을 별 합의를
이룸.
5인대표를 통해 합의를 늘려가는 한전의 방식은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해왔던 마을
대표 선정과 전통 들을 배제하는 것, 무엇보다 합의만을 중시하는 한전의 무마전략은 마을공
22
동체를 흔들기 시작.

206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무마
2. 주민들 사이의 불신: 돈이 원수다
1명을 합의시키면, 몇 백 만원을 받는 다는 소문
한 마을을 합의하도록 만들면 수 억, 수 십 억 원이 지급된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
주민 H씨: 저 마을이장이란 놈이 할매(할머니)들, 나이 많은 주민들 다 구슬러서 마을 팔아먹은
거잖아, 도대체 한전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인가, 마을이장한테 3억인가 또
입금됐다고 하드만. 아직까지도 한전이 돈을 푼다니깐. 남은 사람들도 합의하게끔 만들려고. 못
됐다, 진짜. 그러니깐 한창 싸우고 할 때는, 한전이 얼마나 돈을 풀었겠노. 마을 이장이나 반장,
면장한테 합의하면 몇 억 씩 준다고 하고. 합의서 한 장씩 받아오면 몇 백, 몇 천 준다는 얘기도
돌았어. 그 사람들 차가 바뀌었다니깐. 저 찬성한 사람들 보면.

1명이라도 합의를 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5인
대표들 + ‘2013년 12월 31일까지 합의하지 않
으면 보상금이 사라진다’는 한전의 합의 독촉은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주민들을 더욱 세게 흔들
어 놓음.
-> 한전 vs 주민간의 갈등 구도가 사라지고 합
의한 주민 vs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새로운 갈
등과 대립이 생기기 시작. 서로에 대한 불신이
23
최고조.

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무마
3. 마을공동체 파괴와 갈등의 대물림
수 백 년 된 마을공동체(집성촌)가 송전탑 공사와 돈에 의해 주민들 간의 관계가 파괴됨. 마을공
동체 파괴를 가장 상징하는 것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 신뢰가 사라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
는 마을로 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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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전의 갈등관리전략과 영향: 무마
3. 마을공동체 파괴와 갈등의 대물림
주민 F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반대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왕따로 지내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
보다 힘든 건 이게 한 세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한참을 뜸을 들
이다가) 합의한 주민이 하루는 우리 집에 와선 내가 지금껏 반대운동을 해서 한전이 마을에 보상
을 덜 줬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차서.. 한참을 듣고 있다가, 나도 한 소리를 하니깐. 이 사람이
막 욕을 하대. 나는 그냥 듣고 있었지.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걸 우리 아들이 다 본 거야. 그때 가
슴이 철렁했어요.
나: 아, 싸우는 걸 아드님이 다 본 거예요?
주민 F씨: 그거야 난 모르지, 말을 안 하니깐. 근데 다 본 것 같애. 내가 걱정이 되는 건 그 집
아들이 우리 아들이랑 동창이거든? 불알친구야. 근데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친구 아
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고, 이웃이 원수가 됐는데...우리가 죽고 나서, 얘네 세대
에도 이 갈등이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프지. 한전이야 공사하고, 돈
좀 쥐어주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어찌됐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앞으로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갈등의 대물림: ‘돈’때문에 마을 주민들(어른들)이 어떻게 변했고, 서로에게 대했는지를 봐온 자
식 세대들에겐 더 큰 갈등과 대립이 재생산될 수 있음. 개별지급방식을 통해 한전은 빠른 시간
안에 마을 별 합의를 끌어내었고, 공사를 완료하였음.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관계나 공동체는 회
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파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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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갈등관리전략 변화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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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숙씨
음독자살
(2013.12
)

행정대집행
(2014.6)

다수의 주민들,
반대를
포기하고 합의
마을공동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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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및 연구의 한계
1.결론
- 한전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사했던 전략들은 결국 갈등을
해소하기보단, 공사를 반대하던 이해관계자들을 달래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찬성하게 만들었음. 한전의 힘, 돈의 위력에 압도되고
무기력을 느낀 밀양시, 경과지 주민들 중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에서 적극적 찬성으로 선회. 결국 공사를 반대하는 소수의
경과지 주민들만이 남음. 이는 곧 반대하던 세력의 일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완강하게 반대하는 소수의 주민을
소외/배제시키는 분할통치의 과정과 유사.
-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 vs 막으려는 밀양시, 경과지 주민 들
간 의 갈 등 구 조 는 결 국 찬 성 한 주 민 vs 반 대 하 는 주 민 으 로
대체되었음.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어 주민들 간의 불신이 커졌지만,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한전의 공사 진행과 합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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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학회 2017 추계 학술대회(2017. 12. 8, 구미) 발표문

재생에너지 갈등의 사회공간론 및 관계론적 이해1)
— 전북 장수 풍력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재각․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 서론
1)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재생에너지 갈등 확대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
와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발전소들을 폐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책
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발전량 기준으로 20%까
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보고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한재각,
2017; 허정균, 2016, 충남연구원, 2016; 이재원, 2016; 이정필 외, 2015; 중앙일보, 2017. 8. 8; 경향신
문, 2014. 3. 14),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도 이
점을 인식하면서 입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면서, 과거 국가가 산업
단지를 개발했던 방식과 유사한 ‘계획입지’ 제도와 주민들이 지분 참여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산업부, 2017a; 정대화, 2017).
2) 기본적인 관점과 주요 질문들
이 글의 직접적인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이정필 외(2015)는 재생에너지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틀
로서, 사실관계 갈등, 이해갈등 그리고 가치갈등 등과 같은 갈등의 쟁점이나 갈등의 당사자들이 누군가
를 따지는 갈등의 유형론에 크게 의존했다. 이러한 분석틀은 재생에너지 갈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는 유용할 수 있지만, 갈등의 구조적인 형태와 구체적인 동학을 파악하는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우
선 사회공간적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주로 에너지원/기술
(what) 분야와 공학적/참여적(how)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입지의 장소
(where)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Walker et al, 2011). 한편 갈등의 관계론적 이해도 부
족하였다. 갈등은 서로 대립하는 복수의 당사자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칭적으로 분
석되어야 대상이다. 따라서 갈등은 기본적으로 “출현적(emergent)이고 협상적(negotiated)이며 변화
1) 이 발표문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재정 지원으로 2016년에 발표자들이 진행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
의 갈등과 해결 방안 연구(Ⅱ)> 보고서의 내용을 축약하고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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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ing)되는 것”(Futrell, 2003: 360; Walker et al., 2011: 4에서 재인용)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대상, 분석 사례 그리고 연구 방법
이 글은 상업적 목적으로 건설․운영되는 풍력발전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풍력발전 기술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기술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보급된 기술 중에서 태양광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
지한다.2)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념적 규정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의 목적
으로 중대규모 용량(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소유·운영하면서 전력
(SMP)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 투자자 등을 대신하여 이를 개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정의해볼 수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건설 계획이
좌절된 전북 장수군의 풍력단지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심층 분석을 위해서 8월 18일에 장수 풍력발전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측 인사의 안내를 받아서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고 같은 날 저녁에 개최된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여하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파
악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지조사 전후로 확보한 관련 보고서 자료와 언론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전기위원회가 불허가 결정을 내린 후 장수 대책
위가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정리한 <장수군 풍력발전 반대 투쟁백서>(장수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2016a)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재생에너지 갈등의 사회공간론 및 관계론적 이해
1) 재생에너지 갈등의 사회공간적 이해
영국의 환경지리학자인 Devine-Wright(2011: 57~70)는 사회공간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재해석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재생가능에너지가 설치되는 공간
(where)을 주로 개발 부지/입지(site)나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나는 곳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비
판한다. 그 대안으로는 공간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대중 참여가 인식되고 실천되는 곳이며, 장소
(place)나 자리잡음(emplacement, 기술이나 설비를 장소에 놓는 과정) 개념으로 대체하여 다루어 기존
관점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류적 관점 중 부지/입지 관점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이 잠재적으로 가능한 위치(location)의
‘객관성’에 주목하지만, 주민과 방문자들이 그 장소에 갖는 (기억, 경험, 이야기, 신화 형태의) 상징적/
정서적 연관성 등의 ‘주관성’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한 이런 주류적 관점은 특정한 사회적/환
경적 가치를 우선하는데, 생태중심과 구별되는 인간중심을, 환경보존보다는 환경이용을 선호한다는 것
2)�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발전)� 누적 기준으로 폐기물 �4.�%�� 태양광 2�.2%��
수력 1�.2%�� 바이오 1�.�%�� 풍력 �.7%�� 해양 2.4%�� 연료전지 1.7%로 나타난다.� 이중 신에너지(연료전지)와 폐기물과 바이
오를 제외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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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때문에 부지/입지 관점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중 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 평가한다. 첫째, 부지/입지 관점에서 비롯하는 대중 전략은 대중의 장소감을 간과하여 주민들과 기
업들 간에 쌓인 기존의 회의와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주민들과 기업들 사이에 ‘공통 언어’
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둘째, 부지/입지 관점은 대중 참여에 대해
위계적, 조작적, 관리적 접근을 유발한다. 대중은 정보가 부족하고 지적 능력도 낮다고 간주하기 때문
에, 이런 관점에서의 대중 참여의 목적은 숙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에 그치고 그
마저도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다음으로 님비 관점은 부지/입지 관점에 비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중/주민들이 갖는
사회적/주관적 측면을 인정하지만, 그런 특성을 단지 부정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주관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근접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특정 에너지 기술의 타당성에 대한 사람들
의 태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현장의 우려는 오직 이기심, 무지나 불합리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추정
한다. 이런 배경에서 해결책은 부지/입지 논쟁에서 신화(주관성)와 사실(객관성)을 분리시키고 에너지
개발 계획에서 감정적 반응을 배제하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생가능에너지 배치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접근은 앞서 언급한 부지/입지 관점을 지지하게 되는데, 재생가능에너지 위치를 뒷마당
(backyard)으로 인식하면 실제로 부지/입지 관점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두 관점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님비 관점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간 자체를 사적 공간(주
택)으로 좁혀(따라서 재산권으로 좁혀), 법적 소유권을 넘어서는 더 넓은 장소 혹은 집합적 공간이 갖
는 의미(돌봄, 애착 등)와 재생에너지 사업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Devine-Wright(2011)에 의하면, 주류적 관점을 장소/자리잡음 관점으로 바꾸면 특정 위치의 객
관성, 주관성 측면 모두를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다시 말해서, 부지/입지 관점이나 님비 관
점에서 벗어나 장소 관점을 채택하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접근 방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대신, 개발사업자들은 장소와 기술의 어울림/조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민들과 협력하
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재생에너지 갈등의 관계론적 이해
한편 Walker et al.(2011: 1~14)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중이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처방적/규범적 목적보다는 서술적/분석적 목적을 갖고 ①
대칭성(symmetry), ② 기대(expectations), ③ 동학(dynamics), ④ 맥락성(contextuality)이라는 네 가지 틀
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관계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중의 개입을 단순히 ‘님비(NIMBY)’로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아
래에서는 Walker와 동료들이 제시하는 네가지 틀을 살펴보겠다.
가. 대칭성: 대중 행위자와 재생에너지 행위자 그리고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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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와 동료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행위자들을 대칭적으로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대중 행위
자들(public actors)과 재생에너지 행위자들(renewable energy actors)로 구분된다. 대중 행위자들은 대중
집단들일 수 있고 장소(place)에 위치해 있으며 특정한 공간적/문화적 맥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하여 재생에너지사업에 반응한다. 대중들이 위치해 있는 장소는 재생에너지사업 개발 계획에
서 초점이 되는 특정한 위치(location)와 공동체(community)를 포괄한다. 재생에너지 행위자들은 재생에
너지사업 개발을 지지하거나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나 사람들―개발업자, 컨설턴트, 홍보 및 마
케팅 회사, 협회, 금융회사 그리고 설비 제조업자 등―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범주를 일컫는다. 이들은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면서, 정보, 전문성 그리고 경험 등을 교환하며, 협력과 상호 이해를 추구하
고 때로 경쟁도 한다.
이 두 행위자는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대중 행위자는 ‘장소에 위치한 대중 행위
자’로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역/현장에 밀착되어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행위자는 특정 장소에
얽매어 있지 않아 ‘네트워크 속의 재생에너지 행위자’로 규정된다. 이 두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매개된다. 이런 대칭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은 지역의 반응
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각기 다른 행위자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반응하고, 단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전략
적으로 행동하는지를 규정하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기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예측 형성과 교환과정
대중 행위자들은 사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정도의 기대/예측을 가질 수 있다. 첫
째, 제안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형태와 영향에 대한 기대/예측는 기술의 상태와 친밀도, 그리고 대중매
체에서 소개된 정도와 재현에 의존한다. 둘째, 사업 개발업자에 대한 기대/예측.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
게 행동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특정
한 기업을 인식하거나 ‘산업계’, ‘거대 전력회사’, ‘거대 다국적기업’, ‘지역지주’, ‘지역 개발업자’ 등의
기존 인식과 연계한다. 셋째, 사업이 검토․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기대/예측. 대중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서 무엇이 정의롭고, 공평하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인 기대와 실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
가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도 가지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누가 배제되고 누가 참여하며, 정보는 어떻게
흐르며 얼마나 투명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넷째, 대중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적정하
고 적절한 이익의 배분에 대한 기대/예측을 갖는다. 해당 사업을 동의한 공동체가 얼마나 혜택을 얻을
지 기대하게 되고, 이를 사업 개발업자 등 다른 행위자들과 비교하기도 한다.
한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다양한 기대/예측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중들’에 대한 기대/예측
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상상되어진 대중’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예측은 직접적인 경
험, 대중적인 소문, 대중매체의 보도와 재현을 통해서 공유된다. 많은 재생에너지 행위자들은 사업 실
행에 대한 적대적인 대중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대중들이 님비로 묘사되는 것처럼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반면 재생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대중들의 존재를 기대하기도 한다. 재생에너지 행위자들도 의사결정
과 개발 과정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작동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중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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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측의 이러한 기대들은 특정한 개발계획이 제시되기 전에 존재하며 고정되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들은―적어도 부분적으로―양측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 그들의 기대는 진화하고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기대
에 영향을 미친다.
다. 동학: 참여의 전략과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의 과정
참여의 전략과 행동은 대중 행위자들과 재생에너지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의 공간에 어떻게 참여
하고 개입할 것인지에 관한 수행의 과정을 의미한다. 참여의 전략과 행동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행위자들의 참여에 관한 결정은 그들이 갖빈 기대/예측에 의해서 상당히 틀 지
워진다.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나 발전시키는 초기의 기대는 정보 획득, 언론보도 확인, 우려 표명,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회의나 토론회 참석 등 자신들이 행동할 범위와 규모를 결정한다. 그리고 상호
연결의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①해당 지역에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 ② 그 사업에 대한 해석(그 사업과 장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 ③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기회가 될지 위협이 될지 판단), ④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제안에 대해서 반응(무시하기, 지지
하거나 반대하기 등). 이런 과정에서 기대와 참여 행동 사이의 연계는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고 축
적된다. 초기의 기대는 참여 행동을 틀 지우면서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투입되고, 이런 상호작용은 다
시 기대를 형성한다.
이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기대는 대중들과 대면하게 되는 사업개발자들
등의 참여 전략과 행동을 형성한다. 재생에너지 행위자들의 대중들에 대한 기대/예측은 어느 정도는 기
술의 실행과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술의 물리적 외관이 덜 거슬리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
진다. 또한 이러한 기대/예측은 상당한 정도로 사업개발자들의 재생에너지의 위치 전략 및 결정(변경)
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 위치의 선택, 해상 풍력으로의 전환, 일부의 경우 다른 지역 혹은 국가로
사업 입지 이전 등이 이루어진다.
라. 맥락성: 장소/공동체, 규제/지원 정책, 사업/경제
위와 같은 주요 행위자들의 주체화와 기대 형성, 상호작용의 동학은 지역/현장의 경험과 현황,
국가/지역의 정책(규제/지원), 경제활동과 사업추진 방식 등 몇 가지 거시적인 맥락과 배경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행위와 구조와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듯이 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다양한 제도/절차와 매
개 과정을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맥락은 크게 ①장소/공동체적 맥락, ②국제적/
국가적 정책과 지역적/국지적 정책의 맥락 ③사업/경제적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장소/공동체에
서는 장소감(Sense of place), 장소 애착(attachment of place), 경관 애착(attachment of landscapes)이 작
용하며, 인구학적 특징, 사회경제적 변수, 토착민과 신규 전입자의 분포, 사회적 자본 등에 의한 공동체
의 특징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음으로 정책(규제/지원) 맥락은 국제적/국가적 차원과 지역적/국지적
차원 모두를 포괄하지만, 각각 재생에너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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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책이 우세할수록 관련 사업 개발을 추동하고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
한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유통되거나 채택되는 담론과 관련 사업의 정당화에 기여하고 행위자들의
참여 전략의 방향을 형성하며, 토지이용/도시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과정과 범위를 결정한
다. 마지막으로 사업/경제적 맥락은 참여 행동, 기술 그리고 위치 선정 전략, 다른 재생에너지 행위자와
의 관계, 대중 반응에 대한 민감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Walker et al.(2011)은 이사으이 논의를 종합하여 대칭성, 기대, 동학, 맥락성이라는 네 가지 구
성요소를 적용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이 정리된다.

그림 1.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분석틀 종합 *출처: Walker et al.(2011)
3) ‘민원’의 다중적 이해_지역주민-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의 3각 구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갈등은 행정기관이나 언론들은 ‘민원
(民願)’3)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다루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육상풍력발전 산업의 현주소를 짚는 언
론기사는 “묻지마 민원·면피용 행정에 ‘헛도는’ 풍력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기사에는 한 산림청 공무원
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민원인들에 맞설 자신이 없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개발의 부서가
아닌데도 반대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요. 또 민원에 맞설 대응논리도 없습니다”(에너지경제, 2014. 1.
29). 언론 기사의 맥락으로 추론해 볼 때, 그 공무원은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인(지역주민)
들에게 항의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풍력발전에 관한 인허가를 요구하는 또 다른 민원인(개
발사업자) 사이에 끼여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은 재생에너지 갈등에서 지역주민과 재생에너지 개
3)� 행정학자 박통화(200��� 27)는 민원(民願)은 민간인 또는 단체가 문제되는 사안을 정부 기관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자 하는 행위로서,� 법률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는 아래 민원행정의 개념과 범위의 여러 정의 중에서 중간 정도 개념 즉,“집행적·전달적 행정 가운데 ‘관계있는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투입에 대응하는 행정”의 개념과 “집행과 서비스전달 행정 중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요구행위에 한정”(김정해,� 2007)하
는 범위와 부합하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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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자들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지자체도 주요한 행위자라는 점을 환기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
다도 ‘민원’은 이들 행위자들의 전략과 행위를 매개하는 개념이자 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개념은 각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상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은 인허가 권한 등의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 주요 행위
자가 된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게 동일한 사안을 두고 지역주민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동시
에 민원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반면,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을 빨리 진행해달라
가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자로부터도 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화나 지방자치제
의 도입 이전에 사업자들 그리고 특히 지역주민들은 민원 제기와 관철에 대해서 소극적·수동적이었다
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황이 변화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회 등을 통한 전통적인 로비에서부터 일상적인 이의 신청과 보다 적극적인 행정소송 등의 수단까지
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역주민들도 민원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집단적인 투표권 행사 가능성을 지렛대 삼
아 지자체장을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과거와 같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민원 처리가 아
니라, 민원 처리 방향과 결과를 둘러싸고 보다 역동적인 경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은 앞서 검토한 영국의 경험에 기반을 둔 두 가지 이론적 논의가 전제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재생에
너지 개발사업자라는 이분 구도 대신에 한국의 맥락과 배경에 맞춰 국가와 지자체까지 포함시킬 수 있
는 삼분 구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4) 연구의 분석틀 검토와 종합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재생에너지 갈등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정리해보자. 그림 1에 요약된
분석틀을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할 수 있다. 첫째, 대중 행위자와 재생에너지 행위자로
구분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대칭성을 강조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 동학을 분석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행위자들을 지역주민, 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와 지
역사회로 더 세분화해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둘째, 개발사업의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허가 권한과 역할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만, 사업허가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모호 혹은 부
재하거나 임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의 맥락성과 주요 행위자의 갈등
개입의 상호작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였고,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자들이
제도/절차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공간도 구분하였다. 셋째, 지역에서 갈등을 겪었던 특정 재생에너지 개
발사업의 성공/실패 이후 지역의 에너지전환 전망과 어떻게 연결 되었는가/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
목하였다. 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전개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행위자들이 보이는 기대/예측이나 입장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안된 사업 개발이 종료된 이후 그 갈등의 과정과 결과가 지
역의 에너지전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분석틀은
아래와 정리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 분석틀과 전략을 종합하여 도식화해보면 아래 <그림 8>과 같다. 다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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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 2), 3)절에서 국가 정책의 맥락을 살펴볼 것이며, 3장 4)절에서는 지역정책 맥락을 살펴볼 것이
다. 또한 3장 5)절에서는 개발사업자의 일반적인 상황과 인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전북 장수군 풍력발전의 사례를 대칭성, 기대/예측, 동학 그리고 맥락성에 따라서 분석할 것이다. 이후
이런 분석에 기반을 두고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그림 2. 재생에너지갈등 분석 및 연구 전략 종합

3. 한국 재생에너지 개발사업_규제 제도와 개발업자에 대한 이해
1) 중앙정부의 진흥 제도_RPS 제도4)
가. FIT의 폐지와 RPS의 도입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후 2011년 말 폐지하고 2012년부터 500MW 규모 이상의
대형 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도입하였다.5) RPS제도 아
래에서 18개 대형 발전사업자들은 공급의무자로서 자신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여 의
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발전량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운영하고 있다. 신
4) 이 부분은 한재각(2015)의 내용을 활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임을 밝힙니다.
5) 전단계로 2005년 7월부터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음. 한편 RPS 제도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음.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 ․재생에너
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신 ․재생에너지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7(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
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규
정되어 있다.”(2014년 신재생에너지백서, 5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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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발전한 전력량에 비례해서 REC를 부여받고, 이를 공급의무자들
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곱하는 가중치를 상이하게 부여하면서, 보
다 바람직한 방식의 재생에너지원 및 발전시설 입지 및 크기 등에 우대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과 매립지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경우의 가중치는 0.5를 부여하는 반면, 육상풍력은
1.0, 해상풍력은 1.5의 가중치를 받게 된다. 이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발전을 더욱 진흥하려는 정책입
안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6)
태양광의 경우에도 입지나 크기에 따라서 가중치 부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에 경과하면서
가중치 부여 방식도 변화한다. 2016년 이전에는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은 낮은 가중치(0.7)를 부여받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토지 종류(지목)의 차별을 없앴다. 이는 “지목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모든 지목의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한국에너지, 2014.
6. 10). 그러나 이런 변화가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평가되고 있지 않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일반부지와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만을 구분할 뿐, 보다 강조
되는 것은 규모에 따른 가중치 차등이다. 소규모 발전시설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정책적 선호
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는 이를 활용하
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들의 ‘토지분할’이나 ‘태양광 발전소 분양’ 등과 같은 “쪼개기” 행태를 유발
하게 된다.
나. 토론_RPS제도는 재생에너지 갈등을 부추기나?
RPS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보다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를 육성하는데 유리한 제도이
며, FIT 제도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육성하는데 불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실제 RPS 제도 시행이후 소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신규 용량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태양광발전 발전사업자가 급속하게 증
가하면서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큰 규모의 발전용량을 가진 발전사업자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및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REC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여형범, 2016).
이에 따라서 많은 논자들은 소규모 태양광(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RPS 제도보
다는 FIT가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면서 FIT 제도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여형범, 2016; 한재각,
2015b; 최승국, 2015; 허정균, 2016).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FIT제도가 유리하며 RPS제도는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은 두 제도가 재생에너지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RPS 제도가 재생에너지 갈등을 유발하고 격화시킨다고 평가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서 FIT 제도를 재도
입해야 한다는 것이다(경향신문, 2014. 3. 24; 뉴스서천, 2016. 6. 29). 그러나 RPS 제도가 FIT 제도에
비해 재생에너지 갈등 발생의 강도와 빈도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위의 인식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이 더 자주 그리고 격렬하
6)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16-171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16-20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참고. 한편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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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7) 일부 전문가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FIT제도가 재생에너지갈등을 배제하
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둘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하
는데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RPS제도 하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들이
유리하며 이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
고 추론에는 동감하는 이들이 다수 있다.
이상의 토론에 입각해보면, 널리 받아들여지는 통념과 다르게 RPS 제도나 FIT 제도 모두 그 일
반적 형태에서는 재생에너지갈등에 관해서 중립적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늘어나면 재생에
너지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RPS 제도 시행 이후에 갈등이 더 자주 나타났다(고 관찰
되었다)면, 제도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크게 늘
어난 탓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짧은 FIT 제도 시행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 수나 규모가 작
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RPS와 FIT가 본질적으로
재생에너지갈등의 빈도, 강도 그리고 양상에 있어서 어떤 경향을 가진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규제 제도(1)_전기위원회 발전사업 허가 권한 및 책임의 모호한 경계
가. 허가 권한과 책임의 모호한 경계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허가)에 따라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에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
청)에서 3,000kW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광역지자체장에게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계획 수행 가능성, 전력계통 부담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 주민수용성 사항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다.
전기사업법은 허가 기준의 하나로 “전기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법 제7조 제5항 제2
호)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허가의 심사기준’(제7조)에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
用) 정도가 높을 것”(제3항 제1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2015년 1월) 전기위원회는 “지역의 수
용성 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발전사업 허가 단계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으니,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는 사업장 주변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민원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전기위원회, 2015). 지역주민의 수용성 정
도가 허가의 심사기준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전기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허가 결정을
낸 후라도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7) 이번 연구결과의 발표회(2016. 11. 28, 서울 NPO센터)에서 염광희 박사(서울에너지공사) 및 이지언 팀장(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하여 토론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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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자들은 전기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발전사업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지자체를
설득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내에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기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발전사업자들은 지자체에 의해서 진행되는 개
발행위 허가 과정은 대단히 불확실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이 보기에 지자체는
“발전사업 인·허가를 접수하면 시·군 등 지자체에서 해당 면사무소까지 통보를 하고 면사무소에서 또
다시 마을 이장에 통보해 민원제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사업부지와 관계없는 주민들과의 합
의서나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와 함께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비용’
등을 업계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투데이에너지, 2016. 3. 30).
이런 상황을 비춰 보면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구별하고 지역주민 수
용성을 후자의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넘기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발전사업자 그리고 이를 다루
어야 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전기위원회에서 모든 책
임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곧바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한 전문가는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해위 허가
과정을 묶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형진, 2016). 이런 주장의 함의
는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며, 이 속에서 주민수용성의 쟁점에 대해
서 관계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 배분과 연계를 명확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개발업자의 기회주의적 전략
2015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 전기위원회이 승인한 풍력발전 사업계획의 규모는 4GW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14건, 360MW에 머물러 있었다.
풍력업계는 “발전소를 짓지도 않으면서 발전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사업권 프리미엄’을 노린 알박기식
형태”라고 평가하고 있다(이투뉴스, 2016. 8. 9). 풍력발전소 건설에 좋은 입지를 선점해놓고 실제 풍력
발전 개발을 할 목적을 가진 사업자가 나서면 전기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발전사업권을 발전사업 지분
이나 금전을 거래하는 식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 전략은
상대적으로 쉬운 전기사업 허가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이의 간극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것이었다. 이 결과로 실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은 부지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결국 풍력발전 확대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는 전기위원회가 “무분별”하게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탓이 크다고 비판받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민원, 환경 등 문제는 적어도 걸러줘야 진짜 발전소를 지으
려는 사람과 부동산 투기식으로 접근하려는 사람을 구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투뉴스, 2016.
8. 9). 풍력업계는 “전기위원회가 서류만 보고 발전사업 승인을 내주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익명의 풍력업계 관계자: 이투뉴스(2016. 8. 9)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전기위원회는 풍력발
전소 입지 인근의 소음 문제 등의 민원에 대해서 실사 없이 문서상으로만 사업을 평가하며, 사업자들은
일무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손쉽게 받아낸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사업을 실제 추진하기보다는 ‘발전사업권 프리미엄’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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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는다는 것이다.
3) 중앙정부의 규제 제도(2)_풍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풍력발전은 1기당 발전용량과 필요한 토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3,000kW 이상을 관할하는 전
기위원회의 심의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혹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
성이 크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 법령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태양광과 풍력 발
전시설 중 100MW 이상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며, 그 이하 규모는 조건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
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8) 이러한 환경성평가 혹은 검토는 풍력을 둘러싼 갈등에서 핵심적인 쟁
점이 된다.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생태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중요한 반
대 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그런 우려를 확인해주고 사업 계획을 막아줄 것이라
고 기대한다.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때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 주체들에게 구체적인 관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다. 이 지침은 2014년 6월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풍력산업계의 오랜 힘겨루기 끝에 나온 협상의 산물이
었다. 환경부 측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대규모 환경 훼손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규제
를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서 풍력 발전사업에게 관대
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산업부와 풍력 산업계는 이를 반대하여
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의 제정도 좌절되었다. 2011년부터 산업부와 풍력산업계는 녹색성장위원회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서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산업계에서 오히려 규제가 강
화되는 것이고 결국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쏟아내면서 이 지침을 저지하
기 위해서 노력했다(차동렬, 2015; 일렉트릭파워, 2014. 4. 15; 전기신문, 2012. 8. 3).
2014년 10월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제정은 환경부의 노력이 좌절되고, 산
업부와 풍력산업계의 입장이 상당히 관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가 추진하던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과 이 지침안을 비교해보면 이 점은 분명하다. 우선 능선부에 풍력발전단지 건
설을 불허했던 가이드라인(안)과 다르게 지침은 이를 허용하는 대신 진입로 개설 문제만을 다루고 있

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이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m2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7,500m2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사업계
획 면적이 10,000m2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m2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m2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로 MW당 건설부지는 일반적으로 태양광이 2만m2/MW, 육상풍력이 50만m2/MW이 필요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전기신문,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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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오히려 확대하려는 환경부의 시도가 좌절되는 한편, 지침은 1등급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거주시설과의 이격거리를
1,300m로 정하고 있었지만, 지침은 기존의 소음·진동 기준을 인용하는 한편 저주파의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도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과정을 파악한다면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는 이 지침의 제정을 알리는
두 부서의 보도자료에서 드러난 표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온실가스 저감과
생태계 보전(의) 조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였지만(환경부, 2014b), 산업부는 같은 지침을 “육
상풍력 환경규제 완화”하기 위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었다(산업부, 2014). 또한 이 지침의 마지막에 ‘재
검토기한’이라는 항목을 두고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둔 맥락도 파악할 수 있다. 한
편 이 지침은 풍력발전 사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주민피해나 환경훼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풍력업체들은 이
지침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민피해와 풍력사업 반대 활동을 유발하
고 있다(안동황학산풍력반대대책위원회 외, 2016).
나. 토론_개발업자의 전략과 주민참여의 측면에서
풍력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완화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0월의 지침에서 명시된 2016년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지침 재검토 방침에 따라서, 환경부와
산업부는 2016년 9월부터 육상풍력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 자격
으로 참여한 한 풍력사업자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 과정에서 환경훼손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
으며 풍력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지침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사업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대안적 계획은 새로운 환경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김흥식, 2016). 반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풍력발전소 주변 소음조사 결과
와 해외의 풍력 관련 소음기준과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초부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
던 환경부의 이격거리(정온시설로부터 1km) 설정과 그 기준 도입의 움직임(이투뉴스, 2016. 1. 24)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었다(이지언, 2016).
사실 환경부 측에서 꺼내든 소음피해 문제는 풍력 갈등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장 핵심적
인 쟁점이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풍력발전 반대운동을 펼치는 지역 대책위원회들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소음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이격거리 조항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연대하여 지침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서 보내면서, “주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생활권 보장을 위한 입지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9) 그런데 의견서에서 구체적
인 지침 조항의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들은 “환경성 평가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가
장 큰 문제점은 개정 논의가 비민주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환
9)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소음규제기준(55dB)보다 강화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인 35dB, 그리고 이격거리 1.5km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저주파 규제기준의 도입도 주장하면서 한국환정책·평가연구원의 2009년 연구에서 제시한 90dB(1～80Hz 합성
소음 레벨값)을 강조하고 있다(안동황학산풍력반대대책위원회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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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산업부 TF의 1차 회의에서 이해당사자로 풍력산업계 인사는 3명이 참여한 반면에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초대받지 못한 것이 알려진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들이 보기에 “(지침의) 개정논
의에 일차적인 당사자는 풍력사업으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풍력단지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들”이기 때문이다(앞의 글).
4) 지자체의 대응_개발행위 허가지침을 중심으로
가.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지침 현황과 주요 내용
발전시설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권한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자
체들은 직면하게 되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자신들의 허가권한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 등을 제정해오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이와 비슷한 기초지자체의 지침은 총
32개가 제정되어 있다.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개발
행위허가운영지침」 1-2-2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지침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쟁점이 되는 특정 개발행위들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
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전시설 허가기준’이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거의 모든 지침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특정한 지역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지침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무안군의 지침을 보면, 10호 이상의 주
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태양
광발전시설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마을주민들의 갈등 민원(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충청남도, 시기 미상). 거리제한을 두어서 보호하려는 항목을 보면, 도로, 관광지/문화
재,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와 관광지/문화재로부터의 거리제한 조항은 “관광지․역사․문화경
관 등(의) 경관저해에 따른 진정민원을 예방”(충청남도, 시기미상)할 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한편 거
리제한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농지는 전용하여 발전시설의 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경지정리지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
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예산군 지침)에서는 대부분 금지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여러 관심사를 반영하여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지붕이
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시에 “도시미관과 건출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지붕에서 공작물의
최상단까지 높이가 2m가 넘지 않도록 하거나(화순군 지침, 의성군 지침) 밀착형으로 설치할 것(담양군
지침)을 규정하는 사례가 있다. 한편 해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안선에서 250m 안”(서
천군 지침), “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태안군 지침) 혹은 “생산중인 염전”(해남군 및 신안군 지침)의 입
지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강이나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충주댐 및 충주댐계획홍수위선
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제천시 지침) 혹은 “남한강 하천구역선 300미터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충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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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기미상)을 권고하거나, “20도 이하”(무안군 지침)로 명시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한편 지침에서 언
급하고 있는 발전시설은 특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10개의 지침), 대부분 태양광발전시설로 특정하
는 경우가 많다(13개). 태양광과 함께 풍력 발전시설을 명시해서 포함시킨 지침은(8개)도 존재한다.

나. 토론_지침을 둘러싼 다양한 경합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전남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처리지침’은 제정된 지 4년 7개월만
인 2013년 9월에 폐지되었다. 전라남도는 산지, 농지 등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
기 위해서 만든 지침을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우리 지역 자연환경 및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
라 ‘태양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허가민원 신청이 집중되어 있어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폐지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인용 필요). 전라남도 지침 폐지 조례의 ‘개정사유’에 등장하는 ‘민원인’은 애초에
이 지침을 제정할 당시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여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반
대하고 나선 ‘민원인’들은 아니었다. 또한 이들은 충청남도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안)’에서 재
현되는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마을주민들”이나 “경관저해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아니
다. 지침의 폐지 이유에 나타나는 ‘민원인’은 이 지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안게 된 태양광발전 개발사
업자들이었다. 전라남도 지침의 폐지는 일시적으로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자들의 민원들이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각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연쇄적으로 제정된 지침들은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으로부터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이들의 민원들도 결코 만만치 않
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한편 지침의 구체적인 규제 사항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이격거리가
상이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동일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이 지자체마다 다른 것은 논란
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주밀집지역’으로부터
의 거리제한이 상이하다. 많은 지자체에서 ‘자연취락지구’, ‘거주밀집지역’ 혹은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으로부터의 입지 제한거리를 500m로 정하고 있지만, 100m로 정한 지자체에서부터 200m, 300m, 400m
그리고 심지어 1km를 규정한 지자체도 있다. 또한 도로로부터의 제한거리가 없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
면, 1km로 정해놓은 지자체도 있다. 그 사이에 100m, 200 혹은 250m, 500m의 제한거리를 가진 지자
체도 있다. 한편 어떤 지자체에서는 100m 제한거리는 가시권 내에서만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기도 했다. 또한 도로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도로법」상의 도로와 「농어
촌도로법」상의 도로 등을 구분하여 거리제한을 두는 지자체도 있다.
5) 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실제: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10)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선정과 거래

10) 연구진은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A업체의 ◯◯◯이사와 장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의 내용
은 특별한 인용이 없으면 B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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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전에 사업 부지를 발굴·확보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들이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를 선택하기 고려하는 항목들은 ①부지 구입비
용, ②인근 마을(및 가구 호수)의 존재 여부 및 거리, ③계통연계점과의 거리 그리고 ④위도․고도․방향
등의 자연 조건이다. 개발사업자들들은 4가지 항목들이 모두 중요하게 검토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사업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지 구입비용이다. 대개의 경우
부지 구입비용은 임야 이외의 기타 지목이나 토목 공사가 필요 없는 평지인 경우 5～6만원 선에서 결
정된다. 임야의 경우 평당 2～3만원 수준에서 구입비용이 결정되며, 토목공사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에
적합하게 부지를 변경을 할 수 있을 경우에 구입한다. 그 이상의 구입비용이 요구될 경우에는 경제성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 저렴한 영호남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이 집중된다.
부지의 위치, 고도, 방향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부지가 남부 지방에 있을수
록 태양광 입사량이 좋기 때문에 선호되며, 또한 부지의 고도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태양광 입사량이 늘어서 선호된다. 한편 계통연계에 필요한 변전소 수용 용
량이 충분한 지역인지를 점검하는 것과 함께, 발전소로부터 계통연계점과의 거리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즉 거리가 멀수도록 송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정 부지 인근의 마을이나 주택의 존재 및 규모가 중요하다.
부지 선정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요소가 인근 거주민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민원이기 때문
에, 인근의 마을이나 주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지가 선호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양광발전 사업
에서 각 기초지자체들의 개발행위 허가 승인은 대단히 중요하며, 따라서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거리제한 조건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들은 민원 제기를 피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동의서 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북 영천시의 경우에 전기사업(태양광) 발전허가 업무 지침에 “사업대상지 중
심 주변 700m이내 민원이 없어야 하며, 1km이내 거주 주민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 때문에, 부지 예정지 부근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계약하는 경우에,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는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나. 디벨로퍼(Developer)_중요 행위자의 발견과 역할 이해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과정의 초기의 인허가와 ‘민원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벨로퍼
(Developer)’라고 불리우는 행위자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주로 ①태양광발전소 부지의 발굴과 부동산거
래 계약, ②(전기위원회 혹은 광역/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사업 허가, ③(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 ④한전과 맺는 PPA(전략수급계약) 허가 그리고 ⑤(특히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
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응 및 해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이들이다. 이 중에서 부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디벨로퍼는 개발사업 비용에서 발전시설용량 IMW당 1~2천만원의 수익을 얻
는다.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의 전체는 시행사의 주관 하에 진행되며, 이들은 계약을 맺고 디벨로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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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지 발굴, 각종 인허가, 민원해결 등의 일을 맡긴다. 실제 일의 진행에서는 디벨로퍼가 부지 등을
발굴하여 자금 조달 및 개발 능력이 되는 시행사를 찾아가서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디벨로퍼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자금 조달 등의 능력이 되는 경우에 직접 시행사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실제 토목공사 및 태양광발전설비의 구매 및 설치 등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하청 계약을 하여 간접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흐름과 디벨로
퍼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3>을 참조).

그림 3.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의 진행과 디벨로퍼의 역할
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민원’과 “보상금”에 대한 이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자이자 디벨로퍼인 피면접자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해했다. 그는 “대부분의 ‘민원’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 돈 밖
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을 시작하면 ‘결사반대’라는 현수막부터 붙는다. 그것은 보상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전략적인 행동이다.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제
기하면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서 합의한다는 생각은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문제제기는 협상 과정에서 결국 보상금을 받아내고 그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
되는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인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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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그에 대해서는 어
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피면접자에 의하면, 보상금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보통
1MW 시설용량당 1～2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가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보상금은 마을 단위로 지급되기도 하고, 개별 가구단위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현
금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현물(태양광발전기 설치)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피면접자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보상금(마을발전기금)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근처의 땅을 개발하면서 포크레인과 트럭 등이 지나다니면서 불편을 끼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에 공감하는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
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자들은 당연한 요구이거나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보상
금 지급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할 것”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민원 해결’
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보상금(마을발전지금)이라는 비공식적 제도와 유럽에서 수용성을 높
이기 위해서 이용되는 ‘이익공유제’라는 것은 무관한 것이다.

4. 재생에너지 주민갈등 사례의 분석_전북 장수군 풍력발전의 경우
1) 장수 풍력발전 개발사업의 개요와 갈등의 맥락성 분석
가. 풍력발전 개발사업의 개요
2016년에 장수 지역에 추진되었던 풍력발전 개발사업은 총 3개였다. (주)에너지파크가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75MW 발전용량(3MW, 25기 설치)의 ‘덕산풍력단지’와 (주)더위드
파워가 장수군 번암명, 계나면, 장계면 일원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66MW 발전용량(3MW, 22기 설치)
의 ‘장수 풍력발전단지’와 60MW 발전용량(3MW, 20기 설치)의 ‘장안산 풍력발전단지’가 그것이다. 개
발사업자들은 6월 초부터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활동을 하던 중, 이 정보를 파악한
비판적인 주민들이 구성한 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대책위원회는 사
업허가 신청(7월) 전부터 반대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갔으며, 이런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전기위원회
는 8월에 주민수용성의 부족을 이유로 사업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사업명
운영사
위치

‣ 덕산풍력발전소
‣ (주)에너지파크

‣ 전북 장수군 장수읍덕산리 산54-1일원 11만 5400㎡(실시설계 후 변경 가능)

추계학술대회 제2세션

227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설비용량
총사업비

전력판매

‣ 75,000kW(3,000kW급 *25기)

‣ 건설비용 220,000백만원(건설단가2,933백만원/MW),� 자기자본 44,000백만원(한국남동발전
29�,� 코랍글로벌10�,� 메리츠종금증권61�),� 타인자본 176,000백만원(메리츠종금증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 예상 전력생산량 177,390MWh/년(이용율27.0�� 기준)� 전기사업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발전량 전량 송전 예정(상업운전개시 예정일 2020년 1월)

표 1. 덕산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계획안의 개요(자료: (주)에너지파크, 2016)
사업명
운영사
위치
설비용량
총사업비

‣장안산 풍력발전단지 및 장수 풍력발전단지
‣(주)더윈드파워
장안산
장수
장안산
장수

‣3,388.5억원

‣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산 116�3� 외 2필지

‣ 전북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 15,�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82� 일원
‣ 60,00kW(3,000kW급 *� 20기)

‣ 66000kW(3,000kW급 *� 22기)

표 2. 장수․장안산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계획안의 개요(자료: 장수군, 2016)
‣ 2016.� 06.� 풍력발전 개발사업자들 주민동의서 수집 활동 시작,� 장수군 풍력발전설치 반대 대책
위 구성.

주요경과

‣ 2016.� 07.� 장수군 이장단협의회 반대의견 공식 결정(11일),� 장수군수의 반대의견 표명(6일),� 장
수군의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12일)� 및 산자부장관 항의 방문(13일),� 장수군수에게 반대입장문
전달(18일),� 장수군 모든 마을에 현수막 설치(25일부터),� 전기위원회에 장수군의 검토의견 제출
(19,� 20일).

‣ 2016.� 07.� 에너지파크 덕산 풍력발전단지(7일),� 더윈드파워 장안산/장수 풍력발전단지 설치 인
허가 신청서 산자부 제출(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반대성명서 발표(7일),� 반대대책위·전북환경운
동연합·전북녹색연합 공동기자회견(13일),� 서부지방산림청의 검토의견 회신(19일).�

‣ 2016.� 08.� 장수풍력발전 반대 장수군민촛불문화재(20일),� 산자부 앞 항의집회(26일),� 산업통상
자원부 장수풍력발전 불허가 결정(26일)

표 3. 장수군 풍력단지 개발사업들의 주요 경과
(출처: 장수군 풍력발전반대 대책위원회, 2016a)
나. 장수 풍력발전 갈등의 맥락성 분석
2015년 12월의 ‘파리협약’의 체결 그리고 이에 참여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2020 온실가
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청정에너지’ 혹은 ‘대안에너지’와 같은 국제적·국가적
수준의 담론과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며,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큰 거시적 맥락이 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RPS 제도는 풍력
발전 개발자들이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과 같은 거대 발전업자들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려는 구체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사업자들에게는 현행 제도 속에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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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앙정부(산업부)와
풍력산업계는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서 환경규제를 완화시키는 일련의 캠페인을 펼친 결과, 2014년 10
월에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이 제정되면서 산의 능선부와 자연생태도 1등급인 지역에서 풍력발전
단지 개발의 가능성이 열린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한편 장수군 지역 내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대단히 낮으며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생산에 관한
시설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농업을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다. 특히 한우 사육과 양봉 그리고 사과와 오미자의 재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장수군은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하나로 ‘6차중심 농업육성’을 내세우
고 있으며, 민선6기 군수는 6개 분야 55개 사업을 공약하면서 농업소득 분야에 14개의 공약을 제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 지역인 것이다. 한편 장수군청은 “매력있는 문화관광”도 비전 중에 하나로 강조하
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으로 이어진 장안산 군립공원 등의 자연환경과 가야문화권의 역사유적지를 기반
으로 한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구상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관한 군수의 관심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사말 속에서도 드러난다.
“장수군은 삼국시대 6세기 초까지 화려한 가야문화를 꽃피운 고유의 전통과 멋을 간직한 곳으로
의암 주논개와 백용성 조사의 탄생지이며 6백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항교 등 수많은 문화
유산을 지닌 고장입니다. 또한 백두대간의 호남종산인 장안산을 중심으로 해발430m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과 장안산 군립공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와룡 자연휴
양림, 토옥동계곡 등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안겨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인터
넷 장순군 열린군수실의 인사말 중)11)
장수군수의 인사말은 단지 그 개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환경과 가야 유적에 대
한 군수의 언급은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부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주
민들은 “수많은 식물들이 자생하는” 장안산을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금남호남정맥의 진산”(장수군 풍
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2016b)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은 산악연맹과 같은 산악인
단체가 장안산 등의 풍력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것과도 연계된다. 또한 풍력
발전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한 초등학생들이 쓴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서 귀농
오는 사람도 많고 가야 유적도 엄청 많”다는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랑거리다(김진강, 2016). 한편 장
수군에는 귀농귀촌인들이 상당수가 존재하며,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 사회 내
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기존의 사회운동 집단들과 함께 지역 내
반대운동의 리더십과 실무역량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지역 외부의 자원을 연계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동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풍력발전 반대운동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관철은 경북 영양 사례(이정필 외, 2015: 79-80)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인구의 축소와 고령화, 그리
고 농업의 쇠퇴 등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를 배태하고 있기도 하
다.

11) http://chief.jangsu.go.kr/index.ja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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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 풍력발전 갈등의 구체적 분석
가. 대칭성의 분석: 갈등 과정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주)더윈드파워와 (주)에너지파크는 2016년 6월부터 풍력발전단지 예상 입지 인근의 지역주민들
과 접촉하면서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해줄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행위자로서 등장했다.
이들은 각각 전남과 서울에 기반을 둔 “외부기업”이며, 주민들이 보기에는 기업 정보를 확인할 “홈페이
지조자 없어서” “위장업체 즉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풍력발전 개발사업자였다(장수군 풍
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2016c). (주)더윈드파워의 대표는 서류상에서는 다른 사람이지만, 지역주민들
에게는 “서울의 대학에서 법대를 나온” 前안산시장이었던 박○○가 업체 회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
고 (주)에너지파크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가 주민들에게 공개되면서 기업 및 사업계획의 실체가 어느 정
도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과 같은 발전사업자와 메리츠증권과 같은 금융기관이 이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다. 한편 업체들은 주민지역 내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들의 동
의서를 얻어달라고 설득하면서, 풍력발전단지는 “소음도 없고 전혀 해가 없”으며 “각 마을당 2억원씩의
발전기금을 준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제선, 장수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2016a: 50)에
서 인용).12)
풍력발전 개발사업자의 상대편인 반대하는 주민들도 얼마 후 등장하였다. 출발점은 풍력발전단
지의 입지로 예정되었던 장안산 인근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주민으로 노동조합 활동 등 사회운동에 대
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가진 부부였다. 마을 이장이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정보를 접한
이들은 환경훼손과 민주적 절차의 미비 등에 우려를 가지고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들과 대책모임을 시
작하였다. 소박하게 시작했던 반대 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점차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8월 초에
들어서서 장수군의 거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존
대책위원회의 대표 이외에 장수군 이장단 협의회장, 농민회장, 경영인 연합회장이 새롭게 공동대표가
되었으며 장수군의회 의원들도 고문단으로 동참하게 된 점이다. 이런 변화의 변곡점이 된 것은 7월 중
순에 장수군 이장단 협의회가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사건이었다. 지역 행정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각 마을의 이장들의 참여는 지역 여론의 향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인 장수군청은 개발사업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초기부터 반대대책위와 소통을 하고 있었
으며, 이미 “장수군수의 공약사항 및 장수군의 현실을 볼 때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었다(장수군 기획조정실장, 장수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2016a: 53)에서 재인용). 사업자들은 주민
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후에도 장수군청과 소통·협의하지 않고 있었으며, 반대 의견이 표출되자
업체 회장으로 알려진 前안산시장을 통해서 연락해왔다(그러나 장수군은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7월
초 장수군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서 장수군수는 이장단 협의회와 간
담회를 진행하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간접적으로 반대운동을 지원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인 산업
자원부/전기위원회는 두 발전사업자가 7월 초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하면서 갈등 과정에 행위자로 등
12) 이하 인용은 장수군 풀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2016a)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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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갈등과 에너지 민주주의

장하였고 9월 사업신청 불허하면서 갈등을 일단락 지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장수군청과 함께, 전기위
원회가 신청된 두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갈등에 관여하
게 되었다.
구분
�� 개발사업자

�� 지자체

�� 중앙정부

세부 내용

‣ 주민동의서를 구하면서 지역 사회에 등장.� 서울과 전남에 기반을 둔 풍력발전 개발사업자.�
‣ 대형발전사(남동발전)의 ���� 비율 확보 목적 및 금융기관의 투자 등과 연계됨.�

‣ 농업,� 관광,� 문화재 등에 초점을 맞춘 발전 전략과 군수 공약 등에 비춰 검토한 후 반대 입장
을 표명.
‣ 두 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전기위원회가 관여 시작.�

‣ 서부지방산림청 등은 전기위원회로부터 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을 받으면서 관여.
‣ 초기에 일부 주민들이 사업자들과 연계하여 찬성 입장을 유지,�

�� 지역주민

‣ 이후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통해서 지역 여론이 적극적 반대 입장으로 전환.�

‣ 귀농귀촌 주민들의 반대운동에서 이장단 협의회 등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확대됨.
‣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및 언론,� 그리고 전국산악연맹 등의 동조 및 지원.�

표 4. 영월 태양광발전 대칭성 분석 요약
나. 기대의 분석: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예측 형성과 교환과정
(주)에너지파크와 (주)더윈드파워는 풍력발전단지를 성공저으로 건설하였을 경우에 얻게 될 경
제적 수익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발전소 건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 수준이 SMP와 REC를 합해 ㎾h당 130원 이상(이투뉴스, 2016. 6. 13)이며, 2015년 초에
추진되었던 순천의 한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자는 180원/kwh((주)△△△△△, 2015)의 수익을 기대하
기도 했다. 이런 예측과 기대를 반영했을 때, (주)에너지파크는 최소 6.9년에서 최대 9.6년 사이에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며 (주)더윈드파워는 최소 6.3년에서 최대 8.7년 사이에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운영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주)에너지파크는 대략 10년 후부
터는 매년 230억원씩 총 2,30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주)에너지파크, 2016;
아래 표 30을 참조).

(주)에너지파크

(주)더윈드파워

덕산풍력발전단지

장수·장안산 풍력발전단지

발전용량

75MW

126MW

연간 예상발전량(이용율 27%)

177,390MWh/년

298,015MWh

130

230억원/년

387억원/년

180

319억원/년

536억원/년

2,200억원

3,388.5억원

구분

kwh당 수익(원)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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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 회수기간

130

9.6년

8.7년

180

6.9년

6.3년

표 5. 덕산, 장수, 장안산 풍력발전단지 경제적 수익 추정
한편 이들은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관계 기관(서부지방산림청) 등의 동의 획득에 대해서 낙관
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업신청서에서 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민가가 없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풍력발전기와 민가 사이에 이격거리를 1km로 하여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인근 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진행
하고 기존에 설치된 풍력발전소의 견학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건설업체의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지
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인력 투입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설비의 15/1000인 약 33억원(건설시 1회)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제공하고 매년 3천만원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지원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사업자들은 “사업지역(이) 현재 조림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수
목은 형성되어 있으나” 공사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것임을 홍보하여 민원 발
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주)에너지파크, 2016; 사업자가 예측한 민원 사항과 해소 보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참조). 사업자들은 사업 예정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풍력발전기를 설
치할 수 없다는 서부지방산림청의 의견에 불구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장수군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2016a: 50). 이상의 기대와 예측은 풍력사업 개발사업
자들이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민원 내용

해소방안
�� 발전소 주변지역 건설업체 우선 참여로 공사운영 안정성 확보

공사 시

��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인력 투입으로 민원해소 운영�� 기술 고문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 친환경사업 설명회 개최
�� 환경단체 등의 사전접촉으로 친환경 및 무공해 사업기대 설명
�� 자연훼손 최소화 방안 확보 및 사전 예방

환경문제

�� 기 건설된 풍력발전단지 사례 제시로 환경 피해 최소화 및 공사 후 원상복구 철저 방안
제시
�� 환경단체 발전소 견학
�� 발전소 운영시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발전소 운영

지역주민

��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우선 고용 추진
�� 지역과의 1사1촌을 맺어 지역의 농산품 및 특산물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의 1��1000� 지원�� 약 33억원 추정(건설시 1회)
��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매년 30백만원.

표 6. 덕산 풍력발전사업의 주요민원 사항 및 해소방안((주)에너지파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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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농업도시와 ‘청정장수’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장수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군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수지역은 청정자연에서 생산되는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쌈채소 등 농산물이 유명한 농업도시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
우 백두대간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장수군에서 표방하는 청정 장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전북일보, 2016. 7. 7). 중앙정부인 산업자원부/전기위원회는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 사업허가 결정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전
기위원회의 실무자는 “지자체, 주민, 사업자가 합의되어야” 사업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장수군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2016a: 57). 한편 개발사업자들의 기대와
는 다르게 서부지방산림청은 사업예정지가 ‘산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
들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각 지역에 담당자를 두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집해서 회의를 통
해서 공유해왔다. 이를 담고 있는 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예측을 파악해보도록 하
겠다(이하 인용은 장수군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2016a: 10-75)). 사업자들이 통장을 통해서 접근한
지역주민들은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관령 목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상하면서 관광사업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찬성할 경우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고, 그 중 일부는 그것을 개인별로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업이 장수군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군의 정책에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생
각에 찬성했다는 주민도 있었다. 그리고 이에 앞장을 선 마을 이장이나 지역 유지들은 풍력발전사에서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있으리라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다.
반면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외부의 업체가 주도하는 사업은 장수군민에게 이익이 전
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풍력발전 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지방의 세금으로 얻어지는 것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공유하고 있었다. 반면에 풍려발전 예정지 인근에 50여 마을 1천여 명이 살고 있
는데, 이들은 ‘소음저주파’, ‘산사태’, ‘화재의 위험’ 등으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
했다. 또한 한우농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가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야문화유산 발굴지이
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지역이자, 전라북도 5개 지자체의 식수를 공급하는 동화댐의 최상류
지역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풍력발전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찬성 동의서를 받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장과 관련하여, “마을에 시설이 들어오면 이장은 업체에서 이사급 대우를 받으면서
주민 민원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었다.

구분

�� 개발사업자

�� 지자체

세부 내용
‣ 운영기간 20년 예정에 투자비를 6-10년 정도에 회수할 것으로 추정되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

‣ 한편 마을 발전기금 약속과 기 풍력발전단지 견학 등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마을
이장 등을 통해서 손쉽게 주민동의서 확보하여 지역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 청정장수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으로 예측.� 초기에는 모르겠으나 세수 확대 등에
관한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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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항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
�� 중앙정부

�� 지역주민

‣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허가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

‣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사업 예정지가 ‘산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
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부 주민들은 청정에너지의 이미지�� 마을발전기금 등의 경제적 혜택��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두고)에 대한 반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 반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개발이익은 외부 기업이 가져가고 지역 주민들은 환경��
농업�� 건강 상의 피해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찬성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업
체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

표 7. 영월 태양광발전 기대/예측 분석 요약

그림 4. 장수군 풍력발전단지 계획안과 추정 피해
가능성(출처: 장수군 풍력발전반대 대책위, 2016b)
다. 동학의 분석: 참여의 전략과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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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들이 사업예정지 부근 마을의 이장들을 접촉하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면
서, 장안산에 대한 애정을 가진 귀농인 등 잠재적인 반대운동 주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초
기에는 모두들 풍력발전에 잘 알고 있지 못했으나 각종 자료와 방송 보도 내용 및 토론 자료 등을 가
지고 공부하면서 그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장수군
청, 전기위원회, 서부지방산림청, 찬성 측 마을 이장 등과 연락하여 사업예정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의
견과 입장을 교환․확인했다. 이와 함께 “장안산 자락에 살기 때문에 장안산을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으로 관련 기관에 탄원서 제출, 현수막 부착, 유인물 제작·배포, 반대 서명운동 등을 펼쳐 나갔다. 그런
데 이러한 활동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도한다는 소문을 불러왔다. “외부의 업체가 주도하는 사
업”이라는 비판 프레임을 뒤집은 것으로 반대운동이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장수
군 이장단 협의회가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반전되었다. 특히 주민 동의서를
받는데 앞장섰던 이장도 “잘못된 정보를 얻어” 찬성하게 되었다면서 반대 기자회견에 합류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반대대책위원회의 홍보 활동이 강화되면서, 사업 예정지가 경상도 쪽으
로 알고 있었다는 등 “속아서” 풍력발전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주민들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사업자들은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후에도 장수군청과 소통하고 협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뒤늦
게 시도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장수군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보
기에는 장수군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라고 간주했다. 이를 법적 하자라고 주
장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군청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라
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일부 이장들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허위 정보(사업예정지를 엉뚱한 곳으로 알려주었다)를 주고 동의서
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4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들먹이면서 동의서를 쓰도록 현혹했다는 것이다. 심
지어 지역의 오랜 관행도 문제가 되었다. 마을 전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나이 많은 주민들에게 일일
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마을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장이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막도장이 이번 동의서 작성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대책위가 보기에는 이런 상
황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건”도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사업자들과 이들의 편을 들었던 찬성 측 주민들도 반대운동에 대응하였다. 장수군청이 반대의견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자, 사업자 측은 찬성 측 주민들과 前안산시장을 내세워 군청을 압박했다. 외
지인이 주도하는 반대운동이라는 소문도 비슷한 시기에 나돌기 시작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마련한 ‘풍
력발전단지 견학’을 다녀와서 찬성 측 주민들은 소음이 미미하며 축산 농가의 피해는 없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반대주민들의 우려를 반박했다. 또한 장수군 의회도 풍력발전단지를 견학을 계획하였다. 그런
데 대책위가 보기에 이는 찬성 측의 요청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 반대 측은 이에 개입하여 평지에 건
설된 경기 평택이 아니라 장수군과 비슷하게 산지인 전남 영암 지역의 풍력발전단지를 견학하도록 변
경시켰다. 이에 다녀온 군의원은 “저녁에 풍력발전기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나며 마을 사무실에서 어
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측의 입장을 강화시켜주었다. 한편 사업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의사가 다수를 이루자 사업 예정 부지를 조정해서 사업 허가신청을 내는 유연
함도 보이기도 했다.
장수군과 장수군의회는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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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다. 그런 입장 정리는 지역행정의 풀뿌리이고 여론을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장단 협의회
를 비롯하여 지역 내 핵심적인 단체들이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그 결과 반
대대책위는 지역 내 거의 모든 단체와 조직이 참여하는 범군민적인 속성을 가진 조직으로 확대·변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지역 내에서 압도적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면서,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허가 신청을 불허하게 된다. 지역 밖의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찬반 양측의 노력은 장수군의 풍력발전 계획을 둘러싼 갈등을 지역 밖으
로 끌어냈다. 반대대책위가 파악한 바로는 (주)더윈드파워의 회장으로 알려진 前안산시장은 “정치권으
로 상당한 로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반대 측 주민들도 민주당 도의원 등의 도움을 얻어 지역 연고가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들과 면담을 하고, 보좌진들과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과 함께 공동기자회견
을 개최하면서 광역 차원의 연대망을 형성했다. 장안산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산악연맹과도
연대하여 산자원부 앞 집회와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부착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반대대책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과 지자체의 반대의견 전달로 전기위원회에는 (주)에너지지파크
와 (주)더윈드파워의 사업 허가신청을 “관할 지자체 및 상당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반려(불허가)했다(전기위원회, 2016). 반대대책위에게 전기위
원회의 불허가 결정은 “장수군민과 중수군의 승리”였다(장수군 풍력발전반대 대책위원회, 2016d). 그리
고 주민들이 단결하여 하나가 되면 “그 어떤 자본과 권력에도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앞으로 장수군에서의 직접적인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없는 풍력발전을 비롯한 대규모의 사
업을 비공개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수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2016a: 4).
3) 사례의 요약 및 토론
가. 새로운 발견들
장수군의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2015년) 6월에 사업자들이 주민동의서를 받
기 시작하면서 불거져서 8월에 전기위원회가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일단락된 사
건이었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 해결에 실패해서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좌절된 것이며, 주민
들의 입장에서는 외부 기업들이 들어와 지역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되면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을 막아내 승리를 이룬 것이었다. 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이 이
루어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전기위원회가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이 갈등은 사업허가 이후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과 대별된다. 구체적으로 경북 영양의 풍력발전 갈등 사례(이정필 외,
2015: 73-80)와 비교해보면 장수 사례의 새로운 요소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
우선 영양의 사례에서는 군수 자체가 개발사업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강행했던 것에 반해서, 장수 사례에서는 개발사업자와 지자체(군수) 사이에 별다른 연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군청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지역여론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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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장단 협의회가 반대운동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개발사업자들은 자신들
의 비전과 군수의 기대와 영향을 일치시키는데 실패한 것이라고도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영월 사례에
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쟁점으로 가야문화권의 역사유적지가 부각된다. 장안산 등 지역 자연경관과
더불어 가야문화권의 역사유적지는 지역주민들의 장소감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개발사업
자들의 풍력발전의 비전은 장수군이 추진해오던 가야 역사 유적을 매개로 하는 관광산업의 비전은 연
계․포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실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부각되었다.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짚어볼 필요가 있는 몇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외부기업’과 ‘외지인’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장수의 사례에서도 찬반 양측에서 상대편을 비판하기 위해서 ‘외부’라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귀농귀촌인들을 ‘외지인’이라는 프레임 안
에 넣어서 배척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장단 협의회 등 많은 지역단체들이 대책위에
결합하면서 귀농귀촌인과 토박이 사이의 경계는 부각되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어서도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업개발자들은 몇몇 찬성 측 지역주
민들을 통해서 실체를 드러냈지만,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외부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 주민들의 성찰
주민들 사이에서 비민주적인 사업 추진을 막고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많지 않
았지만, 풍력발전이라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복잡한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의 성공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풍력발전이 왜 해로운지 모르는 사람
이 많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최○○, 2016; (장수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2016a: 39)에
서 재인용). 풍력발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민은 “친
환경에너지라고 말할 때는 소규모를 말하는 것이지 대규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규모의 문제를 제
기하고 있었다. 그는 “어딘가에서는 원자력을 대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환
경을 훼손하는 풍력발전은 문제라고 이야기했다(이필재, 2016). 또 다른 주민도 “청정에너지도 대규모
로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번 투쟁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지역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
책까지 논의가 꾸준히 되었으면 좋겠다”(박○○, 2016; 장수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2016a: 43)에
서 재인용)는 희망을 밝혔다. 대책위의 해산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공식회의에서 채택된 평가서에는 “이
후 에너지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을) 환기(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회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장수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2016e).
이런 평가들 속에서 풍력발전 반대운동의 성공 이후의 ‘지역에너지전환’의 비전과 경로가 어떻
게 형성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양 사례와 비슷하게 장수 풍력발전의 반대운동에 핵심적
으로 참여했던 일부 주민들은 풍력발전에 우호적인 탈핵․에너지전환의 담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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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민들은 대개의 경우 녹색당원이기도 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핵발전소도 반대하고 풍력발전도 반
대하는 영양 풍력발전 반대운동의 일부 주민들은 에너지(전력)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신의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전력만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쓰자는 급진적인 에너지전환론(이정필 외, 2015: 7380)을 주장하고 있었다. 장수의 주민들도 핵발전의 문제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
고 있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있었다. 다만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규모와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 갈등은 지역 내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반대대책위원회는 해산하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녹색당원인 주민들은 그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5. 연구의 종합과 평가
이 연구는 사회공간론적 그리고 관계론적 접근을 통해서 재생에너지갈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해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행위자의 주체화, 그들의 기대와 예측, 그에 따른
참여 전략과 행동에 의한 상호작용, 그것들을 틀 지우는 다양한 차원의 맥락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
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고, 그에 맞춰서 경험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것은
재생에너지갈등을 유형화하고 각각에 따라서 정형화한 특징 그리고 원인을 도출을 제시하는 정태적인
분석과 그런 분석에 따라서 처방을 제시하는 단선적인 접근을 탈피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한편 영국의
경험에 입각하여 개발된 사회공간론적과 관계론적 접근을 한국의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분석의 초점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재생에너지갈등을 ‘민원’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다루는 관행으로부터 한국의 특
수한 맥락을 파악하였다. 즉 ‘민원’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갈등은 행정기
관을 매개로 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영국 경험으로부터 나온 분석 틀이 갈등 대상자를 지역
주민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제한한 것에서 벗어나서, 갈등의 주요 행위자 범위를 재생에너지 사업자지역주민-국가/지자체로 확대하였다. 재생에너지갈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가지게
되면서, ‘갈등’이 ‘협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포착할 길이 열렸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와 국가/지자
체가 지역주민들과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공간과 제도적 장치에 주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갈등에서 ‘저항’의 주체로
등장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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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총회
2017. 12. 8. 금요일

2017년 정기총회
순 서

■사회 : 한상진(한국환경사회학회장)
■장소 :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 다목적홀

1. 2017년 사업 및 회계 감사 보고 (감사 : 정태석, 박희제)
2. 2018-2019년 신임 회장 선출
3. 2018-2019년 신임 감사 선출
4. 신임 회장 인사말
5. 신임 감사 인사말

2016년-2017년 한국환경사회학회 개최 행사
1. 2016년 3월 콜로키움 행사

1) 일시: 3월 18일(금) 오후 3시-5시

2) 장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82동 205호

3) 내용: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교)교수의 “영덕

주민투표 그 후 - 에너지계획과 신규
원전 추진의 문제점" 관련 발표 및 토

론 (행사 이후,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사

회 진행)

4) 참석 인원: 11명
2. 2016년 봄 학술대회 및 현장 답사

1) 일시: 4월 22일(금) - 4월 23일(토)

2) 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세

미나실 6호, 충청남도 당진시 화력발전
소 및 송전탑 밀집지역 일대

4. 2016년 12월 콜로키움 행사

1) 일시: 12월 9일(금) 오후 4시-7시 30분

2)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3) 내용: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의 “선물의 순환
과 생태민주주의” 발표 및 토론

4) 참석 인원: 10명

5. 2017년 봄 학술대회 및 현장 답사

1) 일시: 4월 21일(금) - 4월 22일(토)

2) 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농촌경제연구원 대회
의실, 영산강 하굿둑 일대

3) 주최: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내용: 2017년 봄 학술대회는 ‘기후변화와 농
업·먹거리’를 주제로 총 13건의 논문
이 발표됨. 22일에는 김도형 영산강

3) 주최: 충남연구원, 한국환경사회학회, 서울대

살리기운동본부 처장의 도움을 받아

4) 내용: ‘지역 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

5) 참석 인원: 30여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회

환경대학원 BK21+사업팀

제로 한 봄 학술대회에서는 총 9건의

논문이 발표됨. 23일에는 당진화력발전
소 및 송전탑 밀집지역에 방문하여 당

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의 도
움을 받아 현장답사를 진행함.

5) 참석 인원: 30여명(충남연구원, 학회이사회
임원, 환경대학원 학생, 공무원, 일반
회원 등)

3. 2016년 하계 워크샵

1) 일시: 7월 8일(금) - 7월 9일(토)

2) 장소: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114호, 경주시

주상절리, 월성원전 나아리이주대책위,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일대

3) 내용: ‘녹색정치와 지역탈핵’을 주제로 한 하
계 워크샵에서는 녹색당 총선평가, 지

역 환경문제 현안, 원전인근 이주대책

위원회 발표 등 3건의 발표가 있었음.

9일에는 경주 주상절리 일원 답사 후

월성원전 인근 나아리 주민 이주대책

영산강 하굿둑 일대를 답사했다.

이사회 임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생, 공무원, 일반 회원 등)

6. 2017년 상반기 이사회

1) 일시: 5월 24일(수) 오후 6시 30분

2) 장소: 남주터미널 유유재

3) 내용: 하반기 국제학술대회 준비, 한국연구재
단 일반공동과제 준비(6월중), 에코 상
반기 편집 상황 공유 등 안건 논의

4) 참석 인원: 6명

7. 2017년 9월 추계 토론회

1) 일시: 9월 12일(화) 오후 3시-5시

2)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3) 내용: 윤순진(서울대), 김수진(고려대), 이시재
(가톨릭대)의 발표와 발표에 대한 토론

4) 참석 인원: 18명

8. 2017년 12월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1) 일시: 12월 8일(금) - 12월 10일(일)

위원회에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고,

2) 장소: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 예천 회룡포,

진행했음.

3) 내용: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

반구대 암각화 일대로 이동해 답사를

4) 참석 인원: 20여명(학회이사회 임원, 환경대학
원 학생, 발표자 등)

영주댐, 무섬마을 일대

색도시”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
학술대회 개최 예정

감사 의견서
2017.12.8
- 감사 정태석·박희제

I. 사업
1. 학술대회, 학술지 출간, 이사회 등 학회의 일상적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졌음.
2. 농촌연구원과 연계한 하계 학술대회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시의성 있는 추계 토론회가 돋보였음.
다만 1회성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학회차원의 공동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동아시아 환경사회학 국제학술대회와 12월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적 연구네트워크가 돋보이는 한 해였고
참가자수의 증가가 고무적임. 특히 신진연구자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4. ECO 출판부수 감축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판단됨. 여전히 학술지 관련 지출이 수입보다 약간 초과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남는 50여부의 처리문제는 더 논의될 필요가 있음.
5. 국
 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이끌어 낸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함. 앞으로도 연구재단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II. 재정
1. 상
 세한 사업보고 자료와 학회통장을 통해 회계를 감사하였음. 그 결과 재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
2. 재정은 현재 총수입이 총지출에 비해 약 1500 만 원 정도 크나 이번 구미 국제학술대회 비용을 감안하면
금년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작
 년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간사 사례비를 연 125만원으로 25% 인상하였음.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사 인건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III. 총평
부족한 인력과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업과 재정의 균형을 이루어 내고 있음.

전체회의 2

주제연설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
Why Place Matters
사회자 : 서영표(제주대)

발표자 : Robert D. Bullard(Texas Southern University)
토론자 : 이상헌(한신대), 장신옥(제주대), 김민정(성공회대)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61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62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63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64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65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66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67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68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69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70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71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72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73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74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75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76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77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78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79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80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81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82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전체회의 2

283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284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The Quest for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Why Place Matters

미국의 환경 정의를 위한 탐구: 장소는 왜 중요한가
Robert D. Bullard (미국, 택사스, 휴스턴, 텍사스 서던 대학교)
번역 및 요약: 임미정(서울대학교)

역사적으로 미국 내 산업 오염 시설들은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path of least resistance)”
를 따라왔다. 이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이 모든 종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에 대해 환경적
“희생 영역(sacrifice zones)” 및 “쓰레기 처리장(dumping grounds)”이 되게 하였다.
이 논문은 환경 정의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미국 내 오염 시설들의 위치와 자연적 또는 인
위적 재해/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사한다. 환경 정의 프레임 워크는 개발 도구
(developing tools)와 전략(strategies)에 기초하며, 이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불공평한 조
건들과 결정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또한 차등 노출과 불평등 보호에 기여하고
이를 생산할법한 기본 가정을 밝히려 시도한다. 해당 프레임 워크는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질
문들(“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얼마나 얻을 것인가?”)을 묻는다.
역사적 배경: 휴스턴 (Houston) 사례 연구
환경 정의 운동의 역사적인 배경은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는 작고 고립된 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예로 1978년 발생한 텍사스 휴스턴 사건(흑인 거주지 내 시 매립지 계획에 반대)을
들 수 있다.
휴스턴은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600만 평방 마일 이상에 걸쳐 약 230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휴스턴은 지난 30년간 인구 통계학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80년에는

52.3%가 백인, 27.4%가 흑인, 17.6%가 히스패닉, 2.7%가 아시아인/기타, 2010년에는 25.6%
가 앵글로, 43.8%가 히스패닉, 23.7%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6%가 아시아인).
휴스턴 사례 연구를 통해 1970년대부터 2013년까지의 휴스턴 내 고형 폐기물 처리를 살펴볼
수 있다. 휴스턴에는 500개가 넘는 지역이 있으며, 휴스턴은 구역 설정이 없는 유일한 미국의
주요 도시이다. 이 구역 설정 정책은 불규칙한 토지 이용 패턴을 허용한다. 이에, NIMBY
(Not in My Back Yard)는 PIBBY(Blacks Back Yard) 정책으로 대체되게 된다.
수십 년 간의 차별적인 토지 이용 관습은 흑인 거주자의 재산 가치를 낮추었으며, 물리적인
악화를 가속화 시키고, 휴스턴의 흑인 지역에서 반투자(disinvestment)를 증가시켰다. 더욱이,
이는 흑인 지역을 다른 불필요한 시설(예를 들어, 재활용 작업장)에 대한 "투기장"으로 낙인찍
었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비주거 시설의 부지 선정은 흑인 공동체와 지방 정부 사이
의 적개심도 증폭시켰다. Bean 사건에 의해 휴스턴의 차별적인 폐기물 시설 관행이 노출된
바 있다.
2017년, 저소득층인은 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2개의 제1형 매립지
(McCarty 매립지, Whispering Pines 매립지)가 휴스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거주민의
93%가 유색인종인 B 지구(district)에 위치하고 있다. 1979년 이후, Bean 사건에 의해 이 도
시에 다른 제1형 매립지가 건설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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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카운티 (Warren County): 환경 정의 운동의 탄생
미국 내 환경정의운동은 1980년대 초 노스캐롤라이나주(North Carolina)가 폴리염화바이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로 오염 된 3만 입방 야드의 토양을 거주자 84% 이상이
흑인인 애프턴(Afton)에 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가 환경 정의 운동을 촉
발하였고, 이로 인해 500명 이상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워렌 카운티가 환경 정의 운동의 상징
이 된 것이다.
동 매립 위치는 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는 매립지의 수위가 매우 얕기 때문이다. 환경
적 상황보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위치가 결정된 것이다. 무독화(detoxification) 후에도
일부 워렌 카운티 주민들은 정화(clean-up)의 완전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PCBs는 잔류할
수 있으며, 생물에 농축 될 수 있으며, 또한 독성 오염 물질이기 때문이다. 발암 가능 물질이
기도 하다.
2003년 12월, 20년 이상 유독성 폐기물 근처에서 생활 한 후에야 노스 캐롤라이나 워렌 카운
티의 거주자들은 환경 정의 관점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
연구와 정책을 통한 환경정의의 발전
워런 카운티 시위는 1983년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조사(Siting of

Hazardous Waste Landfills and Their Correlation with Racial and Economic Status
of Surrounding Communities)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다. 동 조사에 의하면 오프사이트 네
개 중 세 개에서 상업적 유해 폐기물 매립지가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위치해있
다. 이에 미국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Commission) 벤자민 차비스
(Benjamin Chavis) 박사가 인종과 폐기물에 관한 국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987년 관련
결과를 발표한다(Toxic Waste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 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위치와 인구 통계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밝힌 최초의 국가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위치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종임을 밝힌다.
1990년, Dumping in Dixie: Race, Class, and Environmental Quality는 사회 정의와 환
경 운동이 환경 정의 운동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시민권 운동이 시작된
미국 남부에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의한 환경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Dumping in Dixie
는 환경 정의에 관한 첫 번째 서적이다. 미국 남부에는 독특한 노예 유산이 있으며, 또한 환
경이 가장 악화 된 지역이다. 남부에서 현대 시민권 운동 그리고 환경 정의 운동이 시작된 것
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풀뿌리 환경 정의 운동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성장하였다. 1992년 환경청은
일부 인구가 더 큰 환경적 건강 위험을 감수해야했음을 인정하는 최초의 연방 정부 보고서 중
하나인 Environmental Equity: Reducing Risks for All Communities를 발표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환경 정의는 정부의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1992년에 환경청은
환경 정의에 대한 정의(환경 법, 규정 및 정책의 개발, 구현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
색, 출신 국가 또는 수입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와 모든 사람의 의미 있는 참여)를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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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4년,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은 행정 명령 제 12898호(소수 민족 및 저소득층 인구의
환경 정의를 위한 연방 정부의 조치)를 공표하였다. 동 행정 명령은 기존의 연방법 및 규정
내에서 환경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권법 1964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풀뿌리 사회 저항은 주민들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며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관행, 정책 및 조건
에 부응하여 나타났으며, 환경청은 전국의 환경법과 규정을 동등하게 집행하도록 의무화되었
다.
오염시설 근방에서 살아가기
대부분의 미국인은 오염 시설 옆에서 거주하지 않는다. 오염 시설 근방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특별한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오염 시설들은 무작
위로 흩어져 있지 않다. 주로 산업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완충제 없이 거주
지역 내 또는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州) 그리고 연방환경
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하며, 지역 토지 이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DFs(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는 근방 거주민들에게 건강, 재산, 삶의
질 등의 관점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중(주민)의 소각장과 매립지 등과 같은 시설 설치
에 대한 반대는 보편적인 것이며, 새로운 시설은 최소한의 정치적 저항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0년 동안 유색인종이 독성 공격에 대해 저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는 이들의 재정적,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법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2년 내셔널로 저널(National Law Journal)은 연방 환경보호청이 수퍼 펀드(공해 방지 사
업을 위한 대형 자금)와 유해 폐기물 정화 관련법들을 시행함에 있어 불평등했음을 밝히고 있
다. 이는 이전 연구 결과를 보완하며, 다수의 풀뿌리 지도자들의 주장(유색인종은 차별적으로
산업공해의 영향을 받으며, 정부로부터 다른 대우를 받음)을 강조한다.
2002년 Air of Injustice: African Americans and Power Plant Pollution 연구에 따르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30 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68% 이상인 반면 백인
은 56%이다.
2005년 9월, AP(Associated Press) 통신은 환경보호청와 정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백인보다
는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산업공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개의 주(州)에서 흑인이
백인에 비해 대기 오염이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정도가 2배 이
상 높음을 밝힌바 있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또한 더러운 공기를
마실 가능성이 높음도 주장한다. Associated Press는 위험 지역 거주민들이 주로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실업률은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약 20% 높음을 발견하였다. (공간적으
로) 경제적 어려움은 환경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취약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남부 미국
이 그 예이다.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공정 할 것인가?

The Wrong Complexion for Protection에서 저자들은 1927년 미시시피 대홍수 사건부터

전체회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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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사건까지 30년 동안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인종차별은 재해/재난 대응, 정화, 재건, 재건 및 복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
득층과 유색인종 재해/재난 피해자들이 임시주택 등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영구 변위
(permanent displacement)에 더 취약하다. 자연재해는 인종 또는 계급에 따라 다르게 작용
하지 않지만, 몇 정부의 조치들 또는 부족한 조치는 유색인종을 상승된 위험(disaster
apartheid)에 처하게 한다. 그 예로, 2005년 8월 New Orleans에서 발생한 홍수, 2017년 8
월 Houston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Harvey), 2017년 9월 Puerto Rico에서 발생한 허리
케인 아이르마(Irma)와 마리(Marie) 등이 있다.
기후변화는 20세기의 주요 환경 정의 그리고 공중 보건 문제이다. 미국 남부는 허리케인, 토
네이도,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심각한 기상 이변을 포함한 자연 재해에 특히 취약하다. 기후에
민감한 위험 요소는 향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위험 지대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가 재해에 대비, 대응 그리고 적응 할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약 인구를 교육시키는 것 등은 중요한 주요 기후 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또한 공중 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 미래의 기후 변화가 대기 질에 악영향을 미
쳐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또한 열과 관련된 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유색인종과 콘크리트의 비율, 열 포집 표면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positive relationship)가
있으며, 유색인종과 나무 덮개의 양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negative relationship)가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오염 증가, 그리고 식량, 에너지 그리고 물 비용의 상승, 일자리 감소 등은
유색인종과 빈민층에 부담을 지운다.
2017년 버클리 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기후 행동 없이는 금세기 말까지 국가 전체의 국내
총생산(GDP)이 6 % 감소할 수 있다. 미국 남부의 경우, 세기말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경제
활동이 20% 이상 감소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014 년 국가 기후 평가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는 미국 남부가 해수면 상승, 허리케인 등에 매우 취
약하다고 밝힌바 있다.
결론
환경정의운동은 불평등한 보호 제거라는 명확한 목표를 확립하였다. 환경과 경제정의에 대한
요구는 미국을 넘어 유해 폐기물, 독성 제품 그리고 더러운 산업(dirty industries)에 의해 위
협받고 있는 지역과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환경정의지도자들은 그 어떤 지역 또는 국가
도 (조건에 따라, 예를 들어 소득 高 또는 低) 희생 영역 또는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정부가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며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후정의와 친환경적이고
깨끗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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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내 규범과 민주화사이의 환경정책: 환경정의의 2가지 요소
Gilles VERPRAET (파리 낭테르 대학Sophiapol LASCO University Paris OUestNanerre)

번역 및 요약: 이동광(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은 일련의 담론과 기대를 하게 한다. 이는 국가가 오염, 공공보건, 에너지 절약과
온난화 등의 인식된 위험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맡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문제에 대
한 커뮤니티의 숙고를 요구한다. 커뮤니티, 사회 그리고 국가간 새로운 관계를 암시하게 한다.

환경정의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형평의 방식으로 개념화되거나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정의 혹은 시장 및 시민행위자에 의한 분배적 정의와 같은 규범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행위 및 위험영역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행위와 환경정의,
맥락과 환경부정의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보호에 있어 프랑스적 접근은 정치적 현대화, 즉 소위 콜베르티슴(colbertism)으
로 불리는 엘리트 전통이 환경이슈에 사회적·지역적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지속적이며 체계화된 민주적 현대화의 결과물이다. 제도적인 기여가 환경정책의 개발과 새로
운 사회기술적 발전에 있어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이 남아있다.
1/ 환경 동원과 논증

환경정책의 기원은 1970년대 2가지의 동원운동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 동부에 위치
한 페센하임(Fessesnheim)에서의 반핵동원에서 자연보호연대(AFPRN)와의 결합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환경정책의 이 단계에서 불평등이슈는 경제적 비용,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
에 대한 다면화된 기준으로 틀이 지어진다. 외생적 인식, 거주민 평가와 지역 이용자는 공간
에 대한 결정과 설계를 수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주요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은 자문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
여준다. 이와 관련한 이슈 중 하나는 환경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체계 및 그 공개여부이다.
라인강(Rhine)과 론강(Rhone)간 운하에 대한 대규모 결정체계에서 환경데이터의 포함은 대중
참여 양상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음을 보여준다.

2/ 법적 중재와 시민권간의 환경교육학

우리는 사회적 중재의 다양성에 집중한다. 중재는 환경적 분쟁이 프로젝트의 조정과 환경비용
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조정의 다음 단계는 국가단위로 옮겨져서 조합,
회사 및 중앙정부간의 산업적 관계에서 유발된 틀에 대한 합의를 만든다.
환경시민성의 용어는 실제상황, 평등, 정체성, 부정의 등 권리에 대한 수요의 형성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환경, 오염의 비용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재형성에 관심이 있으
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Schlosberg는 성찰, 관여와 같
은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환경정의에 대한 도시의 기여양식을 강조하였다. 거래와 적응을 시
장을 통해 조정하는 단기적 관점과 공공재 연구 및 지속적인 공공정책의 형성과 같은 장기적
관점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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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대표, 영토적 부정의와 환경정의

어떻게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가 지속가능발전의 기대와 필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까? 어떻게 그들은 위험에 대응한 공공조치를 조직화할 것인가? 맥락적 조사는 어떻게 환경
정의의 개념이 해당 지역의 대응조직내에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지속가능도시발전의 사회적 측면
프랑스에서 거시적 수준에서 경제발전의 장기적 생태모니터링에 대한 레퍼토리는 지역선출대
표자와 관련한다. 선출된 대표가 도시전략의 정의를 위험관리담론으로 포함하려 할 수 있다.
위험관리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지역선출 대표수준에 있어 다음의 3가지 형태를 형성한다. 반
응성 담론은 선출직, 위급한 상황 및 정보네트워크 하에서 공공서비스의 긴밀한 관계를 일컫
는다. 예방담론은 위험상황이전에 인간행위자, 행정서비스 및 인간 동원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위험의 세번째 카테고리는 새로운 주요 위험에 대한 예상의 새로운 양상과 관련이 있
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적 위기, 주요 위기, 전통적 위기의 악화, 전체적 위험간의 새로운 위기
의 정의를 암시한다.
5/ 시장과 지속가능발전간 도시자연재해구역
사회적 불평등, 환경 및 영토적 불평등이 누적되고 있다. 오염과 기반시설의 비용은 민간운영
자의 활동을 저해한다. 관련한 연구정책은 버려진 지역을 도시의 접근성, 공공공간 및

환경

기준에 맞춰 다시 만들어 기존의 도시규범내로 다시 편입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2000년대의 생태전환은 두 가지 경로로 모델화되었다. 민감지역의 거버넌스에 환경
질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규점적 정의가 소개되었으며, 둘째로 연속된 단계와 구
획을 인식하기 위하여 모델링된 구체적인 공간에서 도시공간을 재정의하였다. 도시와 사회적
영역을 시장기준내에서 작동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적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Dobson,
1998).
6/공동 제도와 환경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정책
메트로폴리스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정책의 구축에 대한 분석적이고 포괄적인 모니터링에 기
반을 마련한다. 1997년과 2007년도, 지속가능발전을 제도의 틀에 넣으려는 지속적인 정치 형
성되었다.
행위자의 다른 위험수준은 공동의 그리고 제도적 책임에 따라 행위의 다른 범위에서
분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과는 지역위기, 메트로폴리탄 위기, 세계 위기 사이에서 다수준
적 접근을 형성한다. 일관성, 지속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경로의 확대는 2가지 수준에서 논의
되고 있다. 먼저 도시선출공무원 및 부촌과 빈촌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쟁이다. 또 다른
논쟁은 메트로폴리탄 영역과 도시주변부 그리고 지방간에 발생한다. 새로운 공항에 대한 경합
과 노트르담 드 란데Notre Dame des Lands에 대한 갈등은 도시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간
경로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전원지역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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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평등과 책임사이에서의 환경정의
불평등과 책무성 논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공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다. Laufer는 의사결정
은 위험과 책무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스템의 목적은 위험과 책무성, 책무수준을
공적 공간에서 분배하는 것이다.
1990년대의 거래비용, 교환경제(Williamson)를 기반으로 한 위험관리접근법은 지속
가능발전·교환·위험 등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교환비용, 교환경제에서의 위험공간(전
통을 깨는)을 고려한 것이다.
예측, 횡단(Transversality), 새로운 제도적 배열arrangements
지속가능발전의 테마는 예측과 책무성, 관련 위험과 합법성, 주요 위험요소 및 구축을 둘러싼
새로운 문법을 암시한다. 예측, 도시와 책무성 레짐간의 새로운 조정이 발생하고, 이러한 결과
는 차이성과 횡단을 결합한 새로운 양태를 나타낸다. 이는 지방자치 커뮤니티의 역할로서 새
로운 횡단적 측면에 있어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과 위험관리사이의 다중스케일관계
개발은 교육, 지식, 생산성, 발전, 자연 등 여러 가치의 아젠다와 결합되어있다. 관련한 가치
중에서 조화와 일치여부는 알 수 있을까? 회사에 의한 일반적인 경제 관리는 조직과 위탁비용
내로 편입된 비용을 분산한다. 위탁비용은 행위자 및 시민사회(가정, 연합)의 하위주체, 그리
고 국가차원(생산의 일반 환경)에 의해 외부화되는 경향이 있다. 지구온난화 이슈는 위탁된 비
용을 나누는 데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S4/전환정치내의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권력시스템과 민주주의사이에서 형성된다(Dryzeck, 2003). 확장된 민주주의의 개
발은 어떠한 사회정의를 요구하는데, 비용과 노력의 정당한 배분이 해당된다. 적응적 정의는
포스트포디즘 경제체계, 서비스경제, 순환경제의 전환에서 개발 중이며, 진보적 정의는 다른
정책의 구성에서 사회개발의 과정과 다른 형식을 지지한다.
위험수준에 따른 환경정의의 유형
지역위기는 주로 영토적 불균형, 물 사용에 있어 토지사용분쟁 등과 관련되어 있다. 분배에
대한 분쟁은 보호, 사전주의 원칙, 거래, 보상과 배상의 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책을 찾
을 수 있다. 도시수준에서, 환경불평등은 도시개발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분리, 분
배문제 그리고 사회조직과 관련되어 있으며, 불평등의 또 다른 형태는 도농간 분쟁으로 성장
의 과실을 분배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시스템적 위기는 기술체계의 광범위한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Dupuy). 새로운 규모의 위기를 고려해보면 어떻게 그것들이 경제시스템(물, 보건, 운송)
의 필수적 기능에 도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위험관리의 일관성있는 접근은 평가와
관리, 위기관리와 증가된 민간영역과 관련한 회복에 목표가 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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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다소 강한 수준의 보호와 인류세적 차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위험은 사회불평등의 차별화된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
생태전환에 있어 환경정의의 새로운 양식
시장기반의 분배적 정의와 국가와 연대매커니즘에 의한 재분배적 정의사이의 사회경제적 정의
는 고전적 형식을 따라 새로운 형식의 환경정의를 설정하였다. 적응과 전환적 정의에 있어 첫
번째 형식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데이터로 경제활동의 적응을 구성한다. 이것은 적응과 교환을
포함하며, 경제시스템의 전환적응과 산업적 농업으로부터 유기농 농업으로의 전환, 에너지집
중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활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프랑스 생태전환계획(2015-2030)
생태전환을 위한 국가마스터플랜 프랑스의 대응은 감축 SNTEDD 2015-2030으로 구체화했
다. 본 계획은 가정 및 도시주변부 인구의 에너지 취약성, 보건환경과 취약한 영토내 불평등
이슈를 다룬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가정과 운송에서의 에너지 취약성을 줄이고 방지하는 것
이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보건 및 환경불평등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국부와 환경계획(PNSE)를 기본으로 하여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지속가
능발전과 불평등을 저감하는 데에 대한 이러한 일반화된 접근은 집단적 학습을 요구하며, 제
도·커뮤니티·사회간 새로운 공동관계, 환경적 공공재, 국가공공재, 민간공공재사이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정의를 요구한다.
전환과정의 개념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가능한발전의 단계를 통합하고, 지속가능발전
과 구체적인 윤리적·정치적 이슈를 포괄한다. 에너지절약과 위험관리는 지구온난화를 대응하
려는 주요 벡터이다. 또한 어떻게 생태적 시민의식이 공공제도와 민간제도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재설정하는지를 목격할 수 있다.
결론
우리의 사회정치적 분석은 지역사회의 위험, 공동체적 행위 환경부정의의 형성과 새로운 환경
정의절차의 성립을 다룬다. 프랑스사례분석과 정책적 접근은 민주적 실험과 연속적인 공공정
책구축의 역사적 결합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국가의 전환적 역할이란 행위자를 연결하고 공공정책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원과정 및 구축과정의 사회화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보여준다. 먼저 환경위험
(Beck)에 직면한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비판은 민주적 공간을 형성하고, 이 공간에서 환경부정
의의 다른 형식들이 표현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와 부정의간의 긴장은 환경정책구축을 위
한 동원의 원천이다. 공공정책의 형성과 민주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권력과 정치의 변증법은
보호의 원칙, 공존의 원칙, 연결을 통해 미래의 윤리를 지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치적
공간의 개방은 적응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간 정의의 원칙을 재공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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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환경 정의: 선원의 관점
Robert Bartłomiejski/Arkadiusz Kołodziej (슈체친 대학교)

번역 및 요약: 김지혜(서울대학교)
도입: 배경
지구는 물의 행성이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표면수의 97%를 담고
있다. 해양은 대기순환, 지구의 대규모 기후 조건들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구적 물 순환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증발과 흐름의 물순환은 지구 곳곳에 물을 분배한다. 사람들
은 수천 년 동안 바다 근처에서 살아왔으며,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최소한 4000년 전에서부
터 해상 운송은 문명 발전에 근간이 되었다. 해양과 연안 영역은 어업을 통해 동물 단백질의
15% 이상을 약 42억 명에게 제공하고, 이 어업량은 세계 국민총생산(GNP)의 61%을 차지한
다(UNESCO, 2012). 이들은 중요한 사회, 경제, 영양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구적 경제를 뒷받
침하고 있다. 수로와 바다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물자가 이동하고 있으며, 해운은 국제 운송
의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식이다. 양적 측면에서 80% 정도, 질적 측면에서 70%
이상의 국제 무역이 바다로 운반되고, 항구에서 처리된다. 이 양은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다 더 많다(UNESCO, 2016).
해운은 식자재와 에너지, 원료 공급, 상품 소비를 위한 운송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
상품들의 대부분은 배가 아니면 운송될 수 없으며, 때문에 해운은 국제적 무역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제적 해운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
적인 운송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IMO,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운 산업은 언제나
해양과 연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바다로 운반되는 화물의 50%가 넘는
것들이 ‘위험한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고, 여기에는 발화물질, 석유 제품, 석유화학, 화학품,
산, 그리고 방사능 물질을 포함되어 있어 인체와 환경에 위해할 수 있다(Güner-Özbek,
2008). 수십 년 동안 바다는 육지 중심의 규제 밖에서 인권 침해, 환경 범죄와 피해, 손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다시 말해서 바다는 보이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공간이었다(Mah,
2015). 원양에서 장기간
institution)의

유사

일하는 선원들은 Goffman(1961)이

형태로

기능하고

바다

그

자체의

이야기하는 전체제도(total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Simmel(1906) 식 비밀결사의 표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원과 선주들은 종종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고, 배들은 종종 그들의 기원이나 소유권과 다른 깃발 아래 운영되면서, 선
원들은 모순되는 직업과 환경의 법적 틀 혹은 규제의 대상으로서 자신들을 경험한다. 특히 기
름 유출과 같은 환경 범죄와 위험 때문에 선원들은 법적 조언과 설명 서비스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구금되고 있으며, 결함 있는 배의 의심스러운 소유주와 지역 정의를 위해서 선원들이 희
생양으로 다루어지고, 재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인질이 된다고 주장되고 있다(Logina,
2016).
육지와 바다에서 많은 국가들은 (특히 회사 때문에) 효과적인 환경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 국제법은 구속효과나 특수성, 강제가능성이 없는 “부드러운” 법의 형태 속에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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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전형적 열망에 차있다(Stallworthy, 2008:8; Nurse, 2016:79). 이 법들과 집행들은
순수한 환경 걱정이라기 보단 사업의 필요성의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Nurse, 2015).
범죄 단체 같은 회사들을 다루는 정부의 무의지도 있다. 사실, 몇몇의 판결에서는 조사관들이
나 검사들이 야기된 환경적 위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개인들을 구별해야하
기 때문에, 환경 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법적 주체로서 회사나 선주를 기소하기가 어렵다. 선
원과 같은 개인들은 범죄자 수준의 가장 “낮은 끝”에 있고 선장, 사무원, 수병과 같은 노동자
이기 때문에 회사 관리자나 감독자가 기업의 환경 피해에 책임이 져야만 한다(Nurse,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의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책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73/78)란 이름으로 1983년부터 있
어왔다. MARPOL 73/78의 보호 기준들은 국내법에 의해 실행되고, 조약에 배가 순응할 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조인국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결여)가 국제적 기준을
실행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국제적 수준의 넓은 법 체계틀에도 불구하고, 바
다에서 국가들에 의한 기준들의 임의성과 재량적 응용성은 국내 정책과 제도 체계에 우선적으
로 의존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와 관련된 넓은 주제의 부분만을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MARPOL 73/78의 선박들의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자발적 Annex V의 응용
성 맥락에서 바다 위의 환경 정의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Annex V은 2017년 9월부터 세계
선박톤수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152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IMO. 2017).
연구방법론
연구의 목적. 바다 위 환경 정의에 관한 선원들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연구 의제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수준에서 세밀한 단계까지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구 단계에서는 해양 노동 공간에서 선원들의 환경 문제 범위에 전념하였다. 그 후 규
명된 문제 영역을 기반으로 문제들은 환경 정의의 틀에서 체계화되고, 내부-바다 관점을 지닌
선원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현장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전체 프로젝트는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종료되었다. 연
구는 두 단계로 실현되었다: 해외와 내륙. 첫 번째(바다) 부분의 연구는 근거 이론 접근을 기
반으로 하였다. 근거 이론이란 선행 가설이나 중심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핵심 개념들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삼각측량법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즉, 면접과 참여 관참을 통해 다른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은 핵심 개념들을 찾기 위한 초기 연구를 위하여 노트를 작성하였고, 개방형 코딩 과
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발틱해를 항해하는 중에 연구/조사 선박에서 2017년 9월 1
일과 15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연구는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거 이론이 전체를
묘사하는 이론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다음 단계를 위한 출발점으로만 사용되었
다. 두 번째(내륙) 부분의 연구는 2017년 9월과 11월 사이에 선원들을 교육하는 기간 동안 진
행되었다. 각 집단 당 참여자 9명과 중재자가 포함된 세 집단 면접이 있었다. 정보의 민감한
성질 때문에(Annex V 규정을 어긴 사례), 영구적 녹음은 포기하기로 결정되었다. 첫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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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명된 중심 개념들은 일련의 집단 면접의 주제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주제 분석을
통해 바다에서 국제적 기준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선원들의 관점을 재구성하였다.
현실적 전문 지식(practical professional knowledge)으로서 환경 보호
표 1에서 보이는 질적 자료의 분석은 해양 환경 보호의 전문적 성질을 보여준다. 선
원들은 기준이나 규제가 해상 직업 의무(현실적 전문 지식)에 대한 기술적 접근의 한 부분이
라고 주장한다. 환경 원칙들을 존중할 필요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자료에 의하면 MARPOL
73/78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그들의 직업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 행위
라고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오염의 문제는 현실이며, 선원들의 관점에서 그것은
가시적이다. 이것은 적용가능한 규제들과 의미 있는 행위 사이에 긴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
다. 규칙들을 순응하는 중요한 목적은 환경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다소 그것
은 선원의 기술적 효율성의 부분이다. 해양 환경 조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주요한 이유가
환경 보호임을 가리키는 언급은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는 용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재한다.
규칙들을 고수하는 문제는 대상(선원)의 수용의 수준에서 가시적이지 않고, 바다에서
노동하는 조직의 영역 속에 있다. 법적 규제는 해양 운송의 전 지구적 조직을 다루지는 않는
다. 이것은 선원들이 체계 해결(system solution)의 결여에 대하여 불평하는 이유이다. 하지
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해양 능력을 더 요구하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바다에서 환경적 기준
을 지키는 것은 불완전한 법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된다. 높은 수준의 처벌과 일반적 환경
가치와 함께 엄청난 조건들과 예외들은 전문적 행위의 안전한 전략(“무오염(zero pollution)”
접근)을 채택하는 결과를 낳는다. “무선택(zero option)” 전략은 가까이 있는 무엇도 오염을
시키지 않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 무조건적인 태도를 선택하면 선원들은 선박이 위치한 거리,
수로의 법적 지위, 폐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전적인 조직 구조와 다르게, 바다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들에 따르면 선박에서의 주요한 책임자는 일
등항해사와 수석기술자이다. 선원들은 일등항해사를 폐기물 관리와 MARPOL, SOLAS, STCW
의 규칙들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목한다. 연료, 기름 폐기물 수집, 소각로, 오
염 방지의 적절한 관리를 포함하여 선박의 기계적 효율에 관해서는 수석 기술자가 책임이 있
다. 그들의 직무 수행은 선장에게 보고되며, 선장은 선박이 생산한 폐기물과 화물 잔여물들의
배달을 보장하고, 필요한 수리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해운 회사
와 선장은 화물 잔여물과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접수 기관을 확인하고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일등항해사와 수석기술자의 역할이 규제의 순응에 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체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방식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 선원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선원들의 국적이다. 해운은 가장 세계화된 산업으로 꼽히고 있
다. 의사결정 과정은 단지 형식적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선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역할
에 따른 비공식적 구조에도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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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와 선장은 화물 잔여물과 쓰레기에 대한 대응을 할 책임이 있다. 선원들이
주장하기를 엄격한 항구 규제들은 선원들이 회사의 선장들을 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비용
효율성과 경쟁력 문제 때문에 환경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는 욕구의 가능성을 제한한
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관리자들은 수병들이 책임감 부족으로 인해 “무선택”
전략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한다. 관리자들은 몇몇의 관리자들이 사소한 환경 문제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모르는 척했던 상황을 상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비-인지” 전략
을 개발했다.
전략들의 차이는 환경에 대한 문화적 태도와 행동들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
로 더 가난한 국가들에서 수병 모집하면 해양과 연안 환경의 보호에 대해 관심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된다. 만약 바다와 항만의 물이 깨끗하
고, 갑판 감독(deck officer)이 환경 의무를 따를 것을 강조한다면, 문화적 친환경 규칙이 준
수된다. 그러나 만약 선택적 감독이 있고, 물이 이미 더럽거나 오염의 증상이 있다면,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수병들은 높은 처벌과 위험한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변명” 전
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결론
바다 위 환경 정의는 내륙의 환경 정책과 문화적 관습이 결합되어 있다. MARPOL
73/78 규칙에 순응하는 주된 목적이 환경 그 자체의 보호와 관계없음에 불구하고, 고위급 관
리자들과 수병들의 동기 부여는 차이가 있다. 환경 정의에 대한 선원의 관점은 1) 해외 법적
책임과 전문적 탁월성; 2) 내륙-기반 문화 습관과 해양/연안 환경에 관련된 규범, 가치, 문화
적 패턴 체계; 3) 육상 환경 정책과 바다에서 환경 피해와 그 위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적 감독의 효율성에 의존한다.
지리적 장소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Ÿ

지리적 위치(선박 위치)는 선원의 개인적 결정과 관련이 있다. 해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빈
병을 버릴지 안 버릴지를 결정할 수 있다.

Ÿ
Ÿ

선박의 위치는 또한 지역 생태적 규제를 고려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선원들은 또 검사(의 위협)의 강도에 지리적 차이가 있다고 표현한다. 이것에 따라 생태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은 환경 규제의 순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선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본 요인들은 선박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이 없다. 가장 합리적이고 전형적
인 태도는 “무선택” 전략으로 남아 있다.
표 1 해상 노동에서 환경 문제에 관한 선원들의 관점-질적 자료 분석
인용 표본
규칙들이 더 엄격한 것이 더 좋

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그것이

매우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냐면 불법적 행위를 하라는 회사

개방형 코딩
법적 규제의 변화는
피고용인에 대한 회

사의 압력을 줄인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개념들
기술적 문제로서
환경적 보호. 환

경 규제는 불법
-합법에서 기술

주제들
전문적 유능성
의 중요 요소기술적

지식.

가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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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력이 없기 때문이죠.
규제들은 우리에게 제한을 부과

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전체를 봐야 해요-새로운 규제여

불완전한 법적 규제-

해요. 하지만 규제들은 문제의
야 해요. 예를 들어, 항만들은 선

박으로부터의 모든 오염원을 수

체계 해결의 부재

예요. 아무도 물에 쓰레기를 버

리는 결정을 하길 원하지 않죠.

에게 문제 떠넘기기.

다른 수준의 책임-고

책임 기술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바다의 몇 지역은 쓰레기 더미에

적 책임
해양 오염에서 육지

요. 이것은 내륙의 삶의 또 다른
구성이에요-그들은 강에 모든 것

을 버리죠.

바다의 오염 수준은 (지리적으로)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몇 지역
에서 우리는 쓰레기 더미를 항해
했어요.

위직의 관리의

궁극

에서 나온 오염.

불평등한 바다 오염.
자연 환경 상태의 가

선박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

을 알까봐 두려워해요.
만약 환경 규제를 위반했다면 무
슨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감옥에
가죠.
(연구자) “바다에서 기름 1리터가

쏟어지는 상황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것은 완전히 인

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다에

서 기름 1리터는 잘 보여요. 이

런 얼룩은 비행기에서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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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따른 다른 종류

기술적으로 순

고민:

의 책임. 영향의

응하는 방법.

을 보고하도록 한다.

리자의 “대외적”
책임

게임의
수용.

인지는

문제의

외부

규칙을 수용하

발생하는 문제로

만든다. 문제는

내륙에서

서 바다 오염

는 것을 쉽게
다른 곳에 있
지만 실재한다
(가시적 문제이
다).

문제 회피 전
략. 환경 규제

문제를 회피하는
전략으로서 규제
순응. 외부적 검
사의 위협

순응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책
임 회비. 중요

한 문제의 회

피 전략으로서
환경

보호의

원칙들을 관찰.

형-고위험 수준

환경 규제의 중

에 대한 완전한 묵살.

법칙

외부적

오염의

기대되는 처벌의 유

기계부로부터의 누출

규제를

주요한 요인-관

벌의 양이 검사의 장

처벌의 위협은 부정

주요한

피. 조직 수준에

시적 다양성

소에 의존한다.

대한

대외적 책임 회

원천.

있어요.
만약 선장이 바다에서 기름 흔적

에게 보고해요-그는 누군가 그의

술적 지식으로
서의 환경보호

요한 문제로서 본토

통제의 가능성과 처

을 봤다면, 그든 적절한 권위자

다.

삶 구성의 중요성. 주

통제 변화의 다양한 수준이 있어

요. 통제가 매우 제한적인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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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회비. 후임

하지만 용기에는 공간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누가 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 차원을 바꾼

규칙에

집할 의무를 지녀야 해요.
만약 쓰레기통이 차 있다면, 닫

히지 않고, 쓰레기가 떨어질 거

적 문제로 문제

요성.

(규제의

우선순위

중요성

에 대한 다른 평
가 ) -우 선 순 위 로

서

환경규칙을

두 핵심 전략
-의사결정

회

–환경오염

허

피

가의
부재

완전한

환경정의, 도시계획, 그리고 녹색도시

이 상황은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방식으로 할 거예요. 저

는 매달 회사에 보내야할 문서의
목록을 확인하고요. 가장 중요하

행정 업무의 과중함.

만약 회사가 다른 문서를 보내기

한 전략.

게 보이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를 요청한다면, 저는 그것들을

우선순위 선택을 위

존중

되돌려 보낼 거예요.
출처: 저자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저자들이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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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정의: 대만의 경험
슈펜 카오 (불광대)

번역 및 요약: 장신옥(제주대학교)

1/ 서문

2000년대 들어 대만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국가 규모의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안은 총체적인 위험진단, 국가비전, 세대
간 정의(justice)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담아내지 못해내 시민 참여와 합의, 행동강령이 충분
히 마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만의 에너지전환은 대규모의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운영
되는 녹색전력산업을 키우는 상황을 낳고 있다. 이 논문은 지역 농부, 지역정부관료, 시민운동
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을 담은 문
서들을 분석함으로서 대만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분석했다. 또한 두 가
지 사례를 통해 집중화된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 담긴 환경정의와 에너지
정의의 사안들을 논의했다.
2/ 에너지 정의란 무엇인가?
에너지 정의는 환경정의운동에 근거하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철학을 담고 있다. 환경정의운동
가들은 애초에는 독성물질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에 초점을 두었
다. 그러나 환경정의의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론 및 안건들과 연계를 이루면서 넓혀
지고 있다. 환경정의운동 역시 인종과 산업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가 지금은 식품, 숲 관리, 에
너지 공급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정의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연구 안건이며 에너지 정책, 소비, 생산, 시스템, 에너지 활동주의, 안보, 기
후변화에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에너지 정의의 이념은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가능
한 에너지를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에 공급하려는 목표를 지향한다. 환경정의의 개념과 마찬
가지로 에너지 정의는 분배적, 절차적, 인지적 정의를 강조한다.
2.1 분배적 정의
에너지 정의는 본질적으로 공간적 개념이다. 환경적 혜택과 폐해의 동등하지 않은 분배, 또한
위험에 대한 노출 등 그에 따른 책임의 불균형한 분배를 포함한다.
2.2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안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집단 성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결정
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절차적 정의는 참여, 공정성, 정부와 산업체의 정보 완전공개,
적절한 관여 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3 인지적 정의
인지적 정의는 절차적 정의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인지는 정당하고 실질적인 참여 그 이상
을 뜻한다. 인지적 정의 개념에 따르면, 개개인은 반드시 동등하게 표상되어야 하고 물리적
위협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완전하며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주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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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의 에너지 전환
3.1 국제적 배경
산업혁명 이래로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사용된 대규모의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와 그 밖의 온
실가스가 급증했다. 1992년에 열린 유엔지구정상회담회의는 온실가스감축을 지구적 차원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에관한유엔협약(UNFCCC)을 통과시켰다. 1997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제 3차 UNFCCC 3차 회의가 열렸고 산업화된 나라들의 의무적 온실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토 프로토콜이 체결됐다. 2015년 12월에는 파리에서 UNFCCC 21차 회의가 열렸다. 2015
년 21차 회의에서 제출된 “파리 동의안”은 195개국이 서명했고 최초의 명실상부한 지구적 기
후협약이라고 알려졌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실행목표를 두고 세 가지 방안이 제안됐
다. 대만의 경우, 일 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전체 배출량의 0.71%에 달한다. 세계에서 28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다.
3.2 국내 상황
대만의 에너지 전환은 원전 반대운동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대만의 원전 반대운동은 30
년 넘게 계속돼 왔다. 원전반대운동은 다른 모든 환경운동의 선두에 있었으며 민주화 과정과
도 연관되어 있다. 대만사람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
된 세 가지 위험으로 원전사고, 핵폐기물 처리, 원전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꼽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만의 원전 반대운동은 정점에 달했다. 2011년 이
후 매 해 대만 사람들은 원전 제로의 대만 사회를 외치며 함께 모였다. 2011년, 50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가 3월 20일과 4월 30일에 전국적인 행진을 조직했으며 4월 30일 행진에는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2012년과 2015년에 있었던 거리 행진에 참가한 시민의 수
는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된다. 2014년 4월 말, 정부는 그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4번째
원전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하더라도 2015년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재생에너지
전력량은 전체 전력량의 2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3.3 에너지 전환을 향한 염원과 제도적 장벽
대만에서 대안에너지 발전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1998년이다. 그 해 정부는 교토 프
로토콜에 대응하기 위해 1차 국가 에너지 회의를 열었다. 그 뒤 여러 차례 대안에너지를 주제
로 국가 회의가 열렸다. 2017년 들어 처음으로 경제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세웠다.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량이 6,500 MW
(메가와트)에서 10,000 MW이다. 2015년까지 생산량은 일 년에 100 MW에 불과했다. 대만에
서는 남부 타운하우스, 공장 지붕, 아파트 단지의 테라스에 전력을 얻기 위해 태양 전지 패널
을 달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늘이 형성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시설을 다는 데 여러 필요한 조
건이 면제되긴 하지만 지붕이나 테라스 이외의 공간에는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시민들인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려 할 때 41개 달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일본과 독
일에 비하면 신청절차가 지루하고 복잡하다.
더욱 많은 시민들이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새로 취임한 칭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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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 책임자는 2017년 10월 25일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 주택 경우 지붕
에 태양 전지를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40퍼센트를 지원하며 농촌지역은 50퍼센트를 지
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이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생산계획안으로 2025년
까지 30퍼센트는 화석연료, 50퍼센트는 액화 천연가스(LNG), 20퍼센트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4/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문제점: 에너지 정의 관점
4.1 농경지 전력생산시설 설치 사례
유린 지역 (Yulin County)은 대만의 쌀 생산에 중요한 곳이다. 과거에는 농경의 기계화를 꾀
하기 위해 농지가 새롭게 계획되어 모두 네모났게 보였다. 최근에는 커다란 태양전지 패널을
농지 이 곳 저곳에 많이 설치하다보니 농지 구역으로서의 기능도 잘 살아나지 않고 경관도 손
상됐다. 또한 패널이 설치된 인근 농지에는 햇빛이 잘 비취지 않아 그 곳의 쌀 수확량이 줄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태양전지 패널을 “농지 그늘”(agricultural sheds)“이라고 부른다.
농지에 큰 규모의 태양전지 패널과 농작물을 함께 심는 방법도 있다. 농작물이 태양
전지 패널보다 크게 자라지 않게 하고 에너지전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관리자들은 그
들의 농작물을 자르기도 한다. 농작물 자체도 잘 자라지 않는다. 지역정부가 농경지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고안한 세 번째 방법은 태양전지 패널을 비닐하우스 위에 설치하는 것이다. 여
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타이파워(TaiPower)가 산다. 비닐하우스는 적어도 6미터에서 7미터
가량 되며 햇빛을 많이 가린다. 토마토나 다른 농작물도 함께 심지만 많게는 90퍼센트까지 햇
빛이 차단되어 잘 자라지 못한다. 원래 농사를 짓기 위해 지어진 시설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 쓰이면서 농지를 망쳐놓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신의 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은 그린에너지 산업체에 밭을 빌려주려 한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 헥타르 당 적어도 20만 대만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들이 일 년 농사해 버는 수입인 15만 대만달러보다 훨씬 높다. 임대기간은 20년이다. 중간
에 임대해지를 하게 되면, 태양전지 패널이나 다른 전력생산 시설 해체를 요구할 수는 없다.
경제부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유린 지역은 태양전지 발전시설 설치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
지했는데 그 규모가 43,635KW에 달하며 전국 생산량의 23.06%를 차지한다. 2위를 차지한
타이난 지역은 14.25%에 그쳤다.
농지에 전력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농지 가격이 올랐다. 2013년에는 농지가격이
2

970m 당 45만 대만달러였다. 그러나 그 때는 누구도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2014년에는
거래가격이 65만 달러로 올랐다. 그 결과 정말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땅을 사거나 빌릴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농업부처는 오염된 농지에 우선적으로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계획
을 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치이다. 왜냐하면 오염된 농지가 좋은 농지로 회복
되지 못하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좋지 못한 농지를 확보하는 것은 농사지울 필
요가 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그 곳에 손쉽게 태양에너지 패널이 세워질 수 있음도 뜻
한다.
4.2. 유안리 타운(Yuanli Towan)의 해안 풍력발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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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주주의 관점에 따르면, 정부가 에너지 민주화 과정에 권력을 사회에 나눠 줄 수 있
음을 강조한다. 리프킨(2013)은 강조하기를, 소규모의 지역에 기반한 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
지가 탈집중화된 과정을 통해 분배된다. 대안 에너지는 글로벌 사회의 경제와 사회정치체제
구성을 바꿀 수 있다. 대안 에너지는 중앙집중화된 권위적 정치 사회체제를 바꾸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은 덜 발전된 곳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사회를 강화시킬 수 있다.
2009년 재생에너지 개발안 발표 이후 대만 행정원은 2012년 2월에 <천 개의 풍력발
전 터빈(turbine)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2020년까지 1,200MW의
풍력발전시설을 땅에 세우는 것과 320MW의 풍력발전을 바다에 세우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
서 3,000MW의 풍력발전을 바다에 세우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1000개의 풍력 터빈이 만
들어낼 수 있는 전력량은 4,200MW에 달한다. 이것은 전체 재생 에너지 목표의 30 퍼센트를
차지하는 전력량이다. 내륙에 풍력발전소를 세우는 것에 나타난 문제는 사업 시작 단계에 사
람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안리 풍력발전 반대 사례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 부정의(energy injustice)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2007년, 미아올리 지역
의 세 타운(Zhunan, Tongxiao, Yuanli)에 독일회사 IWPG가 풍력발전소 건설을 하는 데 따
른 환경영향평가 계획서가 통과됐다. 유안리의 경우 2012년 건설사업이 시작됐고 지역주민들
은 2012년에 사업시작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유안리 마을 사람들은 풍력 터빈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과 너무 가까지 지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2012년 12월, 마을 건설반대위원회는 대만국립대 및 그 밖의 대학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어떤 해명도 듣지 못했다. 풍력 터빈시
설들은 2013년 10월에 모두 세워졌다. 유안리 주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데 설
치된 풍력 터빈에서 흘러나오는 저주파 소음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
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5/ 토론
발전국가인 대만의 경우 에너지 전환은 그것이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
다. 재생에너지가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전환점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사업 영역으로 간주되
고 있다. 여러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단지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목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전력의 비효율성은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 부정의와 에너지 부정의를 초래하고 있다. 이 논문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일반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핵심
적인 것은 이익분배의 공정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개발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풍력 터빈
을 세워 마을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
나 마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은 결국 개발업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다른 쟁점은 위
험의 분배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이익은 태양전력사업자에게 돌아가겠지만, 위험은 농부
들의 몫이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IWPG 회사는 과학적 입증 자료가 없다면서 유안리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정부와 법정은 이러한 위험을
개발업자의 손에 넘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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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gagement in
decision-making process
for nuclear phase-out in South Korea
and environmental justice
Sun-Jin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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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nergy-related Presidential Pledges of Mr. Moon
17. Safe & Healthy Korea
The state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People’s life
and
safety
• Establishment
of Nuclear Zero

Post-Nuclear State after 40 years
- Closure of aged nuclear power
plants and stopping new reactors’
construction
- Accomplishment of 20% of
renewable energy by 2020

•

30% Reduction of Fine Dust within
Moon’s Tenure
- Stopping construction of new coalfired power plants and closure of
aged ones
- Temporary Shut-down of coal-fired
4
power plants during Spr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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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resident Moon pledged Nuclear-free Society

"The shutdown of KORI 1 is the beginning of a
nuclear-free energy country, a paradigm shift for a
safer Korea”(June 19, 2017)

Nullifying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under preparation
Prohibiting lifetime extension and closure of extended Wolsung 1
Deriving social consensus on construction of Shingori 5 and 6 with
consideration on safety, completion rate, given investment,
compensation costs, electricity reserved margin and so on.

5

1. Introduction

Energy-related Policy Tasks among 100 Ones
National
Vision

A Nation of People,
a Just Republic of Korea
A Government of the People
An Economy Pursuing
Co-Prosperity

Five
Main
Policy
Goals

A Nation Taking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
Lives
Well-balanced Development
Across Every Region
The Korean Peninsula of Peace
and Prosperity

Safe Society Keeping People’s
Security and Life
-

Creation of Clean Air Quality
without Worry about Fine Dust

-

Energy Transition through PostNuclear Policy toward a safe and
clean energy society

-

Establishment of faithful
implementation system of New
Climate Regim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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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Public Engagement Process on
Shingori 5 & 6
Presidential Pledge: Stop of the construction
Celebration Speech in the Permanent Shut-down of Kori 1
on June 19, 2017: Suggestion of decision based on social
consensus
The President moderated cabinet meeting on June 27, 2017:
Decision on Public Engagement Process
Suspension decision on the construction on June, 14, 2017
Establishment of Public Engagement Committee on Shingori
5 & 6 on July 24, 2017
Activities of the Citizen Representative Group from Sep. 16
to Oct. 15, 2017
Submission of the Outcome of public engagement process
on Oct. 20, 2017
4
1. Introduction

Recommendation of the PEC

Resuming suspended construction of Shingori 5&6
Promoting energy policy to make the share of nuclear power reduced
Supplementary recommendations needs to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Distribution of Opinions

category Resume

Source: Report of the PEC, 2017

Stop

category

Resume

Stop

Male

66.3

33.7

Seoul

57.4

42.6

Female

52.7

47.3

IncheonGyeonggi

58.6

41.4

20s(+19)

56.8

43.2

DaejeonChungcheong

65.8

34.2

30s

52.3

47.7

GwangjuJeollaJeju

46.1

54.9

40s

45.3

54.7

DaeguGangwonGyeongbuk

68.7

31.3

50s

60.5

39.5

BusanUlsanGyeongnam

64.7

35.3

60s+

77.3

22.5

Total

59.5

40.5

Share of
nuclear power

Reduce

Maintain

Enlarge

Don’t know

53.2%

35.5%

9.7%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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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tudy Questions
How can we understand the outcome of the public engagement
proces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Does deliberative process guarantee environmentally just outcome?
What are the criteria people applied to make a decision on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Study Purpose
To evaluate the first experiment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consider construction of nuclear reactors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Study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s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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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Nature
Justice to Nature

Distributional

Intragenerational

Substantial

(b/w nations,
regions/locals,
Interclasses,
generational
genders, ages,
ethnic groups)

Procedural

Society

(Justice within
society)
Source: Agyeman, 2005; Low & Gleeson, 1998; combined and reconstructed

2. Theoretical Background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Paradigm
Change

Model
Revolution

Normal
Science

The Kuhn Cycle
Model
Drift

Model
Crisi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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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Background

Post-normal Science Stage & Social Consensus
Funtowicz and Ravetz
-

Decision Stakes
(Values)

High

-

Post-normal
Science

Professional
Consultancy

-

Applied
Science

Core
Science
Low

Systems Uncertainties
(Knowledge)

High
-

Facing limits to normal science in
the later 20 century
The advent of post-normal
science: “facts are uncertain,
values in dispute, stakes high,
and decisions urgent” (Funtowicz
& Ravetz, 1993)
“the approach used by normal
science to manage complex
social and biophysical systems
as if they were simple scientific
exercises has brought us to our
present mixture of intellectual
triumph and socio-ecological peril”
(Funtowicz & Ravetz, 2003)
‘Extended Peer Community’
13

2. Theoretical Background

Technological Citizenship in a Risk Society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related to science &
technology
influencing daily life

Constraining scientific
technologies
jeopardizing individual
and public life

Right
&
Obligation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Decision-making
based on Social
consensu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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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cept of Energy Citizenship
Basic Energy
Right to enjoy
energy service

The use of safe
energy

Ethical aspect
of energy use

Right
&
Obligation

Responsibility
for energy use

Energy consumer +
Energy Producer
15

2. Theoretical Background

What is Deliberative P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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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Establishment of Public Engagement Committee
1 chairman and 8 members (2 in humanity & social science, 2 in
Science & technology, 2 in research & statistics, and 2 in conflict
management)

Communication Council
-

Official communication channel with pro- and con-construction of
Shin-Kori 5 & 6
Restart camp: Korea Nuclear Industry Association
Stop camp: Citizens’ action to nullify Shin-Kori 5 & 6

Experts’ Group for Data Verification
Committee to verify Activities of the Public Engagement Committee

Local Round Debates and TV Debates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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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On-line Communication Space
One-line Home page

Facebook Account 

(http://www.sgr56.go.kr/npp/index.do)

(https://www.facebook.com/singori56) 

4

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Public Engagement Process
Public Engagement Committee on Shingori 5&6
Experts’ Group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committee

Deliberation Video
Online Q&A
E-Learning
Panel Discussion(3days)
Orientation
Materials for Study

Sampling 20,000
In terms of position, gender,
age, and locality

Selecting 500
Representative Citizens

Deliberation program
for citizen participants

Deliberation

Experts’ Deep Debates
Future Generation Communication w/
Debate
Stakeholders’ meeting the Public
TV Debates
Local Tour Debates

Deliberation program
for general public

Final decision by the government based on the people’s will
Source: Report of the PEC,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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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Kori 5&6

Public Engagement Process
Major Issues

1st survey
Decision
Announce
-ment

Citizen
Representatives

Final survey

Deliberation

- Safety
- Economical
efficiency
- Sunk cost
- Stability of
electricity
supply
- Electricity utility
fee rise
- Representativeness
- Expertise
- Short period21

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Kori 5&6

Composition of Study Materials

380

Resume Construction

Stop Construction

I.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 of
energy and electricity policy and
II. Safety of Shin-Kori 5&6
III. The economic impact of stopping
construction of Shin-Kori 5&6
IV. The impact of stopping
construction of Shin-Kori 5&6 on
compensation for companies and
local residents
V. The impact of stopping
construction of Shin-Kori 5&6 on
export
VI. Others [including Environmental
friendliness]
VII.[Overall] The reason to resume
construction of Shin-Kori 5&6

I. Stopping construction of Shin-Kori
5&6 – Changes our choice will
bring
II. Rapidly changing world energy
market
III. The reason to stop construction
of Shin-Kori 5&6
IV. Preparing seed money through
stopping construction of Shin-Kori
5&6
V. Now is the right time to escape
from expensive nuclear power
since electricity supply is secured
VI. Nuclear export, no record and
uncertain future
VII.A choice for national econom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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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Kori 5&6

Citizen Jury Workshop: 2 nights and 3 days

23

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Comparison of Nuclear Power Status
1

2

3

4

5

6

World

Installation
Capacity
(GWe)

USA

France

Japan

Russia

China

Korea

99.5

63.1

40.5

25.3

31.6

23.0

Number of
Reactors

USA

France

Japan

Russia

China

Korea

99

58

43

36

35

25

China

Russia

Korea

USA

India

UAE

22.6(20)

5.9(7)

5.6(4)

5.0(4)

3.3(5)

4.2(3)

Nuclear Power
Generation
(2015, TWh)

USA

France

Russia

Canada

China

Korea

798

419

183

161

161

157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2015, %)

France

Ukraine

Slovakia

Sweden

Swiss

Korea

76.1

56.5

55.9

34.3

33.5

31.7

Korea

Belgium

Taiwan

Japan

France

Swiss

-

219.7

194.3

139.8

117.0

115.3

78.8

-

Reactors under
Construction
(GW (Number))

Nuclear Density
(kW/km2)

Source: IEA, 2016,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6(Data for 2014)

391.7

448
62.0
(58)
2,441

11.5

24

국제학술대회 제3세션

381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Top of the World in terms of Nuclear Density
Number of Reactors

25

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Condensed Location of Multiple Reactors
4

Hanul: 5,900MW (will be8700MW)

End of designed life time before 2030
End of designed life time
during 2031~2034

Wolsung:
4,779MW,
1.3million pop.

Hanvit: 5,900MW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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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Shin-Kori 5 & 6 under debate: the densest site

27

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Shin-Kori 5 & 6 under debate: Additional risks
3.8 million people
within 30 km

Essential economic
facilities within
30km
Risks are added to
existing risks
Onetime accident is
significantly fata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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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Shin-Kori 5 & 6 under debate: Earthquake
& Evacuation
More than 60 faults
with seismic activity
No evacuation simulation
and scenario

29

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Radioactive wastes are temporarily store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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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gori 5&6

Strong resistance from stakeholders of
the conventional energy system

Construction Stop of Shin-Kori 5 & 6
Labor Union Protest of
Korea Hydro & Nuclear Power
NGOs’ struggle to
stop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Protest of local
residents around
Shin-Kori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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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valuation of the Process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Participants in Citizens Group by Sex & Age

Total

500

100.0

478

# of
of
Share particip Ratio
panel
of OT ants in discupartici- panel ssion
to
pants discuOT
(%)
ssion (C/A,
%)
(C)
95.6 100.0
471
98.5

Male

255

51.0

239

93.7

50.0

233

Female

245

49.0

239

97.6

50.0

20s(+19)

76

15.2

69

94.5

30s

85

17.0

81

40s

111

22.2

50s

112

60s+

# of
citizen
group
(A)

Share # of OT Ratio
of
of OT
citizen participarticigroup pants
pants
(B) (B/A,
(%)
%)

Share
of
Ratio
panel
of
discu- populassion tion (%)
(%)
100.0

100.0

97.5

49.5

49.6

238

99.6

50.5

50.4

14.4

68

98.6

14.4

17.5

92.0

16.9

80

98.8

17.0

17.5

108

99.1

22.6

108

100.0

22.9

20.5

22.4

107

95.5

2.4

104

97.2

22.1

20.0

116

23.3

113

95.8

23.6

111

98.2

23.6

24.5

Stop

138

27.6

137

99.3

28.7

137

100.0

29.1

/

Resume

184

36.8

179

97.3

37.4

173

96.6

36.7

/

Reserve

178

35.6

162

91.0

33.9

161

99.4

34.2

/

4

4. Evaluation of the Process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Who are major players in the process?
Share of
registered
pop.

Share of
citizen
group

Share of
final
participants

20s(+19)

17.5%

15.2%

14.4%

30s

17.5%

17.0%

40s

20.5%

50s

# of final
participants

Difference

Resume

Stop

68

39

29

10

17.0%

80

42

38

4

22.2%

22.9%

108

49

59

-10

20.0%

22.4%

22.1%

104

63

41

22

60s+

24.5%

23.3%

23.6%

111

86

25

61

Total

100.0%

100.0%

100.0%

471

279

192

87

The number of difference between two positions is 87, in which 61
votes for resuming came from over 60s, sharing 70.1%.
Designed life time of Shin-Kori 5 & 6 is 60 years. Who should make
decision? Whose decision needs to be listened more carefully?
Who can represent future generations’ interest? How their interest
can be considere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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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valuation of the Process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Who are major players in the process?
Share of
registered
pop.

Share of
citizen
group

Share of
final
participants

20s(+19)

17.5%

15.2%

14.4%

30s

17.5%

17.0%

40s

20.5%

50s

# of final
participants

Difference

Resume

Stop

68

39

29

10

17.0%

80

42

38

4

22.2%

22.9%

108

49

59

-10

20.0%

22.4%

22.1%

104

63

41

22

60s+

24.5%

23.3%

23.6%

111

86

25

61

Total

100.0%

100.0%

100.0%

471

279

192

87

The number of difference between two positions is 87, in which 61
votes for resuming came from over 60s, sharing 70.1%.
Designed life time of Shin-Kori 5 & 6 is 60 years. Who should make
decision? Whose decision needs to be listened more carefully?
Who can represent future generations’ interest? How their interest
can be considered?
4
4. Evaluation of the Process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Composition and Positions by Locality
Locality

Share of
population

Share of
citizen
group

Share of
final
participants

Locality

Share of
population

Share of
Share of
final
citizen
particigroup
pants

Seoul

19.7%

23.2%

23.1%

Gangwon

3.0%

2.0%

2.1%

Busan

6.9%

6.8%

6.6%

Chungbuk

3.1%

2.8%

3.0%

Daegu

4.8%

6.0%

5.7%

Sejong+CN

4.5%

3.2%

3.0%

Incheon

5.7%

5.4%

5.7%

Jeonbuk

3.6%

5.0%

5.3%

Gwangju

3.0%

3.4%

3.2%

Jeonnam

3.7%

2.8%

3.0%

Daejeon

3.0%

3.6%

4.0%

Gyeongbuk

5.3%

4.2%

4.2%

Ulsan

2.2%

1.4%

1.3%

Gyeongnam

6.5%

5.2%

5.5%

Gyeonggi

23.4%

24.2%

23.6%

Jeju

1.2%

0.8%

0.6%

Number of participants, who came from areas with nuclear power
plants, in the final comprehensive debate was less than its ratio of
population group.
Should those areas with NNP be considered with more weight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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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n appropriate area to be considered?
What is a proper criterion to divide areas?
In operation
Under construction

Local area

ShinHanul

Resume Stop

Seoul
IncheonKyeonggi
DaejeonChungcheong

57.4
58.6
65.8

42.6
41.4
34.2

GwangjuCheollaJeju

46.1

54.9

DaeguGangwonGyeongbuk

68.7

31.3

BusanUlsanGyeongnam

64.7

35.3

Total

59.5

40.5

Hanul

ShinWolsung
Wolsung
ShinKori

Youngg
wang

5

6

Kori

4

4. Evaluation of the Process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A Survey To Set Up Agendas and its Result
Survey Outline
45
40
35
30
25
20
15
10
5
0

Survey Object: General public over 19-years-old nationwide
Survey scale: Total 1,000 people
Standard error: ±3.1% point at 95% confidence interval
Survey method: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Sampling: Proportional sampling by sex, age, and locality
Standard frame: Dual Frame (mobile RDD 80% + wire telephony RDD 20%)
Survey period: Sep. 2, 2017 (Sat.) 10 am~9 pm
41.8

19.4

15.7

9.5

7.6

1.7

0.5

3.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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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valuation of the Process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Factors considered for the final decision

2nd

Safety

Stable supply

Economical efficiency

Industrial effect

Electric charges

Environmental aspect

3rd

4th

2nd

Whole

3rd

4th

2nd

Resume

No ethical aspect!

3rd

4th

Stop
Source: Report of the PEC, 2017

4

4. Evaluation of the Process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How about the effect of deliberation?
*# of person (the ratio of
the 1st poll, % / the ratio of
the final, %)

Resume
The
st
1 Poll

Final Poll
Resume

Stop

Total

162 (94.2 / 57.9)

10 (5.8 / 5.2)

172 (100 / 36.5)

105 (80.8 / 55.0)

130 (100 / 27.6)

Stop

25 (19.2 / 8.9)

Reserve

93 (55.0 / 33.2)

76 (45.0 / 39.8)

169 (100 / 35.9)

280 (59.5 / 100)

191 (40.5 / 100)

471 (100 / 100)

Total

Among 471 participants in the comprehensive debate, 36.5% supported
resuming, 27.5% supported stopping, and 35.9% reserved their position.
10 of 172 participants who supported resuming in the first poll moved to
stopping, while 25 of 130 participants who supported stopping in the first
poll moved to resuming.
162 of 172 participants supporting resuming and 105 of 130 supported
stopping in the 1st poll maintained their original posi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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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Background
3. Public Engagement Process for Decision
about Construction of Shin-Kori 5 & 6
4. Evaluation of the Process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5. Differe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4. Differe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Significance of the Public Engagement
Experiment and expansion of energy democracy
-

It opened the window of decision-making processes to the
general public, which has been monopolized by bureaucrats
and small number of experts
All citizens except for young people below 18 years old
enjoyed the sam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equal chance for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deliberation to energy decision-making

Improvement of public awareness about energy issues
including nuclear power
-

Expanding energy agenda into the concern of general public
beyond representative citizen participants
Bringing nuclear energy-related issues into people’s daily lif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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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ffere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But Questions need to be answered

Inter-generational Equity: Future generations’ interests
-

-

How can future generations’ interests be reflected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quiring a long-term perspective
like nuclear power
Who can represent future generations’ interests?
How far future needs to be considered?

Equity between Local Areas: Local interests
-

How can local interests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project?
What is the boundary of local area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Administrative one or distance from the facility?
How big is the scope of local areas?

Deliberation and ecological outcome: Gap
-

Deliberation does not always guarantee sound ecological
outcome.
What should be don to have ecological outcom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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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황진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본

원고는

황진태·박배균.

(2014).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 1 단지조성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1-27.으로
출간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초록
본 논문은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기의 구미공단 조성과정을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한국의 발전주의 시기 산업화 과정을 “발전주의 국가론”
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스케일의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에 주목하거나, 혹은 국가관
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통
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복합적으로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면서 산업화와 관련된 국가의 행위들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견
해를 구미공단이 조성되던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힌다. 구미공단 조성
과정은 전자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
의 정치지도자와 관료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로컬 행
위자들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하던 재일교포 사업가, 지역과 국가 스케일에 모두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의 역할이 구미공단의 조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이 논문은 밝힌다.

1. 문제제기
군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촉발된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국내사회과학계에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화
두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발점이었다(박현채 · 조희연, 1989; 이진경, 1988). 그러나 민주
화 이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부문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임을 주
장하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담론이 정관계, 학계,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시장이나 자본에 비하여 국가가 약화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국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
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한편, 이러한 국내적 흐름과 대조적으로 80년대 이후 서구학계에서
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1960-70년대 고도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소위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성장하였다(Johnson 1982; Wade 1990). 이러한 서구 학계의 흐름은 국내의 학계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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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발전주의 국가론에 입각한 개념과 관점들이 적극 수용되
기 시작하였다(김대환 · 조희연, 2003). 이는 한국사회과학계에서 국가에 대한 관심을 재고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국내사회과학계에서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
학, 경제학,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리학, 도시계획, 생태학 등의 공간학문분야에
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박배균, 2012; 황진태 · 박배균, 2013). 국가의 의사결
정과 행위가 산업단지, 다목적댐, 항만, 고속도로 등의 건조환경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더 나아가 정치-사회-경제적 행위와 과정의 지리적 분포와 공간적 패턴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간학문분야에서 국가의 행위와 성격에 대해
더 많은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
의 공간성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 들어 몇몇 비판적 공간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서 국가와 공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손정원, 2006; Park, 2005; 2008;
Kim, 2009; Sonn, 2010; Park et el., 2012; Gimm, 2013; 박배균 · 김동완 엮음, 2013).
기본적으로 이들은 신고전경제학자들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소적 개입과 자유로
운 시장을 통하여 가능했다고 설명하는 것(대표적으로 World Bank, 1994)을 비판하면서
산업정책으로 드러나는 국가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
할을 했다는 발전국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공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발전국가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국가를 사회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는 베버주의(Weberian) 국가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주의 국
가의 관료들은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주체이며, 이들이 계획합리성
(plan-rationality)에 바탕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도성장이 가
능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국가와 사회가 서로 깊숙이 얽혀있고, 국가의 권력
과 행위가 사회세력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갈등,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둘째, 기존 연구는 분석대상을 국가스케일(national
scale)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는 국가중심적 인식(Agenw, 1994; Taylor, 1996)에 빠져있
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인식론은 국가스케일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이
한 스케일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대안적으로 비판
적 공간연구자들은 국가가 시도하는 특정 경제개발 전략들은 국가관료들의 순수한 계획합리
성의 산물이기보다는 국가를 둘러싼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에 위치한 여러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 경합, 절충의 역동적인 산물로서 보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특히, 1960-70년대 발전주의 시기 국가 행위의 공간성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던
공업단지 건설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 한국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1960-7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한국 국가의 핵심적인 공간전략 중
하나가 공업단지의 건설이었다(유영휘, 1998; 국토개발연구원, 1996; 김진수 · 이종호,
2012). 이 공업단지의 입지와 건설과정은 발전주의 국가론자들이 주장하듯 사회세력들로부
터 독립적인 자율적 관료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계획합리성을 발휘한
결과물이라고 쉽사리 결론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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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업단지분포도 출처: 매일경제
1969.9.4.
이 논문은 60-70년대 건설된 여러 공업단지 중에서 구미국가공업단지(이하 구미공단)에 주
목한다. 오늘날 구미공단은 1970-80년대 한국경제의 전자산업을 이끈 주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국가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정도채, 2011; 박삼옥 · 정
도채, 2012).1) 한국사회에서 구미공단이 형성된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관료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는 견해(국토개발연
구원, 1996; 안경모, 2004: 182-84)와 다른 하나는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였고, 그의 고향
이 구미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정치적 논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전자공업진흥회, 1981;
윤정로, 1990: 81; 유영휘, 1998: 243).2) 본 연구자들은 대립되는 두 입장 모두가 구미공
단 형성과정의 한 단면만을 강조하여, 당시 구미공단 형성을 둘러싸고 국가관료, 초국가적
자본, 구미 지방의 영역화된 이해세력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다중 스
케일적 역동성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
는 구미공단 형성과정을 사례로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국가 스케일로만 환원하여 바라

1) 1973년 전체 수출액에서 구미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였고, 2012년 현재는 국내 총 수출의 6.3%를 차
지하고 있다(구미시, 1994: 229; 구미시 홈페이지).
2) 두 번째 입장은 언론과 출판물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었다. 예컨대, 구미공단을 보도한 신문기사의 제목이 “구
미는 박정희를 낳았고, 박정희는 구미를 다시 낳았다”(아시아경제 2013년 5월 7일자 “구미는 박정희를 낳았
고, 박정희는 구미를 다시 낳았다”)이거나 “구미는 당시 권력자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공단의 적지로 지목된
것이다”고 단정 짓고 있다(매일경제 1993.5.14.“내 고장 상공인, 구미 (상)”). 한 계간지에 실린 글(유시춘,
1996: 71)에서는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 가고, 명주 옷고름 하나에 육촌까지 따습다”는 속담을 언급하
면서 박정희(“수양산 그늘”, “명주 옷고름”)로 인하여 구미공단(“강동 팔십리”, “육촌”)의 조성이 가능했다고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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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고, 글로벌(예컨대, 재일교포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 로컬(가령, 지역유지와 같은
장소의존적 행위자) 등의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다중스케일
적 역동성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정희 정권은 왜 구미를 공단의 입지로 선택하였
는가? 둘째, 국가관료 외에 다른 행위자들이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들은 누구이
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미공단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상의 연
구질문에 답하고자 본 논문은 크게 이론논의(2장)와 사례연구(3장)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스케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구미공단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2.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개념화
2.1. 전략관계적 국가론과 다중 스케일적 접근
사회과학에서 국가연구는 베버주의 국가론과 맑스주의(Marxist) 국가론으로 나뉘어 논의되
어 왔었다(Brenner et al., 2003). 베버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물리적 폭력수단을 독점하고,
권위적인 질서 만들기의 독점체이자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관료들의
집합으로 인식한다(Weber, 1946). 반면에 전통 맑스주의 국가론은 경제결정론적 관점에서
국가를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사
회학자 밥 제솝(Bob Jessop)은 국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베버식의 정치주의적 경향과 전통
맑스주의의 경제주의적 경향, 양쪽을 모두 비판하면서, 국가는 기능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의 기능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과 국
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세력들의 끊임없는 전략적 행위들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Jessop, 1990). 전략적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국가는 특정 사회세력의 이익을 다른 세력보
다 배려하게 되는데, 이를 전략적 선택성(strategic selectivity)이라고 명명한다. 전략관계적
접근은 베버주의 국가론의 영향을 받은 발전주의 국가 연구자들이 간과하는 국가 안과 국가
를 통해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사이의 복잡한 경합과 상호작용의 과정 그리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특정의 국가 행동이 선택되는 방식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유
용하다. 하지만 사회세력들은 국가 스케일이라는 단일한 스케일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상이
하고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상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인식론적으로 국가를 차별
적이고 다중적인 공간적 스케일 속에 위치시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가를 공간적
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Neil Brenner(2004)는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공간
적으로 이론화하였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한 공간 전략과 공간 프로젝트에 주목하
여, 이러한 국가의 공간전략과 공간 프로젝트가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
는 다양한 사회세력들 사이의 경합과 갈등,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되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가 정책의 집행이나 자원의 투입 등에서 특정의 지역/장소를 다른 지역/장
소에 비해 더 우선시하고 배려하는 공간적 선택성(spatial selectivity)을 드러낸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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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의 공간적 선택성이 발현되는 동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케일의 정치
(the politics of scale)에 주목한다. 스케일의 정치는 어떠한 사회세력이 자신들의 특정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의제의 공간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가령, 갈등 중
인 로컬한 의제를 전국적 의제로 쟁점화), 다른 지리적 스케일에 위치한 사회세력들을 동원
/연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Smith, 1992). 예컨대, 지방에서 추진되던 지역개발사업이 좌초
될 위기에 놓이게 됐을때 지역경제에 착근된 장소의존적 행위자들로 구성된 지역성장연합의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의 성격을 “국가”경제 부흥의 일환인 사업으로 스케일을 올림(즉, 스
케일 뛰어넘기(scale jumping))으로써 사업추진에 성공할 수 있다(Cox and Mair, 1988;
Cox, 1998). 최근 서구 인문지리학에서 진행된 스케일 논의에서는 스케일 개념이 네트워
크, 장소 등과 같은 다른 공간적 개념들과 상충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Marston et al., 2005). 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서 바라볼 때 스케일 개념은 다른
공간적 개념들(네트워크, 장소 등)과 상충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Jessop
et al. 2008; MacKinnon, 2010; 박용규 · 정성훈, 2012). 그 일례로 한 행위자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장소의존적 이해관계에 동시적으로 연결되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multi-scalar agent)로 역할을 할 수 있다(Gimm, 2013: 1151). 특
히, 이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는 상이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장소와 영역적 이해를
스케일을 뛰어넘는 네트워크적 관계망을 통해 연결시켜 새로운 다중스케일적 권력관계를 형
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의 장소적 이해를 가진 행위자가
자신의 네트워크적 자산을 이용하여 시와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치에 접근하여 중앙
정부를 통해 해당 도시의 이익을 구현하기도 하고, A국가의 행위자 a와 B국가의 행위자 b
가 국가를 통하지 않고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초국가적 스케일의 권력 공간
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즉, 스케일의 정치는 “구/시/도/전국”이라는 식의 단계적, 단선적 도
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적인 특성이 동시적으로 발현되어 공간적 스
케일이 보다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일컫는다(Jessop et al. 2008). 따라서 특정 사회
세력이 시도하는 스케일 뛰어넘기 과정에서 특정 사회세력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다중스케
일적 행위자의 참여는 스케일 뛰어넘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정리하면, 특정 스케일에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시도된 스케일의 정치를 통하여 국가가 공간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보다 구체화
하여,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상황 속에서 공업단지의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공간적 선택
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논하고자 한다.
2.2.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공업단지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분석틀
기존 발전주의 국가론자들은 국가를 사회로부터 분리된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베버주의
국가론을 바탕으로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계획합리성에 바탕한 국가관료
들이 경제계획을 추진한 결과, 소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Johnson 1982; Deyo 1987; Wade 1990; Woo-Cummings 1999). 이
처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주의 국가론은 국가 개입의 축소와 시장 자유의 확대만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고전경제학적 입장과는 상반되는 발전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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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발전주
의 국가론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지만, 어떻게 국가가 그
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한
국에서의 자본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선도적으로 다룬 김덕현(1992: 제4장)의 연구에서 한
국 국가가 추진하였던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정책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국가관료들의
인식이 국가공간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실현된 것으로 기술된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가 추
진하는 특정 축적전략은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구상되고, 추진된 것이라는 인
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필자들은 앞서 언급한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따라서
국가를 정치적 전략으로 바라봄으로써,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 프로젝트는 국가관료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의 산물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회세력들은 어떻게 발전주의 국가의 정책에 개입하게 되는 걸까? 여기서 발전주
의 국가의 축적전략이 갖는 공간적인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정원(2006)은 서구선진
자본주의와 후발자본주의 간의 축적전략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축적전략은 자원
의 동원과 배분 과정에서 공간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서구자본주의는 가
용 가능한 자원들(자본, 노동, 기반시설)이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산포(散布)되어 있어
서 각 장소마다 특유의 산업이 발전하는 ‘공간적 특화’가 이루어졌다면, 후발국은 가용 가능
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산업화의 섬’으로 만들게 되었다.
특히, 후발국 중에서 모든 종류의 자원이 부족하였던 발전주의 국가는 공간적 불균등 전략
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손정원, 2006: 47-48). 정리하면, 발전주의 국가에서의 축적전략
은 제한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화의
섬’들을 만드는 공간전략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토공간에서 특정한 지점들에 자원을 집중하는 공간 전략은 필연적으로 국토공간의
불균등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공간적 불균등의 상황은 상이한 장소와 공간적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사회세력들로 하여금 서로 갈등, 연대, 경합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불균등의 지리를 만들기 위한 권력투쟁의 장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세력 간의 상
호작용의 과정은 국가가 ‘산업화의 섬’을 어느 곳에 입지할 것인가에 대한 ‘공간적 선택성
'(Brenner, 2004)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발전주의 국가론에 입각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대상으로 중앙정부(건설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재벌과 같은 주로 국가적 단위에서 활동하
는 세력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스케일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도시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
서의 영역화된 세력들 또는 국가 스케일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 행위자들에 대한 관
심이 부족하였다(박배균 2012). ‘산업화의 섬’의 구체적 형태인 공업단지를 보더라도, 특정
지역에 공업단지가 설립됨으로써 지역에 파급되는 영향(물리적 공간, 인구 및 경제활동의
변화) 때문에 공업단지는 매우 강한 장소 기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서구자본주의
와 비교하여 자원의 공간적 분포가 보다 불균등하고, 발전된 지역과 저발전된 지역 간의 사
회경제적 격차가 뚜렷하며, 공업단지의 건설과 같은 국가의 투자와 지원이 지역발전의 중요
한 동인이 되는 발전주의 국가의 경우 공업단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의 영역정치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계된 장소의존적 행위자
들(지역정치인, 지역유지, 지역자본)은 ‘산업화의 섬’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영역화된
정치를 시도할 수 있다(Cox and Mair, 1988; 박배균, 2009).3) 특히, 산업화의 섬을 유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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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성장연합은 자신들의 동원력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 연대의 공간(space of engagement)을 구성하여 국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x, 1998).
특히,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적 관계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된 “다중스케일적 행위
자”(Gimm, 2013)들은 연대의 공간을 보다 강력하게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우 몇몇 재일교포와 국회의원들이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일교포 사업가를 살펴보자.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 자본, 기술 등이 충분하
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밖에서 기술, 자본 등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에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국제적인 금융과 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본 내, 혹은 국제적
차원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던 재일교포 기업인들은 글로벌한 스케일의 흐름의
경제에 국내의 기업들을 연결시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통
로였다. 그런데 이들 재일교포 사업가들은 단지 글로벌 스케일의 행위자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국을 떠나기 전 고향 혹은 한국에서 형성한 사회적 관계망과 오랜 동안의 타국
생활을 통해 이들이 발전시킨 모국과 고향에 대한 장소적 애착감은 이들로 하여금 국가적
혹은 로컬한 스케일의 사회적 과정과도 깊이 연결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후 국가재
건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은 교포들로 하여금 모국(母國)과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장소적
애착심을 고양시켜 한국에서의 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의 영역적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
서 지역의 대표적 장소의존적 행위자다. 하지만 동시에 입법활동을 통해 국가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법안을 만들고, 각종 상임위에서의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국가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이기도 하다. 즉, 국회의원은 자
신의 지역구의 장소의존적 이해관계를 관철, 대변하기 위하여 국가스케일 행위자로서 갖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적 스케일의 자원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스
케일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호남지역주의의 탄생을 연구한 김동완(Gimm,
2013)은 1960년대 활동한 국회의원 김대중을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김대중은 경상도에 편향된 불균등 발전 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서 대중의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소위 대
중경제론을 제시함을 통해 국가 스케일에서 박정희 정권과 대립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과 동
시에 호남에 기반한 지역정치인으로서 호남이 국가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호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촉구하는 장소의존적 행위자로서의 실천을 수행하였다
(Gimm, 2013: 1162-1163).
이처럼 국가 안에서, 국가를 통하여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사회세력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

3) 기존의 한국사회과학에서는 독재정권이라는 존재론적 특성과 국가중심적 인식론의 영향으로 국가 스케일의 행
위자 이외에 다른 스케일의 행위자에 대한 발굴과 분석이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서도 다양한 지역의 행위자들(지방정부, 지역정치인, 지역토호, 지역언론 등)이 국가 정책
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실증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Park, 2003; 김동완, 2009; 박배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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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국가의 공업단지 개발과정도 이러한 과정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구미공단 개발과정에 대한 사
례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3.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
3.1. 1960-70년대 “수출전략산업”으로서 전자산업의 육성
1964년 1월 연두교서에서 박정희는 “경제의 안정과 자립경제의 달성은 국제수지의 개선으
로 획득”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수출진흥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경향신문 1964.1.10. “박대통령 연두교서 전
문”.). 같은 해 6월에는 박정희가 주재한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수출진흥에 관한 종합대책이
협의, 결정되면서 수출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회의에서 3년 내지 5년 이내에 3억 달러 이
상의 수출실적을 올린다는 목표가 설정된다(동아일보 1964.6.24.“수출진흥책 결정”). 이어
서 8월 국무회의에서는 수출실적이 1억 달러가 되는 날을 ‘수출의 날’로 정하기로 의결하였
고, 그해 11월 30일에 실적이 1억 달러를 달성하자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였다
(김보현, 2006: 204-209). 한국에서 전자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수출지향성
과 긴밀히 연관된다.
국내 전자산업이 육성된 계기는 1960년대 라디오의 국내 생산이 시작된 것이었다(한국전자
공업협동조합, 1997: 25-26; 윤정로, 1990; 김시윤, 1995). 5.16 쿠데타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은 라디오 수출을 장려하여, 1962년부터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1965년에는 전체 라디
오 생산량의 71%를 수출하게 되었다(정밀기기센터, 1970; 한국산업은행, 1970: 260; 윤정
로, 1990: 76). 이처럼 라디오의 높은 수출잠재력 때문에 전자산업발전의 초창기부터 전자
산업은 국가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4) 그리하여 1964년 상공부의 13개 중점 육성
수출산업에 전자산업이 포함되고, 상공부에 ‘전자공업계’가 신설된다(윤정로, 1990: 76). 당
시 박충훈 상공부장관5)은 수출촉진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자업계 관계자들과 ‘목요수출간담
회’라는 주례회의를 갖기도 하였다(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97: 36). 특히, 전자산업의 발
전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핵심적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재정지원
과 기술지원이 긴요하였고, 이러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 국가는 미국과 일본
이었다.
윤정로(1990)는 국내 전자산업의 성장 초창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를 두
흐름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흐름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시기(1965-69)이고, 두 번째
흐름은 일본과 국내자본의 투자시기(1970-72)였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을 보자. 1960년대
당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생산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가격인하로 미국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 정부는 1961년 5월 국산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 제정과 더불
어 같은 해 7월에는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라디오 생산을 지원하였다(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97: 26).
5) 박충훈 장관은 ‘수출장관’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수출 드라이브를 주도한 대표적인 관료였다(이완범,
2006: 190; 김동완, 2013: 1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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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해외의 값싼 노동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윤정로, 1990: 77). 그리하여 1966
년

미국

반도체

생산업체인

페어차일드(Fairchild)의

국내투자를

시작으로

모토로라

(Motorola), 시그네틱스(Signetics) 등의 자회사가 국내에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투자가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국가로 하여금 전자산업의 진흥책을 강화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윤정로, 1990: 79; 경향신문 1967.1.19. “전자공업 ”붐“ 일 듯”).6)
전자산업 육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잘 드러나는 행위는 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박정희
정권의 산업정책이다(장하준, 2006). 특히, 1969년에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과 전자산업의
장기적 육성계획인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7)이 박정희 정권 시기 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중
요한 산업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제정과 산업정책의 추진을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
론에서 주장하듯이, 단순히 국가관료의 계획합리성의 산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1960년대 당시 이미 전자산업에 관련된 100 여개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존재하였고, 1967
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전자공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 기구가 만들어낸
전자공업진흥임시조치안이 정부(상공부)에 제출되었고, 그것이 이후 정부가 제정한 전자공
업진흥법안의

바탕이

되었다(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97:

43-44,

90-93;

매일경제

1967.6.1. “전자공업진흥 임시조치법안 상”; 매일경제 1967.10.18. “전자공업진흥법안 마
련”). 즉, 전자산업 관련 정책을 시행되는데 있어서 국가와 국내자본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이 있었던 것이다(김시윤, 1995: 133).
8개년계획의 수립, 확정을 보고한 대통령 결제문서8)에서는 “수출전락산업”으로서 전자산업
을 규정하고, 69년부터 76년까지 각 연도별 “수출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대통령 비서실,
1969a). 이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의 전자산업에 대한 수출지향성을 잘 알 수 있다. 김동완
(2013: 162-163)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의는 단순한 경제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계량화된 실적을 공표하는 실적주의와 연동됨으로써 국가의 총량적 경제성장이 개별 국민들
의 이해와 동일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9) 계
획에서 명시된 전자산업에서의 수출목표인 1971년까지 “1억불”, 76년까지 “4억불” 달성을
위하여 국내기업들은 국가의 ‘수출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10)
미국의 투자에 의존했던 첫 번째 시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기(1970-72)에는 일본과 국내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게 부각된 시기였다. 1950년대 말까지 한국의 자본축적은 주로 미국
의 원조에 의존하였지만 50년대 말부터 미국의 경기하강과 함께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감
6) 1967년 언론 사설에서 “전자공업개발은 2차 5개년계획의 1차적인 개발전략의 하나이어야 하며 그 적극개발
에는 미국 등의 본격적인 대규모투자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볼 수 있듯이 당시 미국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동아일보 1967.9.20. “전자공업의 본격적 개발”). 이러한 미국의 중요성은 1969년
기준 4개의 100% 미국계 투자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트랜지스터의 95%, 집적회로의 99.5%를 담당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한국산업은행 1970: 415, 424; 윤정로, 1990: 80).
7) 본래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이었으나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8개년으로 연장되었다
(대통령비서실, 1969a).
8) 대통령 결제문서는 대통령과 관료들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다.
9) 박정희 정권기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에 따르면 박정희가 수량적 방식을 선호한 이유는 “수치로 표시
하면, 국민들은 알아보기 쉽다.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수준을 현재와 비교할 수 있고 진행과정도 수량적으
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오원철, 2006: 18; 김동완, 2013: 162 재인용).
10) 1973년부터 수출의 날에 ‘1억 달러 탑(塔) 수상제’를 마련하여 1년 동안 수출실적이 1억 달러를 돌파한 수
출업체는 1억 달러 탑을 시상하게 되었다(매일경제 1973.11.7.“올 수출의 날부터 1억불 탑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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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면서 외자를 충당할 대안을 찾아야 했다(전철환, 1987: 153).11) 이미 1951년부터 한일
양국은 대일재산 및 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가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1962년 박정
희 정권은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시작했고, 1965년 6월 22일에 ‘한-일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고,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
작했다(전철환, 1987: 153-155; 다다시, 2008: 285-287).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하지만, 6.3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반일감정 때문에 일본자본이나 일본기업을 직접 유치하는 것에는 국민
들의 반발이 심하였다. 따라서 재일교포의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선호되었다.12) 수
출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공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1964년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
발법>에 재일교포 사업가들의 “교포재산 반입의 유치”(제2조)가 포함된 사실에서도 재일교
포 사업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자본 유입의 흐름은
전자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68년 10월 상공부, 과학기술처, 경제기획원, 상공회의
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한국무역진흥공사 등이 후원하여 일본에 전자
공업시찰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1968.10.25.“본사주최 일전자공업시찰단의 보고
좌담회”)13)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도 당시 일본이 임금과 지대의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력과
생산부지가 부족해지면서 해외로 출구를 돌려야하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한국진출이
중요하였다(윤정로, 1990: 84).
3.2. 구미국가공업단지 지정 과정의 재구성: 계획합리성과 국가중심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기
이 장에서는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역동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기
존의 지배적 관점에 따라 국가 스케일의 과정을 중심으로, 혹은 국가 관료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구미공단의 조성과정을 설명하는 방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구미국가공업단지는 특정 지역의 경제에 국한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업단지로만 취
급되지 않고, 국내 총 수출의 10%를 담당하는 한국의 국가경제를 대표적인 산업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30여 년 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래 인용된 구미공단
을 제목으로 한 시는 구미공단 준공을 기념하고자 시인 박목월이 1974년에 발표한 것이다.
11) 당시 박정희는 1964년 연두교서에서 "1957년을 정점으로 한 미국원조의 점차적 감소 ... 한국경제의 큰 위
협이 아닐 수 없으며"라며 미국원조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경향신문 1964.1.10.“박대통령 연두교
서 전문”.).
12) 한일수교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사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업문제, 청구권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지
나친 양보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시위인 6.3사태가 발생했고, 박정희 정
권은 서울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6.3.사태 이후, 국가의 입장에서 반일여론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또한 국교정상화 이전인 1963년 1월부터 64년 8월까지 공식적인 통계로 잡히는 재일교포의 재산유
입명목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재산이 2,569만 달러(나일론계: 2,569만 달러, 기계류: 330만 달러)였는데, 이는
1962년 당시 한국의 수출총액 5,400만 달러 중에서 가용외화가 2,000만 달러 미만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
한 액수였다(신이치로, 2010: 54-56). 국교정상화 이전이라서 재일동표 사업가들의 국내 투자가 여전히 어려
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재산반입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통해 당시 정부가 국교정상화 이후
재일교포 사업가의 국내투자를 얼마나 중시 했을지를 추론할 수 있다(신이치로, 2010: 58).
13) 참고로 이미 같은 해 3월 18일일부터 20여 일간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주도로 30여명 규모의 방미 전자
공업 시찰단이 구성되어,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97: 69-70). 비슷한 시기 매일
경제에서는 1968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의 전자공업”이란 제목의 총 8편의 기획기사를 통해서 일
본 전자기업의 기술과 자본의 국내유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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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금오산 기슭의//쓸모없는 낙동강변 3백50만평을//땀과 슬기, 단결과 협조로써//전자
공업단지를 이룩하였다//이것은 보람찬 80년대로//행하는 하나의 디딤돌//하나의 전설//잘살
기를 발돋움하는//민족의지의 표현, 꿈의 실현//조국근대화의 우렁찬 고동//바꿔놓은 지도
위에//찬란한 태양이//영원히 빛나리라”(박목월, 구미공단, 1974)
이 시에서 박목월은 “쓸모없는 낙동강변”으로 불렸던 구미 지역이 “잘살기를 발돋움하는 민
족의지의 표현”, “조국근대화의 우렁찬 고동”이 실현되는 국가경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바
뀌게 되었음을 표현하였다. 시인의 시각은 1976년 9월 구미시 사거리에 구미국가산업단지
를 기념하고, 수출입국을 상징하고자 높이 40m의 ‘수출산업의 탑’14)이 건립되면서 재확인
된다. 이처럼 구미공단은 물질적(“국내 총 수출의 10%”, 수출산업의 탑), 담론적(“조국근대
화의 우렁찬 고동”)으로 국가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과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식되
어 왔다.
이러한 국가스케일 중심적 사고방식은 구미공단의 조성이 국가 전체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와 국가 관료들의 계획합리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근거없
는 믿음과 쉽사리 결합된다. 1969년 공단조성이 시작되기 전 구미는 인구 2만의 소읍에 불
과했고, 쌀과 사과 등의 농산물이 주생산물이었으며, 인근 도시인 대구와 김천에 비해서 발
전되지 못한 지역이었다. 특히, 공단이 조성된 부지는 대부분 논밭이었고, 약간의 야산과 낙
동강변의 저습지로 구성되어 있었다(경향신문 1987.4.28. “한국신도 (20) 구미”; 구미수출
산업공단, 1991: 101-102).15)

14) 이 탑의 휘호인 “輸出産業의 塔”은 박정희가 직접 쓴 것이다.
15) 앞서 인용한 박목월의 시에서는 이 지역을 “쓸모없는 낙동강변”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당시 토지를 넘긴
지역주민들은 불모지나 쓸모없는 땅으로 매도된 것에 대하여 불만이었다. 초기 공단으로 개발된 제1단지 전체
구역에서 야산과 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정도에 불과하였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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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미공업단지 계획도 출처: 대통령비서실 1969.9.8.

구미에 공업단지를 입지한 것에 대해 당시 국가의 관료들은 공단부지 인근에 낙동강이 있어
서 용수원이 풍부하고, 철도(경부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가 곧 놓이게 되고,
농촌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를 대면서, 구미가 공업단지가 들어
서기에 적합한 입지라고 주장하였다. 구미의 입지를 합리화하는 또 다른 일반적 논리는 구
미공단의 주 업종이 전자산업인 점을 강조하면서, 전자산업의 특성상 임해지역에는 염분이
많은 바람이 불어 전자기기의 생산공정에 곤란한 반면 내륙에 위치한 구미는 반도체를 생산
하기에 최적의 입지라는 주장이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08)(<그림 2> 참조). 관련하여
<구미공단 20년사>에 따르면 구미에 전자산업의 공업단지가 조성된 것에 대하여 “임해에서
는 염분이 많은 바람에 의해 부품의 정밀성 유지와 생산공정에 곤란을 준다. 1㎥당 10개의
먼지도 허용할 수 없는 반도체 생산공정은 절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므로 그런 점에
서도 내륙에 위치한 구미공단은 최적의 입지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구미수출산업
공단, 1991: 108). 구미공단 제2단지를 조성하는데 참여한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 안경모도
반도체는 해풍의 영향을 받으면 쉽게 부식되는 약점 때문에 해풍이 들어가는 배로 반도체를
수송하면 안 되고, 비행기를 이용하여 수출해야 했기 때문에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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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미가 선정되었다고 말하였다(안경모, 2004: 182-183).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유영휘(1998)16)는 “1960년대 말 구미지구의
공업입지여건은 결코 유리한 편이 아니었다. ... 전국적으로 이보다 유리한 공업입지조건을
구비한 곳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유영휘, 1998: 243)면서 구미의 입지우위
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공장이 내륙에 입지해야한
다는 논리는 구미공단이 조성된 비슷한 시기 남동임해에 위치한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산요
등의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조립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시 생산공정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윤정로,
1990: 83). 즉, 전자산업을 위한 공업단지여서 내륙인 구미가 최적의 입지로 선정되었다는
논리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설사 내륙입지가 전자산업에 더 유리
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미와 유사한 입지적 이점을 갖춘 다른 지역들이 많은데 왜 하
필 구미가 입지로 선정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된 입지적 요인만으로 답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구미공단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경제로만 연결시켜 바라보는 국가스케일 중심적 시각은 구미
공단이 조성되는 과정도 마치 국가가 합리적으로 주도한 것(전자진흥법 등의 법 제정, 관료
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입지선정)으로 선험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국가 스케일 이외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벌어진 정치-사회적 과정과 행위자들의 역할과 실천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구미공단을 국가중심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공단조성의 추동력을 국가관료
의 합리성으로 국한하여 바라보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스케일에서 활동한 행위자들
간의 갈등, 경합, 타협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이 필요하
다. 다음 장에서는 구미공단의 조성을 둘러싼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3. 구미공단 조성에 관여한 중요 행위자들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역동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구미공단의 조성에
관여한 중요 사회세력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 놓여있
으며, 어떠한 사회-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구미공단 조성에 관여한
행위자들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존재하지만, 본장에서는 공단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박정희, 지역유지, 재일교포 사업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1) 국가스케일 행위자: 박정희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박정희의 고향이 구미라는 사실
때문에 몇몇 논자들은 아주 쉽사리 구미에서 공업단지가 조성된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제
기하기도 한다(유영휘, 1998: 243; 전자공업진흥회, 1981). 하지만 아무리 권위주의 통치의
16) 한국의 공업단지 개발정책 및 개별 단지들의 개발 상황을 집대성한 <한국의 공업단지>(국토개발연구원,
1998)를 저술한 유영휘는 20년 동안 국토연구원에서 공업입지를 담당한 실무자였다는 점에서 유영휘의 저서
는 한국의 공업단지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구미시 학술대회

407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시기라고 해도 통치자의 고향이라는 사실로 국가의 중요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앞선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도 존재한다. 구미공단이 조성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행위자였던 이원만(코오롱그룹 설립자)에 따르면 코오롱 공장(당
시 한국 포리에스텔 공장)을 구미에 건설하겠다고 밝혔을 때 박정희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에 큰 공장을 짓고, 공단이 생기는 것이 자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고 걱정하여 공
장건설에 반대하였다고 한다(이원만, 1977: 359; 구미시, 1994: 234-235). 이 두 입장은
박정희가 구미공단 건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비되는 견해를
제공하지만, 공통적으로 박정희 개인의 의사결정만으로 구미공단 조성을 설명하려 하고 있
고, 그러다 보니 공단조성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과 실천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공히 범하고 있다. 즉,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구미공단의 건설과정에 미친 정치적 영
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스케일의 정치적 지도자인 박정희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
을 준 다른 행위자들은 누가 있었는지, 구미공단의 조성을 둘러싸고 어떤 다양한 생각과 이
해관계가 존재하였고, 이들이 어떻게 서로 충돌, 대립, 혹은 서로 연대하였는지, 그리고 이
러한 과정들이 박정희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행위자들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 박정희는 구미공단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들어간 결재문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17)
공식적으로 전자제품 수출 증대를 위하여 구미지역에 전자공업전문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
이 발표된 것은 1970년 8월 24일 제8차 ‘청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였다(한국수자원공
사, 1994: 600;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997: 131). 그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
업단지 개발에서 구미라는 구체적인 지역이 거명된 적은 없었다. 1969년 1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상공부에서 검토 중인 전자공업진흥8개년계획에서도 수출목표인 1971년의 “1
억불”, 76년의 “4억불”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 전진기지로서 “전자공업수출자유무역지역”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었다(대통령 비서실, 1969a).18) 하지
만 같은 시기인 1969년에 작성된 청와대 비서실의 대통령 결재문서를 보면, 박정희는
1969년 구미공업단지 추진현황(입주희망기업, 단지조성에 필요한 재원, 인프라 건설 현황
등)을 꾸준히 보고 받았고, 나아가 조성방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가령, 재원확보의 방식)을
피력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대통령비서실, 1969c; 1969d; 1969e; 1969f; 1969i;
1969k; 1969o)19).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공업단지 공사현장의 수해피해 마
17) 유영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 공업단지 개발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기록상 없다”(유영휘, 1998: 243)고
지적했는데, 과연 그러한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1960년대 정부문서가 공개되면서 구미공단과 관
련된 대통령 결재문건이 여러 건 발굴되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1960년대 국가의 지역정책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사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기존의 공식적인 구미
공단관련 문헌에서는 구미공단 조성과정에서 박정희의 역할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자료가 전무했고, 단순히 박
정희의 고향이기 때문에 공단조성이 가능했다는 식의 해석이 만연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판단과 관심이 드
러나는 대통령 결재문건은 주목할 자료이다. 공업단지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방법론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
박정희 연구는 그의 연설문 혹은 측근의 회고록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연설문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언술로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박정희의 내밀한 의사결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측근의 회고
록도 박정희의 생각을 측근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박정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18) 이 계획은 같은 해 6월 19일에서야 확정, 공고되는데 최종적으로 공고된 계획에서도 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
적인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매일경제 1969.6.19.“76년도에 4억불 수출목표”; 대한민국정부, 1969: 4175).
이 계획이 나오기에 앞서서 1967년 상공부는 내부적으로 전자제품자유무역지대를 계획한 바 있었지만 구체적
인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매일경제 1969.2.20. “임해수출산업자유지역 구상윤곽과 문제점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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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직접 보고를 받을 정도로 구미공단의 조성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사실이다(대통령비서
실, 1969n). 그런데 1969년 당시만 해도 구미에서의 공업단지조성은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인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일반단지 사업에 불과하였다(유영휘, 1998: 53-54).
1960년대 후반까지도 구미지역 공업단지의 건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어
서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출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의 대통령 결재문건에서 드러나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에서 추진
되는 공단건설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는
상징성과 애향심의 발로로 추정된다.20) 그런데, 구미공단의 조성과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애
향심이라는 요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60년대 말까지
만 해도 구미공단 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하였고, 70년대 초에 들어서야
비로소 구미공단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사
실을 넘어서는 정당화의 논리와 과정이 필요했다. 이 부분에서 박정희라는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 외에 다른 공간적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구미의 로컬 행위자: 지역유지
이 절에서는 구미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기까지 구미 지역에서는 어떤 행위자들이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Cox and Mair(1988)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형성된
사회-공간적 관계에 자신의 생존과 재생산을 의존하고 있는 장소의존적 행위자들은 지역경
제의 부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시도할 수 있다. 구
미에서 장소의존적 행위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 계기는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

발조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서울 구로동에
조성되기 시작하고, 68년 2월 울산에 석유화학단지가 설립되자 각 지방마다 공업단지를 유
치하려는 열망이 일어났고, 구미도 예외는 아니었다(유영휘, 1998: 49, 243; 한국전자주식
회사, 1985: 64-65쪽).
1960년대 말 경상북도가 지방공단의 건설을 추진할 때, 경상북도 내 여러 지역이 경쟁하였
고, 이 과정에서 구미의 지역유지 50여명도 공개적으로 구미지역에 공단을 유치할 것을 요
19)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기 대통령 결재문서에 담겨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결재문건은 단순히 박정희의 생각만이 담긴 것이 아니
라 문서를 보고하는 관료들의 의사도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역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재문서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결재문건의 분류 및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자료 자체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20) 박정희 정권은 국가주도 산업화에 필요한 단기적인 행정관료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 보다 영남
출신 엘리트를 우대하는 지역차별적 엘리트 충원방식을 사용하였고, 동시에 효율적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과
투자를 영남지역에 집중하는 공간적 선택성을 보여주었다(Park, 2003; 손정원 2006). 게다가 영남지역에서
형성된 친정부적 지역주의와 그로 인한 선거에서의 지지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하지만 영남 보다 더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구미라는 지역의 로컬(local)한 이
익을 영남이라는 스케일의 장소적 이해와 동일시하여 구미라는 지역에 관심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60
년대 말의 구미는 인구 2만 명의 소읍으로 투표의 영향력(voting power)이 크지 않았으며, 게다가 구미에 조
성될 공단을 둘러싸고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경상북
도에서의 정치적 지지의 정합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미라는 지역의 로컬한 이해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 계산으로는 박정희 대
통령이 구미공단에 보여준 관심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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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데, 이들 로컬 행위자들 중 대표적 인물이 장월상이었다. 경북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지주였던 장월상은 농지개량조합장이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 구
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 조합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다(서현진, 2001: 196;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04n0538a&ref=2#ID2).

장월상

은 단순히 지역경제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선산21)지구당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지
역사회에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이처럼 그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일 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박정희와 구미보통학교 동기라는 사실도 관련되었다(동아일보
1974.08.17.). 후술하겠지만 박정희와 동기라는 사실은 공단유치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장월
상이 박정희에게 접촉된 것은 확인된 바는 없더라도, 공단유치를 둘러싼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의 경합과정에서 구미가 이기기 위한 연대의 공간을 구성하는 데 적극 활용된다.22)
그런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하에서 이들 지역에 뿌리를 둔 장소의존적 행위자들은 그 보다
더 큰 공간적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가령, 국가관료)에 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자
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23) 따라서 많은 경우, 이들 로컬 차원의 행위자들은 더 큰 공간
적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지닌 자원과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장소의존적 이익을 지키려
는 스케일의 정치를 조직하게 된다. 구미의 경우에도 지역의 행위자들은 구미공단을 유치하
기 위해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일의 정치에서는 여러 공
간적 스케일의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중
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구미공단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다중스케일적 행위
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재일교포 사업가와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활동
에 초점을 둔다.
3) 다중스케일적 행위자: 재일교포 사업가, 국회의원
앞서 언급했듯이 한일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자국의 노동비 상승과 생산부지
의 부족을 이유로 한국 진출을 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만으로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경제활동을 한 행위자들의 역
할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교정상화 직후 한일간 경제활동에서는 재일교포 사업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구미공단이 조성되는 데 있어서도 재일교포 사업가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대표적 인물이 한
국 도시바를 설립한 곽태석이다. 곽태석은 1921년 경북 선산군 해평면(지금의 구미시에 속
함)에서 출생하여,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중앙대학 상과를 졸업하고, 1948년 27살에
21) 본래 선산군에 속한 구미면은 1963년 구미읍으로 승격된다. 1978년 2월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이 합쳐져
구미시로 승격, 분리되었다. 1995년에는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져 도농통합형의 통합시가 되었다. 결국, 상
위 행정명만 선산에서 구미로 바뀌고, 본래 선산군의 지리적 규모로 돌아왔다. 이를 통해서 본문에서 선산과
구미를 동일한 장소의존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무리가 없겠다.
22) 장월상은 이후 한국전자공업공단이사, 대신토건주식회사의 대표이사회장, 경북경영자협회 초대회장 등을 역
임하면서, 구미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인물로 활동하였다(매일경제 73.2.7.“장월상씨 취임”; 동아일보
1974.8.17.“육여사빈소 각지방표정”.; 1978.4.6.“내일 6회 보건의 날”; 경향신문 1986.3.28.“장월상 대신전연
회장 경북경영자협 초대회장에”).
23) 다시 강조하지만, 당시 구미는 농업이 주력산업이었고, 인구 2만 명 수준의 소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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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택시를 설립하였다. 1957년부터 전자공업용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광양정밀을 설립하면
서 전자산업과 인연을 맺고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53-54). 1965년 한일 국교가 재개되고, 외자도입법이 제정되면서 다른 재일교포들과 마찬
가지로 그도 모국으로의 진출을 원하게 되었고,24) 1966년 서울시 구로에 한국수출산업공단
이 설립되자 공단에 입주하여 싸니전기를 설립하였다(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55-56).
당시 경제발전에 몰두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징
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재일교포 사업가들이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특히, 당시 한일
수교를 체결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있었던 상
황에서 모국을 위해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재일교포가 국내 진출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윤정로, 1990: 81). 이처럼 경제발전에 있어서 재일교포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이
들은 국가관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곽태석도 국가스케일 행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고, 일본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초국가적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재미교포 사업가들은 그들의 경제활
동이 지닌 초국가적이고 다중스케일적인 성격 때문에 국내 사업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스케일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는 국가관료의 입장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
종 있었다. 재일교포 사업가의 입지선호는 국가스케일의 이해관계에 국한되기 보다는 그 보
다 로컬한 장소와 지역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고향에 투자를 하려는 경
향이 있었다(동아일보 1960.12.11. “재일교포들은 국내투자를 바란다”.).25) 곽태석도 자신
의 고향인 구미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 하였다.26) 박정희와 고향이 같다는 점은 다른 재일교
포 사업가보다 곽태석이 박정희에게의 보다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처럼 일본에서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스케일을 자유롭게 뛰어넘으며
한국의 국가경제와 동시에 지역경제(구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곽태석을 다중스케
일적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원만이란 재일교포 사업가도 중요한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였다. 이원만은 경상북도 영일
출신으로, 1933년 일본으로 건너가 1937년 아사히피복주식회사를 창립하고, 1945년 광복
과 더불어 귀국하여 대구에 직물공장인 경북기업을 창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24) 1960년 12월 11일자 <동아일보>는 “재일교포들은 국내투자를 바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일교포 사업가
들을 인터뷰하였는데, 인터뷰에서 당시 재일교포들은 한일 국교정상화가 안된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자신들의 재산반출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25) 재일교포 사업가들이 한국에 투자하려는 주요 목적이 이윤추구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들을 인터뷰한
신문기사(동아일보 1960.12.11.“재일교포들은 국내투자를 바란다”;경향신문 1965.2.17.“모국의 공학도 기르
러, 매년 120명에 장학금”; 1967.4.29. “성장하는 모국과 교포”)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에서의 높아진 노동비에 대한 압박도 작용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
후 국가재건에 기여하고 싶다는 애국적 정서와 특히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장소애착
(Tuan, 1979)이 자신의 고향에 투자를 하려는 중요한 동기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재일교포 사업가
들을 인터뷰한 나가노 신이치로는 “특필할만한 점은, 가족과 함께 쓰라린 고생을 하며 절약해서 모은 재산을
고향 또는 조국을 위해서 쾌척하는 기업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한국인 특유의 ‘금의환향(錦衣還
鄕)’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2010: 16). 앞서 국가스케일 행위자로서 박정희가 구
미에 공업단지가 건설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또한 반드시 정치경제적 동기(지지기반의 공고화)로만 환원하
여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재일교포의 고향선호와 비슷한 취지에서 볼 수 있다.
26) 곽태석을 인터뷰한 매일경제(1969.9.20. “변모하는 재벌등기 (74) 한국도시바”)에서는 “경북 선산에서 태어
난 곽씨는 일본에서 30여 년 간이나 살아왔지만 그의 고향에 묻히고 싶은 심정으로 선산에 꼭 공장을 세워보
겠다고 벼르고 있던 집념의 사나이”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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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다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와중에 당시 개
발된 나일론 원사를 한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1957년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대구에서 한국
나일론을 설립하였다.27) 1960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참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고, 1963년 대구 동구에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이원만, 1977; 신이치로,
2010: 40-41). 이처럼 재일교포 사업가 출신인 이원만은 경상북도와 대구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성공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장소의존적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초국가적인 사업성공을 바탕으로 국가경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중스케일적 행
위자이기도 하였다. 박정희를 비롯한 국가관료와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1963년 1월 8일
재계인사들과 박정희(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와 가진 경제간담회에서 이원만이 외자도
입과 수출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을 박정희가 인상적으로 듣고서 이후 최고회의 의장실에 초
대하게 되면서였다(이원만, 1977: 264; 코오롱, 1998: 121-122; 이상철, 2012: 225). 이원
만은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전용공업단지의 설립을 박정희에게 제안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1963년 이원만은 국내 첫 수출공단인 구로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창립위원회 위
원장을 맡게 되었다(이원만, 1977; 신이치로, 2010: 42-44).28) 이러한 이원만의 다중스케
일적 역량은 이후 구미공단 조성 과정에서도 국가스케일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중요한 다중스케일적 행위자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주민들의 지지
를 바탕으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형성된 사회-공간적 관계에 장소의존적 이
해를 가진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입법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통
하여 국가스케일의 정치-사회적 과정에 깊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지역과 국가 스케일을 오
가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다중스케일적 특성은 구미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봉환에게도 확인된다. 김봉환은 1921년 경상북도 선산군(지금의 구미)에
서 출생하여 일제강점기부터 경기도에서 지방공무원을 시작하였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63년부터 76년까지(제6대~9대) 구미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
펴보겠지만 김봉환은 구미공단 조성과정에서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과 더불어 재일
교포인 곽태석과 함께 국가스케일 행위자인 박정희를 구미지역의 로컬 행위자들에 연결시켜
주는 중간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구미의 로컬 행위자들이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들과 연
대의 공간을 형성,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3.4.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을 둘러싼 다중스케일적 역동성
지금까지 구미공단 조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그들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이들 사회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
을 통하여 구미공단 조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미공단 제1단지의 조성을 추진한 사업주체는 경상북도와 한국전자공업공단으로 나뉜다.
경상북도는 총면적 4,330천㎡의 지방공업단지(또는 일반단지로 불림)를 조성(1969년 3월
27) 이 공장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날의 코오롱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코오롱은 당시 한국 나일론(Korea
Nylon)의 영어 두 문자를 딴 것이다.
28) 이러한 공로로 인해 이원만은 1968년에 대통령상, 1977년에는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1994년에 이원
만이 타개하자 정부는 금탑산업훈장을 추서하였다(코오롱, 1998: 122; 매일경제 1994.2.18.“고이원만 명예회
장에 금탑산업훈장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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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73년 12월 완공)하고, 한국전자공업공단은 총면적 6,090천㎡의 국가공업단지(또는 전
자단지로 불림)를 조성했다(1971년 11월 착공, 73년 11월 20일 준공). 이후 이 두 단지는
1973년 6월부터 공업단지관리청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국가단지로 불리게 된다(유영휘,
1998: 245). 제1단지가 착공된 1969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구미공단이 4개 단지로까
지 확대되어 국가공업단지로 건설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29) 또한 경상북도의 일반
단지와 한국전자공업공단의 전자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건설, 완공되었지만, 이 이웃한 두
산업단지 사이에 긴밀한 연계라던가 건설시기, 과정, 방식에 대한 엄밀한 계산과 조율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상북도에 의해 지방공업단지가 먼저 조성되지 않았다면, 전자단
지는 건설되기 어려웠다. 즉, 구미국가공업단지는 국가의 면밀한 주도하에 깔끔한 마스터플
랜에 기반하여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우발
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먼저, 경상북도가 사업의 주체인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과정을 살펴보자. 처음부터 경상북도
는 구미를 지방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 당시 경상북도는 공단개발예정지로 월성
군 안강면(현재 경주시로 편입)을 고려했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구미의 지역유지들은 구
미에 공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미읍사무소에서 1969년 1월 3일 선산군수 박창규를 포함
한 50여 명의 지역유지를 규합하여 ‘구미공단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농지개량조합장
인 장월상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한국전자15년사 65-66; 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0).
공단설립추진위원회는 구미가 공단입지로서 최적지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담긴 건의서를 경
상북도에 5-6차례 전달하였다(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66). 이 건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구미에 공단유치가 타당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첫째, 경부선 철도가 경유하고,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갈 예정이다. 둘째, 낙동강을 끼고 있어 공업용수를 무진장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셋째, 구미를 중심으로 반경 40km 범위 내에 풍부한 노동력 풀이 존재한다. 넷째,
침수지, 구릉지, 갈대밭이 무성하여 농업용으로 부적당한 유휴지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
로 용지매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66). 이러한 구미공단설립 타
당성 근거는 그 동안 국가의 공식적 자료에서 구미공단의 설립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와 매
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그 동안 유력한 입지후보였던 월성군 대신에 구미
에 지방공업단지가 들어섰다고 설명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임을 고려한 경상북도청의 정치적 고려가 구미로 입지를 변경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미공단설립추진위원회’의 장월상 위원
장은 박정희와 보통학교 동기라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택식 경상북도지사를
압박하였다. <구미공단20년사>에 따르면 장월상은 양택식 도지사를 설득하는 와중에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고향이 발전한다면 각하인들 싫어하겠습니까”라는 말을
통하여 구미가 대통령의 고향임을 강조하였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0). 장월상이 박
정희의 보통학교 동기라는 사실은 이미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고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63년 10월 19일자). 권위주의적
통치상황에서 이러한 압박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결국 경상북도는 월성군이 아닌 구미에 공
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된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0; 유영휘, 1998: 244). 이
29) 현재까지 4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제 5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이는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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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역유지로 대표되는 장소의존적 행위자들의 공단유치를 위한 대정부 로비가 공업단
지의 조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결정만으로 공단조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면 당시 공단조성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이 취약하였고,
이를 보완할 중앙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 또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 시도지사가 조성한 지방공단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입주기업체에
선분양금을 받고, 부족분은 지방정부 재원을 동원해서 개발해야만 했다(유영휘, 1998: 54
).30) 경상북도 또한 도로와 같은 일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수준의 사업만을 할 정도였고,
원지분양에 따라서 입주업체가 스스로 부지를 조성하여야 했다(대통령 비서실, 1969k; 경상
북도, 1969; 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31). 이렇게 지원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업단지의 건
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고, 경상북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1969년
중앙정부에 정부보조 3억원과 재정융자 2억9천만원을 건의하기도 하였다(경상북도, 1969:
7). 1964년 당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조성되었지만, 일반단지는 이 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었고, 1971년 전자단지가 조성되면서
비로소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대통령 결재문서에 따르면 공단조성이 1969년 3월에 시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구미공단을 수출공업단지와 일반공업단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지정할 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대통령비서실,
1969f). 또한 토지개발에는 유용하지만 국가의 재정지원 기능이 없었던 <도시계획법>(1962
년 제정)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조세 및 재정지원의 강화조치가 담긴 <지방공업개발
법>도 1970년에야 제정된다는 점에서 1년 전인 1969년에는 이 법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유영휘, 1998: 53). 더불어 <전자공업진흥법>은 1969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지만, 이 또
한 경상북도청이 조성하던 일반공단에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전자공업공단이 조성하던 전자
단지부터 적용받게 되었다. <구미공단20년사>에서는 공단조성 과정에서의 무계획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구미에 공업단지를 건설하고자 의도했던 60년대 말 당시에는 반드시 전자단지로 한정된
의미가 아니었다. 즉 막연하게 공업단지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나
라에도 전자공업을 육성할 전문단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구미공단이라는 특
정한 의도는 없었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41).31)
즉, 오늘날 인식하듯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은 적어도 구미 제1단
지 조성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지역유지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공
단조성에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구미공단의 조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재일교포
30) 1960년대 후반기에는 토지 투기붐이 있어서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지만, 1970년대 들어와서는 붐이 가라앉
게 되고, 기업들의 참여도 감소했다(유영휘, 1998: 54). “구미공업단지추진현황”보고서(대통령비서실, 1969d)
에 따르면 단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입주자는 676백만원(용지매수대, 전기, 통신), 경상북도(국고보조 또는
지방특별교부세)는 594백만원(도로, 배수 및 오수처리, 관계용수), 한국전력이 108백만원으로 입주업체가 부
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31) <구미공단20년사>에서는 본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은 공단조성 과정의 복잡성 때문인지 다른 지면에서는
구미공단이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과 <전자공업진흥법> 간의 제도적 상호영향 속에서 조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93).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들은 전자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70
년대에서야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1969년 경상북도에 의해 일반공단으로 구미공단을 조성되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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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이었다. 그림 2는 1969년 9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문건에 포함된 구미공업단지
계획도인데, 이를 보면 ‘도시바’라는 일본계 기업이 구미공단에 입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
다. 여기서 ‘도시바’는 곽태석이라는 재일교포 사업가가 설립한 ‘한국도시바’를 지칭하는 것
으로, 이 예에서 보여지듯이 재일교포 사업가들은 구미공단에 공장을 설립함을 통해 중앙정
부로부터 공단조성에 대한 결정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
재일교포 사업가 중에서 단지조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행위자는 한국도시바를 설립한
곽태석이었다. 일찍이 곽태석은 구미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봉환을 매개로 1967년 2월 청
와대를 방문하여 박정희와 인연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정희에게 전자공업을 육성하
고 발전시킬 것을 건의하고, 일본 도시바와 합작하여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설립을 피력하
였다(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0). 32) 박정희와의 접견 후, 일본으로 간 곽태석은 김동조
주일대사, 민충식 공사33)와 함께 일본 도시바 도코우 도시오 사장을 면담하였고, 게르마늄
트랜지스터 생산설비 차관과 기술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성사는 곽태석이
그동안 일본에서 광양정밀을 운영하면서 사업파트너로서 일본 도시바와 쌓은 신뢰 때문에
가능하였다(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0-81). 이어서 1969년 1월 장월상을 비롯한 지역유
지들이 공단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부터 구미에 공단이 착공될 때, 김봉환 의원과 상공
부 광공차관보가 선산으로 현지답사를 다녀온다(대통령비서실, 1969b). 1967년 박정희와
곽태석의 만남에 합석하고, 69년에는 상공부 관료와 현지답사를 동행한 정황들을 볼 때, 김
봉환은 국가와 지역 스케일에 동시적으로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사회-공간적 특성
을 활용하여 재일교포 기업가라는 초국가적 행위자와 중앙정부 그리고 구미 지역의 로컬 행
위자들을 연결시켜 구미공단의 조성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으로 보여진다. 이어서 1969년 4월 15일 일본 도시바의 히라가 준지 부사장이 내한하여 합
작투자가 최종 결정되고, 1969년 7월 20일 부지 15만평을 분양받아 9월 10일 한국도시바
의 구미공장 건설이 시작되었다(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2).34)

32) 경향신문 1967년 8월 2일자에서는 곽태석이 경북 선산에 트랜지스터 공장을 건설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공장설립 보도가 지역에 알려진 것이 1969년 1월 구미 지역에 공단설립추진위원회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3)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은 외자 유치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민충식 공사는 한일합섬의 아크릴 섬유
공장 증설에 대한 가능성 조사결과를 박정희에게 보고하기도 였다(대통령비서실, 1969l).
34) 합작 투자 비율은 일본도시바 70%, 곽태석 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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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완공 후 한국도시바 공장 전경(1971년) 출처: 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3
다음으로 구미공단에 한국포리에스텔35) 공장을 세운 이원만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본래 대구에서 경영하던 나일론원사 공장이 있던 지역 일대가 주택지가 되면서 대규모 공장
을 짓기 어렵게 되면서 생산의 확장을 위해 다른 입지를 모색해야 했다(코오롱, 1998:
174). 그리하여 경북 영천에 공장을 세우려다가 경상북도가 구미로 공단조성을 최종결정하
면서 새 공장부지로 구미를 결정하였다(매일신문 2011.3.31.“김종욱의 박정희 이야기 (20)
태어나서 자란 곳, 구미 (하)”; 2011.11.04.“경북의 혼, 제6부 하면 된다 정신 <4> 박대통
령과 구미산단”). 앞서 논하였듯이, 이원만이 공단설립을 앞두고 박정희를 만났을 때, 박정
희는 자신의 고향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이원만은
직접 공장입지를 확인하고, 구미에 공장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이원만, 1977; 구미수출
산업공단, 1991: 111). 그리하여 1970년 3월 18일 일일생산 20톤 규모의 한국포리에스테
르 공장이 기공된다. 그런데 공장이 세워질 부지 25만 평 대부분은 야산과 구릉으로 이뤄졌
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곳이 공장지대로서 입지조건이 좋아서 공업단지를 세울 계획이 있
었지만 당시 토건기술로는 야산이 있는 구미에 공단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제외되었었다.
하지만 한국포리에스텔은 직접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을 깎아 계곡을 메워서 부지를 조성하
여, 1971년 3월 18일 공장이 준공된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11; 코오롱, 1998: 175).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재일교포 사업가들이 구미에 공장을 건립하던 시기가
공단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자
15년사>에서는 “공사 당시는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면 공사장으로 들어
가는 길이 진흙탕이 되어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에 심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근처 웅덩이와 논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가며 공사를 진행해야만 했다”고 기
술하고 있다(한국전자주식회사, 1985: 67). 1969년 11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대통령 보고
35) 3대 합성섬유로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가 있는데, 코오롱은 대구 공장에서는 나일론원사를 생산하였고,
구미에서 폴리에스터원사를 생산하였다(코오롱, 199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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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여전히 용지매수가 진행 중(100만평 매수 완료, 20만평 추가 매수 필요)이며, 상수
도 공사는 70년 5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취수장은 55% 진행되었고, 69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도로공사는 70%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다(대통령비서실, 1969o). 이처럼 기본적
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재일교포 사업가들이 공장건설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
이었을까? 서현진(2001)은 곽태석이 공장 설립을 서두른 이유에 대하여 지역유지인 장월상
의 “밀어붙이기식 공단유치작전”(2001: 196)을 지원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당시
어떤 공단이 유치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곽태석과 이원만은 자신들의 공장을
세움으로써 지역유지들과 더불어 중앙정부로부터 공단건립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고 생각했던 것이다. 관련하여 유영휘는 한국도시바, 한국포리에스텔, 윤성방적 등이 “자진
해서 구미에 기업체를 세움으로써 단지유치에 중요한 일조를 했다”고 평가하였다(유영휘,
1998: 244). 구미 제 2단지를 조성하는데 참여한 수자원공사 사장 안경모도 “이미 코오롱
의 섬유공장과 제일제당의 사탕공장이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그것
을 기반으로 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면서 기존 공장들의 입지가 제2단
지 유치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안경모, 2004: 183).36)
이들 재일교포 사업가들은 구미가 대통령인 박정희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 하에 구미에 공장을 건설한 것으로 보인다. 재일교포 사업가들의 국내 투자
가 어느 정도는 고국에 대한 향수와 애향심에 의해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에
서 성공한 기업가로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가지고 무턱대고 한국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
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인건비 차이, 산업구조의 차이 등과 같은 각종 경제적 여건의 차이
를 냉정히 판단하여 한국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이러한 경제적 비교우위의 존재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
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정치-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여건은 투자대상국의 시장적 조건이 누구나 예측가능한 안정적인 제
도적 상황이 제공될 때 조성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정치-제도적 안정성이 취약한 신
생국이나 저발전국에서 발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부분의 저발전국의 경우에는 해외 자
본이 정치적 권력으로 부터 투자에 대한 정치적, 법적, 제도적 지원과 후원을 얻어내는 상
황에서 조성된다. 재일교포 기업가들도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 해외투자패턴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들의 투자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
임없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 대한 투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될 수
있다.
일찍이 1967년 곽태석은 박정희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생산공장을 구미에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1969년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일반단지 조성은 국가가 추진한 전자공업육성의 일
환으로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구미의 일반단지에 한국
도시바 공장이 설립된 것은 이후 전자공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전자단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던 일본기업
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26). 또한, 이원만이 세운 한국포리에스텔 공장으로 인해 기존에 수입해오던 폴리에스터원
36) 구미시(1994: 238)와 구미문화원(2005: 849)의 자료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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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규모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한국섬유산
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구미공단의 제1단지에 더 많은 섬유업
체들이 입주하게 되어 제 1단지가 오늘날의 대표적인 섬유공단이 될 수 있었다(코오롱,
1998: 176; 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41).37)
재일교포 사업가들의 이러한 전략적 행동은 실제로 국가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정희는 1969년 구미에서 일반단지가 조성되는 상황을 지속
적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특히, 일반단지가 착공된 4월 이전인 3월 4일에 도시바가 구미에
공장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고, 일본도시바와의 합작에 필요한 행정상의 외국
인투자인가를 받는 상황과 일본으로부터 출자금 송금상황을 포함하여 일개 공장 설립에 필
요한 사안들을 매우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1969b;
1969g; 1969q; 1969h; 1969l; 1969m).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경상북도 시찰길에 한
국도시바 공장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곽태석과 면담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곽태석은 공장건
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박정희에게 정부지원을 요청하였다(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3). 오원철은 박정희의 한국도시바 공장건설현장 방문을 계기로 구미공단 조성사업이 본격
화되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한국전자주식회사, 2000: 83).
이후에도 박정희는 1970년 4월 2일에 구미공단을 시찰하였고, 71년 3월 18일에는 한국포
리에스텔 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하면서 구미공단에 대한 관심을 보다 공개적으로 표출하였
다. 즉, 구미지역의 장소의존적 행위자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재일교포와 같은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들의 노력과 실천의 산물인 공장(한국도시바, 한국 포리에스텔)이 건설되는 것을 계
기로 박정희가 구미공단에 직접 현장방문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구미공단에 대한 관심을 표
출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단조성에 있어서 국가기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1970년 8월 24일 상공부는 청와대의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전자공업
수출단지를 구미에 조성하기로 결정하게 된다(유영휘, 1998: 244; 동아일보 1970.8.24.“구
미에 전자수출단지 외자유치위해 내수용허가, 세제지원검토”).
4. 결론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구미공단 조성과정의 다중스케일적 역동성을 분석함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발전주의 국가의 사회-공간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미공단이 성립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제1단지의 조성에 중요한 영향
을 주었던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
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스케일의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
은 자신의 고향의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는 있었으나,
합리적 명분 없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국가 수준의 산업단지를 구미에 건설하는 것에
는 주저함이 있었다. 둘째, 구미의 지역유지들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던 지방공단 조성사업을
구미로 유치하려 노력하였고, 이 때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적절히 활
용하여 입지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려 하였다. 셋째, 한국과 일본 모두에 사회적 관계망을 가
37) 당시 일부 업체(선경합섬, 대한화섬, 삼양사)에서 폴리에스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국내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이었다(코오롱, 199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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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던 재일교포 사업가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
통령의 고향인 구미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자신의 한국내 사
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넷째, 구미지역의 로컬행위자들과 재일교포
기업가들의 활동은 구미지역에 전자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이는 경상북도가 일반공단으로 추진하던 구미공단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공단으로 조성하도록 이끌어내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구미공단의 조성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부 관료 등과 같은 국가스케일의
행위자만큼이나, 구미지역의 로컬행위자들과 재일교포 기업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였
음을 이해할 수 있다.38)
이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에서 발전주의 시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던 과정은 결
코 국민경제와 국가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관료와 정치지도자의 합리적 판단
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장소의존적 이해를 가진 행위자, 재일교포 사업가
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과 국가적 스케일 모두에 연결되어
활동하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 등과 같이 국가, 지역,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여러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중스케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발적이면서 역동적으로 만들어낸 것
이라고 주장한다. 발전주의 시기 한국의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설명하던 전통적 방식들은
국가 관료의 역할과 그들의 계획합리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 연
구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스케일의 과정이나
국가 관료들의 입장만을 참고해서는 안 되고,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고 구성되는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 과정과 권력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목했던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리적 스케
일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들과 이들의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부정할
수 없지만, 더 나아가 다양한 스케일에 존재하는 행위자들 중에서 어떤 행위자가 특정 현안
을 둘러싸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혹은 스케일의 정치를 시도한 이전과 이후에 특정 행
위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다중스케일 연구가 모든 행위자들이 중요하다는 식의 과도한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당사자 인터
뷰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60년대 당시, 의사결정에 관련되었던 인물들이 대부분 사망하
여 인터뷰는 불가능하였다. 대안적으로 이들의 행위를 기록한 문헌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
통령 결재문서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다른 행위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문헌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기록원, 국회도
38) 지역유지들과 재일교포 사업가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경상북도가 애초에 조성하려 했던 일반공단과 더불어
현재 구미공단의 또 다른 한축을 이루는 한국전자공업공단이 조성한 전자단지의 조성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애초에 경상북도가 추진하던 일반공단에 포함되어있던 곽태석의 한국도시바는 1971년 전자단지의 조성이 시
작되면서 전자단지로 편입이 되고(구미수출산업공단, 1991: 126), 곽태석은 1971년 8월 구미공단 조성을 목
적으로 세워진 한국전자공업공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다. 곽태석과 더불어 경상북도청이 추진한 일
반단지의 조성에 큰 역할을 했던 지역유지인 장월상은 한국전자공업공단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을 거쳐
한국전자공업공단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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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지방정부의 문서보관소, 지방언론의 신문기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자료의 전
자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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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위험사회’
한국
Ⅲ. 연구 목적

사회적 자본 축적

봉건사회

19C

산업사회

위험사회

재화의 분배
사회계급
필요의 유대
평등의 이상
적극적 목표
좋은 것의 획득

위험한 것의 분배
개인화된 사회
불안한 유대
안전의 이상
소극적/방어적 목표
최악의 것의 예방

3

1. ‘초위험사회’
한국
Ⅲ. 연구 목적

사회적 자본 축적 실패
20C
봉건사회

산업사회

초위험사회

재화의 분배
사회계급
필요의 유대
평등의 이상
적극적 목표
좋은 것의 획득

위험의 하청
개인화된 사회
신뢰의 상실
안전의 이상
소극적/방어적 목표
최악의 것의 예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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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위험사회’
한국
Ⅲ. 연구 목적

한국사회 위험의 특징
-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근대화의 내재적 결함
에 의한 위험의 복합성
-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
-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많은 가치들을 희생시킨 방식의 근대화가
위험사회를 가져온 구조적인 원인
- 신뢰의 상실(이해당사자들의 유착)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소통의 실패

5

1. ‘초위험사회’
한국
Ⅲ. 연구 목적

난개발
• 산업단지와 거주지역 인접
• 구미불산 누출사고
‘공적신뢰’ 부재
• ‘조직화된 무책임성’
•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남양주
지하철공사 사고
‘안전’ 보다 ‘효율
• ‘빠르게 빠르게’ 부실양산
• ‘위험’의 하도급: OCI군산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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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위험사회’
한국
Ⅲ. 연구 목적

‘초위험사회’ 한국 주요 문제
-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대기오염(PM10, PM2.5, PAH, VOC, NOx, SOx),
수질오염(녹조), 해양오염(원유유출 등)
- 생태계 문제: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 화학안전문제: 화학사고,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계란, 농약함유 꿀,
인조잔디, 염색, 탈취제
- 가축전염병 문제: 구제역, AI 방역을 위한 살처분정책
- 산림병해충 문제: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

7

2. 화학사고
해외사례
Ⅲ. 연구
목적

세베소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어린이 피부병(출처: http//blogs.fanbox.com)
1876.7.10, 반응기 내부 과압으로 안전밸브가 열렸고, 다량의 염소가스와 다
이옥신 2kg유출. 세베소지침 1,2,3을 만들어 관리하는 계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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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사고
해외사례
Ⅲ. 연구
목적

인도 보팔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MIC누출사고현장(좌)과 사망자 모습(우)
1984.12.2 밤 11시, MIC(methyl isocyanate) 누출되어 인근지역 3,800명 즉사
미국은 1986년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9

2. 화학사고
해외사례
Ⅲ. 연구
목적

스위스 바젤 Sandoz 화재, 소방수 라인강 유입으로 물고기 떼죽음
(자료: eawag, 2008)
라인강 상류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Sandoz 화재 발생, 창고에 1,300톤에 달
하는 90여 종의 화학물질이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한 다량의 물과 함께 라인
강으로 유입되어 사고지점 하류 400km까지 저서생물 사라짐. 관리당국의 솔
직한 발표와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수관리에 많은 피해 발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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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사고
해외사례
Ⅲ. 연구
목적

11

2. 화학사고
해외사례
Ⅲ. 연구
목적

화학사고 해외사례 시사점
- 세베소 사고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세베소 지침을 만들어 화학사고에 대
한 지역사회 대비체계를 구축
- 세베소 지침은 현재 까지 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 주변지역 토지이용 등
사고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음.
-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미국의 화학사고에 대한 법제도화가 마련되기
시작하였음. 특히 보팔사고가 거주지역 인접한 곳에서 발생되어 많은 피
해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알권리 및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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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국내목적
사례
Ⅲ. 연구

•
•

화학사고 발생원인을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 규정 미준 수 등 인적인 요인이
88%,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비요인이 10%,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2%로 나타남
작업자 부주의는 중소기업에서는 보유 전문인력 부족, 취급시설 보수공사자 숙
련도 부족 등이 원인이며, 대기업에서는 하도급으로 위험이 하도급 되어 최고 경
영자 관심 저하, 하도급의 부정적 효과(하도급계약 특성상 촉박한 시간, 야간작업,
근로자 과로, 관리자 미선임 등) 등이 원인임.
2%
10%
설비요인
인적요인
불가항력적요인

88%

13

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사고일시/장소

2013.1.27 13:22/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내용

불산탱크 밸브에서 액상 불산 누출, 1차 작업, 불산 재차 누출,
2차 작업 실시, 공기배출용 송풍기 설치

피해상황

1명 사망, 4명 부상

사고원인

케미컬공급장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가동정지, 안
전조치 실시 후 작업하지 않고 불산탱크 하부 누출 방지 조치
작업중 누출된 불산에 노출

문제점

1) 늑장신고 및 ‘위험의 하도급’
2)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작업중지 규정 위배
3) 송풍기로 외부로 배출

교훈

1)즉시 신고 필요성 대두되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반영
2)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중요성 확인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에서 관련 규정 강화
3)’위험의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 인식으로 관련 규정 강화
4)기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대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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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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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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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국내사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3.
인근
식물불소농도로
추정한
Ⅲ. 연구
목적대기 중 불소농도(2013.2.7)
시료번호. 식물종류
식물체내 불소농도(mg/kg)

F1. 소나무
318mg/kg
579m

E5. 소나무
114.0mg/kg
348m

H2. 미확인
80.0mg/kg
200m

사고지점
E3. 소나무
76.0mg/kg
460m

DW1. 소나무
250mg/kg
718m

M1. 소나무
2.0mg/kg
440m

M2. 미확인
102.0mg.kg
338m
BS2. 소나무
174.0mg/kg
998m

BS1. 소나무
54.0mg/kg
1060m

17

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사고일시/장소

2015.6.22 16:03

/ 전북 군산

사고내용

폴리실리콘 2공장 1라인의 1차 재증발 기상부 배관 벨로우즈
밸브 균열로 사염화규소, 트리클로로실란 등이 누출됨. 사염
화규소는 공기중 수분과 결합하여 염화수소, 규소화합물 형성

피해상황

농작물 피해면적은 농경지 82,946㎡, 경작지 648㎡
농작물, 유실수, 가로수, 관상목의 피해액은 100,436,406원

사고원인

시설설비요인(시설관리미흡)

문제점

1)해당공정 가동을 중지하고 내용물을 배출하고 고장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중지시 막대한 손실을 고려하여
임시조치 후 운전하다 누출사고 발생
2)사고대응 과정에서 주민보다 주한미군에 먼저 통보
3)사고대응 정보전달 문제 대두

교훈

화학사고 위해소통 및 지역사회 취약성에 대한 검토 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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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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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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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21

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사고일시/장소

2014.8.19 14:18

/ 인천 서구

사고내용

지하 위험물 저장탱크(31기 중 1기)에서 VAM(비닐아세테이
트모노머) 500L가 유출.

피해상황

피해 상황 축소됨. 하천 물고기 폐사 200마리, 사업장 부지 경
계 고추밭 등 농작물 고사. 실제로는 반경 1km이상 지역까지
피해발생. 가스흡입 7명 진료

사고원인

VAM 중합반응(VAM은 가열, 빛, 과산화물의 영향으로 중합
반응)

문제점

1)사고 발생시 사거리를 중심으로 대피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타당하지 않았음.
2)피해조사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음.
3)주변지역 주민 건강 영향에 대해 인과관계 없을 경우 본인
책임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교훈

물질 자체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지만 중합반을 과정에서 유
해화학물질 발생으로 추정. 반응성 물질에 대한 사고대응 필
요성 대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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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초산비닐 중화작업

아세트산비닐 중합반응으로 생성된 물질로 인한 피해 현장

23

3. 화학사고
국내사례
Ⅲ. 연구
목적

주변지역 가로수 피해 모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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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울산 시가지와 공단 사
이에 있는 삼산평야 2
백만평 가운데 70만평
에 심은 농작물이 공장
에서 내뿜는 불소가스
로 말라죽거나 자라지
않고 있어 3백 가구의
농민들은 완전 폐농할
위기에 놓였다.
경향신문, 1971.7.8

25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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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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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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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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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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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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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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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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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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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35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사고일시/장소

2012.9.27(목) 15:43경 / 경북 구미시

사고내용

불산 탱크로리(20톤)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누출

피해상황

사망 5명, 건강검진 12,243건, 농작물 고사 212ha, 차량부식
1,958대

사고원인

작업장의 안전문화 부재

문제점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시켰으며, 작업자
의 불산 노출로 즉사하여 가스밸브 차단 지연 등 초기대응 미
흡으로 사고피해 확대(약 8시간 누출)
서울에서 중앙화학대가 도착하여 밸브 잠금.

교훈

1)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위
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왔었다는 점.
2) 화학사고 대피 후 복귀조치를 할 때 주거지역에 대한 안전
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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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구미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공장(좌), 메론(중), 자두피해(우)
2012.9.27, 탱크로리에 저장된 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던 중 탱크로
리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5명 사망, 18명 부상 총 23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작물, 가축 등 주변지역 피해 발생. 건강영향평가 결
과 초기 1주일간 노출.

37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구미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건강영향(좌, 우)
건강영향조사는 반경 1.5km 이내 거주주민(1,100명)과 산업체 근로자(400
명)를 합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43%, 인후통
43%, 두통 42%, 눈자극감 30% 등. 주민 20여 명은 기관지염, 두통, 호흡곤
란, 입술마비 증세 등으로 입원치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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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산누출사고
Ⅲ. 연구 목적

사고발생 이후

사고발생 이전

완화단계

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39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재난발생 이전 학습

집행격차

비
학
습
의

무사안일 한 태도

구
성

업무의 비체계성

대응단계의 특징

의사소통실패

피해조사의 대응행태

축소은폐

기술의 부적합성
조직화 실패

부담전가

상징적

돌발적 사고

재난의 비학습 결과
-위기관리정책 실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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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산누출사고
Ⅲ. 연구 목적

1) 재난발생 이전 비학습의 구성

(1) 업무의 비체계성
(2) 집행격차
(3)무사안일한 태도

41

4. 불산누출사고
Ⅲ. 연구 목적

1) 업무의 비체계성
• [자체방제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에는
•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범위 및 소산계획, 그 밖의 사고대
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허가·등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체방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
여야 한다.
• 문제점: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청 없었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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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산누출사고
Ⅲ. 연구 목적

(2) 집행격차
•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
•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 문제점: 규정은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집행격차
발생(형식적인 점검)

43

4. 불산누출사고
Ⅲ. 연구 목적

(2) 집행격차
• 자체방제계획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실행에 대한 점
검 및 평가도 실시해야
• 화학물질업무에서 집행격차는 바로 재난 발생
• 안전교육, 안전관리규정 실행, 안전관리비품 및 장비에
대한 준비, 사고대비 비품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
계적인 점검 및 평가, 훈련 등이 미비.
• 화학물질 전문 소방관 제도 구축미비
• 화학물질별 방제체계 구축 미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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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2) 집행격차
• 자체방제계획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실행에 대한 점
검 및 평가도 실시해야
• 화학물질업무에서 집행격차는 바로 재난 발생
• 안전교육, 안전관리규정 실행, 안전관리비품 및 장비에
대한 준비, 사고대비 비품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
계적인 점검 및 평가, 훈련 등이 미비.
• 화학물질 전문 소방관 제도 구축미비
• 화학물질별 방제체계 구축 미비
45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3) 무사안일한 태도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 자체방제계획에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주민
의 범위 및 소산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이러한 자체방
제계획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사안일하게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사고발생 현장에서도 ‘불산’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사고 이전에도 안전관리규정은 단지 규정일 뿐 실제 적용과정에서 는 일상
적으로 안전규정을 벗어나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됨
• 작업자의 노출에 대한 행정규제도 작동되지 않음.
• ‘불산’유출사고를 경험하고 나서도 학습효과가 없음.
• 학습효과 부재는 반복적인 재난 발생의 원인이 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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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2) 대응단계 특징

(1) 의사소통 실패
(2) 기술의 부적합성
(3) 조직화 실패

47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1) 의사소통 실패
• 국립환경연구원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화학물질정
보제공 등)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국내
외 정보를 수집.평가.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
물질안전관리센터 운영
• =>실제 ‘불산’방제 작업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경찰, 행정공무원,
주민 등 600여명이 ‘불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출.
• =>’불산’ 위해성 정보는 전달이 되었는데 현장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인가?
• =>사고발생 초기 ‘불산’에 대한 유해성 정보 언급 없음.
• =>화학물질정보제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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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2) 기술의 부적합성
• [조사지점 선정의 오류]
•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지점은
• 사고지점 1개(사고지역 5m)
• 주변지역 3개
• 사고지점 주변 500m,
• 북쪽 700미터,
• 남동쪽 1.3km로 선정
• => 동, 서, 남, 북 4방향에 대한 기본원칙과 각 방향별 일정한 거리
개념이 배제된 비과학적 기준
• =>비과학적으로 하려면 사고 기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집을 대상
으로 조사를 진행했었어야 함.
49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2) 기술의 부적합성
• [조사항목 선정의 오류]
• 측정: 대기중 ‘불산’ 농도
• 측정하지 않은 항목: 토양, 하천, 농작물, 가축 등, 주
택
•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축산업이기 때문에 귀가
했을 경우 생활공간 속에 노출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
• =>대기 하나만 측정되어 판단 오류 발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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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산누출사고
Ⅲ. 연구 목적

51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2) 기술의 부적합성
• [안전기준 설정의 오류]
•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8일 오전 1시 5분쯤 사고현장
‘불산’ 농도가 1~5ppm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
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 =>30ppm: 30분 이내에 도망쳐야 건강피해에서 벗어
날 수있는 기준
• =>산업환경기준 8시간 노출 기준으로 0.5ppm
• =>1ppm은 산업환경기준을 초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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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3) 조직화 실패
• 구미 인근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의 훈련된 인력과 불화수소 제독능
력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육군 제 50사단은 사고 당일 세 차
례에 걸쳐 “사고수습과 방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
청을 거부하였다. 이 부대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화학테러
가 아니다”는 이유로 요청을 무시하였으며 국방부 등 상급부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 국방부 역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방재청과 환경부
에서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도 문서열람조차 하지 않아 지원업무를
실행하지 않았다.
53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3) 피해조사 대응형태

(1) 축소은폐
(2)상징적
(3)부담전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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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1) 축소은폐
• 사고발생은 2012년 9월 27일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10월 4일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한 후에 이루어졌다.
• 10월 4일 공장 근로자·주민·경찰 등 1천 여명이 병원에 다녀왔지만 정부는
가스누출공장 직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이 경상을 입었다고만 발표하였다.
이때 사망자 5명, 입원 7명, 병원치료를 받은 인원이 3천명 가량이 되는 상
황에서 피해규모를 축소하였다.
• 방송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주요하게 보도를 하지 않았
다.
• 영향범위도 국립환경과학원 CARIS 결과는 반경 1.4km, 식품의약품안전청
2.5km 에서 채취한 농산물에서 불산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4km 떨어진 옥
계동부초등학교에서 은행잎과 솔잎에서 불산에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55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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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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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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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59

4. 구미 불산누출사고
소나무
0.05 ppm

소나무
0.18 ppm

사고 당시 공기 중 불화수소 농도 추정

반경2km

잣나무
3.57 ppm

잣나무
0.52 ppm

잣나무
4.64 ppm

소나무
2.92 ppm

리기다 소나무
2.82 ppm
리기다 소나무
0.20 ppm
소나무 0.13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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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61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2) 부담전가
• 누출된 가스가 고압가스인가 아닌가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간의 사
고주관 부서 논쟁이 있었다. 고압가스는 산업부가 「고압가스법」 을
관장하고 있어 책임이 있으나 산업부는 고압가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났다.
•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환
경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역할에
서 빠져 나가고 환경부가 주관부서가 되었다.
• CCTV 영상을 보면 작업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고의 책임을 그 작업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대표적인 책임전가의 유형이다. 작업장의 안전관리 의무는 사업주에
게 있다. 일상적으로 안전한 작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커다란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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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불산
불산 누출
누출

사고지점 인근 도로

불산 누출

주변 농경지 피해

63

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3) 상징적 대응
• 객관적 원인규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상징이
나 재규정을 통해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임지를 형성하려고 한다.
• 환경부는 2012년 10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염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을 밝히면서 8일 발표한 특별재난
지역 지정에 이어 환경관리 및 주민건강 보호대책을 조
속히 추진하여 주민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
지만 실제 주민의 노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진행
하지 않았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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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1)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 ‘장외영향평가’ 제도가 도입
•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
방제계획서’가 주변지역 영향과 비상대응계획이 포
함된 ‘위해관리계획서’로 변경되었다.
•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설되어 화학사고에 대한 컨
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65

4.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자료: 화학물질안전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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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자료: 화학물질안전원
67

4.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자료: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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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미Ⅲ.
불산누출사고
연구 목적

(2)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
리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그 결과 화학사고는 지역에서 발생되는데 화학사고에 대한 지
역대비는 취약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3항 제2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
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
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69

5.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감시

토지이용

비상계획

안전관리

대중에 대한
정보
(위해소통)

공정안전

사고보고와 학습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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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지역대비체계 구축 절차

71

5.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조례 주요 내용
• 책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지
역대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알권리 실현
• 안전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운영 등
• 정보제공: 화학사고 위험사업장 현황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
공내용과 제공방법
• 비상대응: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교육·훈련, 사고 시 정보
전달, 대응 절차·방법, 주민대피 등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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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1. 거버넌스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안)
구분
당연직
(8-10명)

위촉직
(8-9명)

소속

직책

지자체(4-5명)

부단체장, 재안안전부서실국장, 환경부서실
국장, 담당부서과장(간사)

지방의회(2명)

의원

유관기관(2-3명)

소방서, 화학안전보건 관련정부기관 부서장

시민사회(3명)

시민사회단체의 장 및 실무자

산업계(3명)

기업대표 및 담당자

전문가(2-3명)

73

5.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세부계획
•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 이행 및 사업장 배출저감 지원 방안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역비상대응계획
• 화학사고 관련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화학사고에 대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계획
• 화학물질 누출 사고대응 절차/화학사고의 전파와 대피명령
•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비상대비계획에 따른 훈련과 교육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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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자료: 환경부(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안내서)
75

5.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자료: 환경부(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안내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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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사고
Ⅲ. 지역대비체계
연구 목적

자료: 환경부(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안내서)
77

Ⅲ. 연구 목적

Q & A

감사합니다.
김정수
eco@ecosafety.kr
010-3380-0836

정인환
iwjung@uhs.ac.kr
010-9197-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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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쟁점
김민정(성공회대학교)

1. 현황
이 글은 2017년 4월부터 구미시에서 논란이 된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이

해관계자간의 쟁점을 정치 ·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구미그린에너지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어떤 이유로 건설하고 구미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지역 시민사회단
체, 입지 예정지인 인근 지역민 등의 여론을 살펴본다.

우선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사업 주체와 건설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의 (실질

적) 주체인 GS E&R는 2014년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열병합 발전소(사용 연료: 석탄, 구미

(97.1 MW), 반월(76.9MW), 포천(169.9MW, 건설중)), 화력 발전소(동해(1호기 상업운전, 2호

기 2017년 8월 상업운전)), 풍력 발전소(영양(59.4MW)), 유류 판매 사업 등을 한다. 2017년 8

월, 동해 화력 발전소 2호기가 가동하면서 이 기업은 기준 발전량 5,0000MW 이상인 발전업
체가 되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제 GS E&R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5%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할당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GS
E&R은 유휴 부지와 기존 생산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구미 산단 열병합발전소

내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2017년 4월에 설립된 ㈜구미그린에너지는 GS E&P(100%)의 자회사이다. 설립 목적은 “분산

형 전원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 구미시의 안정적인 에

너지원 확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이다. GS E&R 관계자는 “신재생에너

지 의무 할당제(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등 새 정부가 강조한 친환경 정책에 발맞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구미그린에너
지를 설립했다”고 말했다1).

㈜구미그린에너지는 지난 4월 7일 전기위원회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사업’(연료:

목질계 바이오매스, 우드 펠릿, 우드 칩, 시설용량: 29.9MW, 사용량: 500톤/일(180,000톤/년)

부지면적: 약 3,323평, 총 투자비: 약 1,290억 원, 건설기간: 2018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을 신청했다. 이 사업을 인지한 구미시는 4월 18일에 산업통자원부에 수용 반대의견의 공문을

전달했다.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에서는 지역 수용성 부족 등의 이
유로 사업 허가를 보류했다. 5월 25일, 구미시는 지역의 반대 여론을 형성해서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5월 26일, ㈜구미그린에너지는 열병합 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와 스팀을

공급받는 60여개 업체의 찬성 서명서와 주변 지역 아파트 주민 일부의 동의서를 제출해서 전
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2. 이해당사자의 입장

1)<㈜ 더벨> 2017년 9월 1일.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708300100053960003272&svccode
=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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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구미그린에너지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분산형 전원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 부응, 둘째, 구미시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

보 및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셋째, 구미시 재정 수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이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활성화 정책에 부합

하고 정부의 분산형 전원(전기 수요지 인근 또는 전기사업자의 소재 구역 내에 전기 생산시설
을 건설) 정책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2016년, 구미시 전기수요(9,814GWh)의 5.4%(535GWh)

를 GS E&R이 공급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 할 경우 구미시 전기수요의 7.5%를 공급

하여 구미시 에너지 자립도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구미시 재정수입의 증대로,

건설 기간(3년)에는 약 81억 원(취·등록세 61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0억 원), 운영기간(30
년)에는 약 79억 원(용수료 등 71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8억 원) 등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

기간 중 일자리 창출은 연인원 6만 명 예상, 공사 인력 지역 주민 최대 활용, 지역 협력업체

우선 배정, 건설 인원 인근 지역 숙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이 있다. 발전소 운영 중

약 50여명이 상근할 예상이므로 동반 가족 유입으로 추가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발생한다. 지
역 인재 육성 지원 및 채용으로는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과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제시한

다.2)

㈜구미그린에너지의 이러한 장밋빛 제안은 그간 GS E&R의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검토

해볼 때,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단기적
인)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기업이 제시한 지역 분산형 전원

공급의 경우, 새로운 발전소의 기여도는 2.5%로 매우 미비하다.
2) 구미시, 구미시의회, 국회의원

6월 1일, 남유진 구미시장은 <영남일보>에 “그린시티에 웬 화력발전소”라는 글을 기고했다.3)

화력발전소로 인한 폐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원목대신 폐목재 땔감을 사용할 경

우 다이옥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특정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심각한 환경오염 보도도 있었다. 문
재인 대통령도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여기에 임기 내 노

후 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는 방침을 더했다. 에너지 정책방향도 수정했다. 기존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환경과 에너지 모두를 생각한 해
결책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는 새 정부 정책에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역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 아닌가 싶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최근에는 환경실천연대에서 허가반대
서명서를 보내는 등 43만 구미시민의 분명한 반대 목소리도 들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는

허가가 났다. 사업을 신청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공청회를 포함한 그 어떤 의견 수렴이나 현지 실

사도 없었다(밑줄 인용자).

구미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방침과 역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화력

발전소 부지의 부적절성과 폐목재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에 대해 우려했다. 주목할 점은 이 기
2) ㈜구미그린에너지. 2017.4. “구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3) <영남일보> 2017년 6월 1일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0601.010290810
4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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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환경실천연대’를 언급한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6월 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화

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미화력발전소 사업 허가

철회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4)

1.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도심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구미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한

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제로도시 선포, 일천 만 그루 나무심기 등 탄소저감 시책을 꾸준히 실천하

며 환경보전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는 도시에, 신정부 에너지정책에도 반하는 구미 화력발전소 사업허

가를 즉각 철회하라. 1. ㈜구미그린에너지는 폐목재 연료 사용으로 대규모 오염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신청을 자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구미시의

회 의원 모두는 생명권과 생활권 확보 차원에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구미 화력발전 사
업 허가 철회 촉구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밑줄 인용자).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의 기고 글보다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시 말

하면 폐목재 연료가 배출할 대규모 오염 물질에 관한 근거와 인근 지역주민에게 미칠 피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구미시장은 10월 국정감사 시작일인 12일보다 앞선 11일에 “신재생의 탈을 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라는 기고 글을 <경북일보>에 실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영남일보>에 실은 내용

보다 반대 주장이 다소 구체화되었고 시민 반대 여론의 힘을 강조했다.5)

필자는 지난 4월 산업부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허가 관련 문의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구미시의 환경정책 노력을 무시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상반되는 결정을 강력하게 규

탄했다.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필자보다 더했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서명에 많은 시민
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이렇게 결집된 우리의 목소리가
분명히 전달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공청회를 포함한 그 어
떤 의견 수렴이나 현지 실사도 없이 43만 구미시민의 민심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25

일 구미시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각 지역의 주민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

소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행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구미의 환경을 걱정하고 시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한뜻을 모았다. ... ... 발전소 예정 주변 지역은 5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9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형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역의
한가운데이다. 여기에서 하루 500t의 폐목재를 태운다고 하니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 오염

물질은 누가 마시게 되는가? 구미시민은 기존의 열병합발전소로부터 큰 피해를 받아 왔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시민의 생명권은 오랜 기간 침해당해 왔다. 여기에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건립

해 또 25년을 운영하겠다고 하니 기가 찬 노릇이다(밑줄 인용자).

남유진 시장은 8월에 각 지역 주민대표의 반대 의견 수렴을 강조했고 기존 열병합발전소의

피해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주장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선 시장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쟁점이 형성되기 전에는 기존 열병합 화력발전소의 환경
4) 『yes구미』 2017년 7월, Vol 242.
5) <경북일보> 2017년 10월 11일.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6314&sc_code=&pa
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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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과 주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과

탈화석’ 기조로 에너지 방향에 잡자, 시류에 편승하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가라는 비판
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장은 환경단체, 시민단체, 각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모여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

들었다고 한다. 반대 추진위원회에 속한 단체 및 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혹시나 군사독
재시절처럼 친(親)지자체 성향의 단체와 관변 주민대표를 위주로 구성한 것은 아닌가하는 강

한 의구심이 든다. 앞선 <영남일보>에서 언급한 ‘환경실천연대’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밝혀야지, 남유진 시장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세 번째로 구미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예정인 5천 세대의 아파트 주민(공단동 파라디

아, 임은동 코오롱 하늘채, 광평 푸르지오 등 아파트)과 9개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미시와 친분 관계에 있는 단체와 대표
위주로 반대 추진위원회를 모은 정황이 강하다. 이는 구미시의 입장에 맞게 시민의 대표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10월 19일,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을)은 국정감사에서

김기환 <주>구미그린에너지 대표 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는 구미산단 열병합

발전소 내 추진 중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 기준(발전사업 용량 30MW 이상)을 피

하기 위해서 29.9MW로 신청한 것은 전형적인 꼼수이고 이는 지역민을 기만한 사업이다. “사
업 예정 부지 반경 2킬로 내에 5천여 가구의 아파트와 초중고는 물론 대형 종합병원까지 자

리 잡고 있는데, 주민들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6)”.

둘째, 목질계 연료인 우드칩과 우드펠릿을 신재생에너지에 적용하는 여부는 논란이 있기 때문
이다.

구미시장과 구미 국회의원은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구미 일대의 환경과 인근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우선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 기업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구미

지역 정치인의 선거 공학적 원리에 기초한 ‘생색내기’ 반대는 지역의 민심을 잃는 계기가 될

것이고,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엄포용’ 반대는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다.
3) 보수 언론

2017년 8월 19일, <조선일보>는 경제란에 “바이오매스는 무늬만 친환경... 유해물질 배출량,

석탄의 10배”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구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바이오매스가 배출하는 높은 질소산화물의 비중을 문제 삼았다. 하지
만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기사 이후에 <조선일보>는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8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고성하이화력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로 전

환하려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4) 비판적 지역 시민단체

10월 18일, 구미YMCA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추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도

심인근에 위치함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연료(펠릿)수급 문제에 따른 폐목재의 유입문
6) <매일일보> 2017년 10월 22일.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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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재생에너지라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 새 정부의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
책에도 어긋나고 있는 등”을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우선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친환경 연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소
실험 결과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연탄보다 20배 많은 1kg 당 1.55g 검출되었다. 탄소 저

감에는 기여하나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놓친 채 신재생에너지로 부각

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목재 펠릿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
고 있다. 대규모 발전시설에서는 후처리를 통해 저감하여 기준치에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에너지

라는 주장은 무색해진다. 발전소가 친환경연료라 주장하는 우드칩, 펠릿사용이 폐목재로 바뀔까 우려된
다. 환경단체는 펠릿의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입 펠릿으로의 대체되고 이마저도 경영상의 이유로

유독물질의 발생이 우려되는 폐목재가 사용될 것을 우려했다. 작년, 국내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24개 업

체가 30.6%의 가동률로 5 만 3000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그에 반해 올해 6월 기준 수입산 목재펠릿

공급량은 65만3000톤, 국산목재펠릿 공급량 2만7000톤으로 수입산이 96%를 차지했다. 국제 유가 하락
세와 함께 지난 8월 기준 목재펠릿은 1kg당 400원으로 유연탄 90원, 무연탄 160원에 비해 최대 4배 이

상 비싸 경제성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RPS(발전의무할당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꼼수로 전락
한 우드펠릿. RPS(발전의무할당제)는 에너지 발전량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의

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RPS 에너지원을 보면 바이오에너지는 2012년 17.3%에서 2016년 47.9%로

비중이 급증했다. 풍력,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에 비해 환경친화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우드펠릿이 크게

성장한 것은 RPS 실적을 채우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인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 발전

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발전소건설계획철회는 시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정

당한 요구이다. 새 정부는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신

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화위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도 진행 중이

다. 이러한 시점에 구미에서는 반경 2㎞ 이내 7개 아파트단지(4천500가구)와 초·중·고 6곳이 자리해 있
는 시내에 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구미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불안감과 전국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외치는데 정작 구미 주거단지 주변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온

다는 사실은 지역민으로서의 박탈감만 안겨줄 뿐이다. 구미열병합발전소가 지난 사반세기 구미지역의 성

장과 함께 하며 집단에너지 공급자로 역할을 해온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43만 구미시민들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위

협하는 시설이 구미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며, 환경에 유해하고 주민의견 수렴 없는 발전소 건설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구미그린에너지의 발전소 건설계획 철회라는 결정을 기
대한다(강조 및 밑줄 인용자).

구미YMCA는 신규 화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가동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단

동 파라디아와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광평 프르지오 등 아파트 주민이 주축이 된 반대 대책위

를 조직해서 구미지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에게 요구해
야 한다.
결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구미그린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구미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7) <매일일보> 2017년 10월 18일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5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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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와 같은 중앙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지역 사회의 갈등과 환경을 개선

시키기 보다는 악화되는 되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매우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

지에 포함되는 에너지원이 ‘진정’한 재생에너지인지를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재생에

너지 목록과 현실로 ‘지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구분해야한다. 획일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반(反)민주적인 결

과 및 성과지표만을 중시하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역
의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의 정
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구미시는 산업도시이다. 도시의 특성에 맞게 지방 정부는 산업단지 지역 내의 기업들

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고 지역민에게 산단지역의 환경 오염 상황을 솔
직하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 지역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구미그린에너지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제시한 의무공급량‘만’을 채우기

급급하기 보다는 환경적 기여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재생에너지를 토대로 의무공급량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계획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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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미시 읷반 현황(1)

•
•

인구 현황(2015년)
읶구: 425,792
세대: 167,635


•
•

재정(2015년)
세입: 1,550,957백만원, 세출: 1,236,944백만원
재정자립도: 41.9%, 재정자주도 60.2%


•
•

사업체와 종사자(2015년)
사업체: 33,464
종사자: 210,111


•
•
•

광업/제조업 현황(2015년)
사업체: 1,049개(광업 2개, 제조업 1,047개)
종사자: 89,003명
주요 제조업: 식료품(11개, 794명), 섬유(87개, 4,200명), 펄프(29개, 990명), 화학물질(38개, 3,120명), 고무(37개, 3,612명), 1차 금속(24
개, 1,671명), 금속(107개, 5,821명), 젂자부품(244개, 46,473명), 의료(35개, 2,749명), 젂기장비(70개, 4,806명), 기타 기계(198개, 6,103
명), 자동차(34개, 1,604명) 등


•
•
•

산업단지 현황(2015년)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 2,080개, 98,292명
구미국가산업단지(2~4단지): 22개, 3,948명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 중


•

에너지 관리 대상 현황(2015년)
관리 대상 업체 89개(연갂 사용량 2,000toe 이상)

* 자료: 2016년 구미시 통계연보/ 구미시청 홈페이지(그림, 표)

1. 구미시 읷반 현황(2)

* 자료: 구미 산업단지 앆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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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소비 특징(1)

•
•
•

경북 기초 지자체 에너지 소비 추이
2014년 기준, 경북 20,734.2천toe 중 포항 65.7%, 구미 9.9%, 경주 4.3%, 경산 3.0% 숚
에너지 소비 특징으로 볼 때, 경북은 산업도시 유형, 중소도시 유형, 농산어촊 유형을 구붂
Cf. 경주, 울짂 핵발젂소 단지

2014년 경북 지자체 에너지 소비 현황(단위: 천toe)
16,000.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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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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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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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영양

청송

의성

굮위

경산

문경

상주

영천

영주

구미

앆동

김천

경주

포항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 시굮구 세붂화방앆(2015)

2. 에너지 소비 특징(2)
 경북 주요 지자체 에너지 소비 구조(2014년)
•

포항과 구미는 젂형적읶 산업/산단 중심의 에너지 소비 패턴
경북 에너지 다소비 지자체(단위: 천toe)
구붂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부문

합계

포항

12,772.7

362.4

425.4

53.2

13,613.7

구미

1,448.2

295.0

288.2

26.8

2,058.1

경주

280.8

327.8

199.7

77.7

886.0

경산

215.2

217.4

172.3

20.3

625.3

구붂

석탄

포항

10,045.7

석유
536.1

가스
785.1

1,195.1

젂력

열
6.2

싞재생

합계

구미

342.0

393.4

393.9

884.8

-

44.1

2,058.1

경주

8.0

401.7

120.2

331.9

-

24.2

886.0

경산

4.6

255.7

129.4

229.2

-

6.4

625.3

1,045.4 13,613.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 시굮구 세붂화방앆(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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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소비 특징(3)
포항 에너지 소비 구조(2014년)

공공부문
수송부문
0%
3%

구미 에너지 소비 구조(2014년)
공공부문

가정상업

1%

가정상업

3%

14%

수송부문
14%
산업부문
산업부문

71%

94%

경주 에너지 소비 구조(2014년)

경산 에너지 소비 구조(2014년)

공공부문
9%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

공공부문

3%
가정상업

산업부문

22%

32%

34%

28%

수송부문
37%

35%

2. 에너지 소비 특징(4)

•
•

구미 부문별 젂력소비 추이
2015년 기준, 젂력 소비 9,740,710MWh 중 산업 85.1%, 서비스업 8.6%, 가정 5.2%, 공공 1.1%
산업(농업, 광업, 제조업) 중 제조업 99.0% 차지
구미 부문별 젂력소비 추이(단위:MWh)
12,000,000
10,000,000
8,000,000
산업
6,000,000

서비스업
공공

4,000,000

가정

2,000,000
2011

2012

* 자료: 핚국젂력공사 구미지점, 2016년 구미시 통계연보 재읶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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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에너지 생산시설의 특징(1)

•
•
•
•
•

환경자원화시설
소각시설 : 2008. 7. 4 ~ 2011. 4. 13 (74,852백만원)
시설용량 : 200톤/읷(100톤/읷×2기)
소각방식 : 스토커 방식(병행류식 소각로)
발젂설비 : 소각 여열 이용 젂기생산(3,000kW)
시설 내 공급 및 판매(연갂 8억 정도 매젂 수익예상)

3. 주요 에너지 생산시설의 특징(2)

•
•
•
•
•
•

GS E&R(구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젂소(산단 집단에너지)
GS E&R, 1980년 반월발젂소, 1992년 구미발젂소 준공
1987년, 구미열병합발젂소, 산업자원부로부터 열 공급 사업 승읶
1988년, 열병합발젂소 착공
1992년, 준공, 증기 공급(2014년 7,446,200톤), 젂력(2014년 850,596MW 핚젂 판매)
주연료: 유연탄
위치: 구미1산업단지 남단

구미시 학술대회

475

2017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4. 산단의 에너지 소비 특징(1)

•

젂국 산업부문/산업단지 에너지 소비 추이
2015년 기준, 산업부문(121,325천toe) 에너지 소비의 78.3% 산업단지(94,969천toe)에서 소비
젂국 산업부문/산업단지 에너지 소비 추이(단위: 천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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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핚국에너지공단, 김병관 의원실 제출자료(2017. 9. 18) 가공
** 주: 산업부문은 핚국표준산업붂류상 광업/제조업만 포함, 산업단지 통계는 2014년부터 조사

4. 산단의 에너지 소비 현황(2)

•

•

2015년 지역별 산업부문/산업단지 에너지 소비 현황
산업부문/산업단지 에너지 소비는 젂남, 충남, 울산, 경북, 경기 숚으로 나타남

산업부문 중 산업단지 비중은 충남(94.2%), 울산(92.8%), 젂남(91.7%), 경북(84.3%) 숚으로 나타남
2015년 지역별 산업부문/산업단지 에너지 소비 현황(단위: 천toe)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산업단지

15,000

산업부문

10,000
5,000
서울 경기 읶천 강원 대젂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젂북 광주 젂남 제주 세종
* 자료: 핚국에너지공단, 김병관 의원실 제출자료(2017. 9. 18) 가공
** 주: 산업부문은 핚국표준산업붂류상 광업/제조업만 포함, 산업단지 통계는 2014년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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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단의 에너지 소비 현황(3)


•
•

2015년 경북/구미 산업단지 에너지 소비 현황

경북 산업단지 에너지 소비 10,391천toe, 석탄(포항) 비중(71.8%)이 높음
구미 산업단지 에너지 소비 836천toe, 젂력 비중(61.8%)이 높음
2015년 경북/구미 산업단지 에너지원 소비 현황(단위: 천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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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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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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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1

180.1

1,600.6

구미 산업단지

50.0

0

169.0

101.0

517.0

* 자료: 핚국에너지공단, 김병관 의원실 제출자료(2017. 9. 18) 가공
** 주: 산업부문은 핚국표준산업붂류상 광업/제조업만 포함, 산업단지 통계는 2014년부터 조사

5.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젂소의 쟁점(1)

자료: ㈜ 그린구미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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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

5.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젂소의 쟁점(2)

•

•

•
•
-

•

•

젂기사업 싞청: 2017년 4월 7읷 젂기위원회

위치: 현 열병합 화력발젂소 부지내
사업개요
사 업 비 : 1,290억원
시설용량 : 발젂기 29.9MW
사용연료 : 목질계 바이오매스(우드펠렛, 우드칩)
사 용 량 : 500톤/읷(180,000톤/년)


•
•
•
•

•
•

㈜ 구미그린에너지 개요
싞청자: (주) 구미그린에너지(GS E&R 출자)

주요
4.18,
4.28,
5.25,
5.26,

경과
구미시, 수용 반대의견 공문을 산자부에 젂달
젂기위원회 심의(허가보류, 지역수용성 부족)
구미시, 지역여론 젂말 및 허가취소 요구
젂기위원회 재심의(가결, 구미열병합발젂소가 생산핚
젂기와 스팀을 공급받는 60여 개 업체 찪성 서명,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 읷부 동의)
8. 23 공단동 파라디아,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광평 푸르지오 등
아파트 대표 반대
이후~ , 구미시청차원 반대추짂위원회 구성, ㈜ 구미그린에너지의
세부 설계 작업 등

※ 발젂사업 추짂 젃차
자격부여(가결): 발젂사업허가(산업통상자원부) -> 개별법 허가(입지, 건축, 홖경 등 검토): 산업단지입지, 홖경
영향평가, 도시계획 등(경북, 구미시, 산업단지공단 등) -> 설비 안젂기술 검토: 공사계획 읶가, 사업개시 싞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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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목질계 바이오매스화력발젂소의 쟁점(3)
 구미시(행정/의회) 및 다수 지역주민 반대

17

5.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젂소의 쟁점(4)
1.

싞재생에너지에 대핚 범위 문제

· 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수열, 바이오(바이오가스, 매립지가
스, 바이오디젤, 우드칩, 성현탄, 임산연료, 목재펠릾, 폐목재, 흑액, 하수슬러지고형연
료, Bio-SRF(고형폐기물), 바이오증유), 폐기물(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홗폐기물, 대형도시
쓰레기, 시멘트킬른보조연료, RDF/RPF/TDF, SRF(생홗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고형
폐기물), 정제연료유, 폐목재)
· 싞에너지: 연료젂기,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젂소)
2. „싞‟재생에너지에 관핚 규제 문제…

•

“정부는 싞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
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싞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
지하는 목재펠릾 혺소발젂에 대핚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릾 수입량과
젂기요금 보젂비용은 증가핚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홖경운동연합, 2017년 8월 7읷 보도자료 “석탄화력과 목재펠릾 혺소발젂 동시 확대, 핚국이 유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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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홖경부는 2003년 8월, 홖경부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제품의 품질 기준·사용처 등에 관핚 기준”(홖
경부 고시 2003-127호, 2003. 8. 2)을 제정, 고형연료를 정식 연료로서 읶정
RPF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수집해 제조했으나, 생홗폐기물을 연료화하는 연
구가 시작돼 원주시에 생홗폐기물 연료화 시설이 설치돼 2006년 13월부터 가동

•

„자원의 젃약과 재홗용 촉짂에 관핚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RPF)과 가연성 생홗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으로 구붂(홖경부 공고 제2006- 239호, 2006.8.4.), 모듞 폐
기물을 연료로 사용이 가능

•

2008년 10월 15읷, (고유가와 온실가스감축 요구 등)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서 단숚 매립·소각처리 또
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칩, 펠릾, 목탄), 바이오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에탄
올, 메탄올) 등으로 최대핚 홗용해, 석유·석탄 등 에너지 사용의 해외 의졲도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수립

•

2012년부터 발젂차액제도가 RPS제도로 젂홖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폐자원에너지에 대핚 관심이 급
상승, RPS제도 내에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젂소발젂 시에 가중치 1.5를 부여함

•

2013년, „자원의 젃약과 재홗용촉짂‟에 관핚 법률 시행규칙 읷부개정령(홖경부령 제497, 2013. 1. 31) 공
포해 고형연료관렦법을 젂면 개정, 2012년까지 생홗폐기물 중 불연물, 유기물, PVC 등을 제거핚 가연물
„RDF(Refuse Derived Fuel)‟, 60%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사용해 만듞 „RPF(Refuse Plastic Fuel)‟, 폐타이어
를 사용해 만듞 „TDF(Tire Derived Fuel)‟, 1~2등급 폐목재를 사용핚 „WCF(Wood Chip Fuel)‟ 로 구붂되던
고형연료가 2013년 2월부터는 „읷반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 Biomass-Solid Refuse Fuel)‟으로 구붂

•

자료: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5.목질계바이오매스화력발젂소의 쟁점(5)
3. 바이오매스 혺소/젂소
•
•
•
•

RPS 가중치: 바이오에너지(혺소 포함) 1.0, SRF(고형폐기물) 젂소발젂 1.0,
목질계 바이오매스 젂소발젂 1.5
RPS 대상 대형 석탄발젂사업자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혺소 집중
(RPS 핛당 홗용 문제점 등 지적, 감사원(2017))
다수 연료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 연료 품질관리 부실 및 악덕업체 적발 뉴스
민갂 발젂사업자에게도 가중치 바이오매스 젂소발젂 1.5 매력적

4. 우드펠릾/우드칩 vs 바이오 SRF vs SRF
•
우드펠릾/우드칩: 화학/유해물질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성형
•
바이오SRF: 폐목재류, 식물성 잒재물(왕겨, 팜 열매 껍질) 혺합 압축 성형
•
SRF: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 성형
•
원론적으로 우드펠릾/우드칩은 칚홖경 재생에너지에 부합, 나머지는 부적합
•
단, 지역 부졲 자원 홗용, 중소규모 붂산형 방식, 에너지 효율이 높은(80%)
난방/열병합 적합(발젂용은 25~35% 효율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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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젂소의 쟁점(6)
 비판적 평가
1. 구미 홖경 오염의 귺본적읶 문제읶 기졲 석탄 열병합발젂소가 의제에서 배제.
기졲 석탄 열병합발젂소의 폐쇄나 연료젂홖이 목질계 바이오매스 건설 여부의 선결 조건
이 되어야 함.
-> 문재읶 정부는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젂기 10기 조기 폐쇄, 석탄화력 발젂
소 싞규 건설을 젂면 중단, 공정률 10% 미만 발젂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2.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젂소를 “화력발젂소”로 낙읶 찍고 있음. (“그린시티에 화력발젂
소가 웬 말이냐.”)
-> 『조선읷보』가 주장핚 기졲 화력 발젂소 유지론과 부합될 우려가 있음.
3. 원론적으로 우드펠릾/우드칩의 경우, 구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주범이나
심각핚 홖경오염원으로 치부하기 어려움. 단, 계획과 달리 바이오 SRF나 SRF를 쓸 경우
는 제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젂소의 쟁점(6)
4. 산업단지 내에 입지하더라도 산업단지와 발젂소 예정부지가 읶귺 주거지역과 가
까워 이격 거리에 대핚 검토는 별도로 짂행될 필요가 있음.
5. 숚수 발젂용으로 계획되어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젂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원
칙상, 그리고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지역 붂산형 젂원이 확대되어
야 하지만, ㈜ 구미그린에너지의 방식은 에너지 젂홖 관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
움.
6.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 행정과 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 구미그린에
너지는 현행 젂기사업 허가 젃차에 하자 없음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에너지 민주주
의에 역행하는 제도적 강압으로 규정핛 수 있음.
7. ㈜ 구미그린에너지 사건을 계기로 구미시 스스로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젂홖 흐름
에 맞춰 지역에너지 젂홖을 위핚 비젂과 젂략을 구상하고 실천핛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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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 붂석 결과(1)
경북 주요 지자체 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2010~2014, 단위: 천원)
지
역

포
항

정부보조사업

국비

시비

소계

자체 사업

지역지원사업

1,609,800

1,609,800

3,219,600

싞재생에너지사업

지역에너지젃약사업

2,137,000

2,119,000

4,256,000

119,000

51,000

170,000

젂력효율향상사업
소계

구
미

경
주

3,865,800

3,779,800

7,645,600

지역지원사업

725,500

753,489

1,478,989

지역에너지젃약사업

611,000

526,000

1,137,000

젂력효율향상사업

553,000

237,000

790,000

소계

1,889,500

1,516,489

3,405,989

지역지원사업

1,869,600

1,869,600

3,739,200

지역에너지젃약사업

1,679,000

1,512,000

3,191,000

658,000

282,000

940,000

4,206,600

3,663,600

7,870,200

젂력효율향상사업
소계

경
산

지역지원사업

964,500

966,500

1,931,000

지역에너지젃약사업

493,000

447,000

940,000

젂력효율향상사업

343,000

147,000

490,000

1,800,500

1,560,500

3,361,000

소계

도비

시비

소계

748,400

679,800

1,428,200

에너지젃약사업

1,140,000

2,206,542

3,346,542

소계

1,888,400

2,886,342

4,774,742

싞재생에너지사업

571,200

575,800

1,147,000

에너지젃약사업

396,000

594,000

990,000

소계

967,200

1,169,800

2,137,000

싞재생에너지사업

742,700

652,520

1,395,220

에너지젃약사업

560,000

590,000

1,150,000

1,302,700

1,242,520

2,545,220

싞재생에너지사업

360,400

333,600

694,000

에너지젃약사업

200,000

300,000

500,000

소계

560,400

633,600

1,194,000

소계

6. 에너지 붂석 결과(2)
 세부 추진현황(2010~2014년)
•

•

•
•

자체사업: 구미 농산물도매시장 LED보앆등 교체, 구미 주민센터 LED교체 사업, 구미
시 시민운동장 및 박정희 체육관 청사 조명LED 교체, 구미 취수장 공압 읶버터 설
치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금오산 소수력 발젂시설 등, 에너지젃약형 고효율
기기교체, 태양열건조기보급사업
지역지원사업: 구미 농산물 도매시장 태양광발젂시설, 구미 솔장애읶 생홗시설 태양
광발젂시설, 구미 젂자정보기술원 태양광발젂시설, 구미 청사 태양광 발젂설비, 구미
시 농산물 도매시장 태양광발젂 설비설치사업, 성심 양노원 태양열급탕 설비설치사
업, 장애읶종합복지관 태양광 발젂시설
지역에너지젃약사업: LED 보앆등 사업, 구미시 선산읍 LED보앆등교체, 구미읍 면동
주민센터 LED조명교체, 농산물도매시장 LED 교체 사업, 시청사 LED 교체사업
젂력효율향상사업: 취약계층 대상 LED 에너지젃약
* 자료: 경상북도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2015~2019)

482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녹색도시 구미와 지속가능성

6. 에너지 붂석 결과(3)
 구미 저탄소 녹색성장 SWOT(도시계획 2020)

* 자료: 구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2014)

•

홖경부 평가 그린시티 젂국 1위, 산업도시 핚계 딛고 칚홖경 녹색도시 부상(읷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탄소제로도시 조성 등)
* 자료: 구미시, 2016 시정성과와 보람

6. 에너지 붂석 결과(4)
 구미 에너지 관련 기본 방향(도시계획 2020)
•
•
•
•
①
②
③

④
⑤

앆정적읶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효율적읶 에너지 관리대책 수립
싞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2020년 싞재생에너지 보급목표 6.1% 달성을 위핚 젂략 수
립
젂략사업
생홗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발젂사업 추짂: 구포매립장 가스발젂 350 kwh, 백현리
첨단 소각열 발젂 2,960 kwh,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34톤/읷→농가 무상공급
태양광 발젂단지 조성: 낙동강 제방, 유휴부지 등 적정지역 홗용
태양광발젂 시범주택지구 조성: 태양광발젂설비 구축이 용이핚 기졲의 주택지구를
선정, 시범추짂
태양열/태양광주택보급 확대: 그린홈 100만호 사업추짂(2008년∼2011년 : 92가구
169백만원), 2020년 까지 1,000 가구 이상으로 확대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젂시설 설치: 여유공갂을 홗용하여 싞재생에너지 생산 자립화
(민갂투자사업으로 추짂)

* 자료: 구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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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 붂석 결과(5)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붂야
(도시계획 2020)
•
목표 : “스마트 녹색기술 선도 도시
건설”
•
추짂 젂략: 녹색 읶프라 구축, 그린에
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조성, 스마트
기술 사업화 지원 및 보급
 에너지 저감 붂야(도시계획 2020)
•

에너지 저감 세부실천방앆(표 참고)

* 자료: 구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
역 최종보고서(2014)

6. 에너지 붂석 결과(6)
 구미 지역에너지시스템 진단(잠정)
1.
2.
3.

산업부문/산업단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에너지 생산 기반 미비
에너지/젂력 자립도 낮고 외부 의졲도 높음

 추가 평가 항목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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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시티 비젂과 에너지 붂야와의 연계성 여부
생태산업단지(EIP) 사업 성과와 핚계
싞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관렦 사업 평가
지역에너지통계 구축 수준
에너지 관렦 조례 현황(에너지조례 미제정, cf.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
정)
에너지 관렦 거버넌스/협치 구성 및 운영 실태
에너지 생산과 젃약 사업의 시민참여 형태와 수준
석탄 열병합발젂소(가동 중), 바이오매스 발젂소(추짂 중),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갈등 예방 및 관리 실태(cf. 개발행위허가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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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젂홖 과제(1)
• 정의로운 에너지 젂홖
•

정의로운 젂홖(Just Transition)은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핚 산업구조 젂홖이 읷
어나게 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핚다는 개념으로, 지금은 국제노총
을 비롯해 세계 여러 노동조합이 채택핚 정책이기도 함(김현우, 2014).

•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에너지원을 칚홖경적읶 것으로 젂홖하는 것을 목표로, 에
너지 젂홖 과정에서 기졲 노동자들과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핚 재정 및 젂
홖 정책이 필요함. 민주성, 정의 보장.

7. 에너지 젂홖 과제(2)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2016~2017년)
•
•
•

에너지싞산업 및 싞재생에너지 보급 홗성화 대책(주민참여와 수용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읶‟(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지역에너
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매뉴얼‟(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산업통사자원부(2017)의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핚 지역에너지계획 관리체
계 개편 방앆‟(산업통상자원부, 2017) ①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갂 연계성 강화, ② 지
역에너지계획 평가체계 구축, ③ 지역에너지계획 홗성화를 위핚 기반 구축, 그리고
기초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화(2019년) 및 공동체 단위로 확장(2019년)을 향후 계획
으로 설정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젂환 계획(2017년)
•
•

•

„에너지젂홖‟ 개념을 공식적으로 수용핚 첫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노후 석탄화력발젂소 읷시 가동중단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싞고리 5,6호기 공론화‟, „에너지젂홖(탈원젂)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
획‟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젂홖 국민소통 TF‟, „에너지젂홖 정보센터‟,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홖경부의 „칚홖경 에너지젂홖 자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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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중 홖경∙에너지붂야
자료: 김현우(2017)

구붂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홖경

탈원젂 정책으로 안젂하고 깨끗한

조성

에너지 젂홖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

목표

극 보호




탈원젂 로드맵 수립으로 단계
적인 „원젂제로‟ 시대 이행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젂망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 및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젂사회
구현

편 및 붂산형 젂원 보급 확대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도 제
고



탈원젂 로드맵 수립



지속성

주요



발젂 및 산업부문 감축



원자력 안젂규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강화

내용



경유차 단계적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기후변화 역량 제고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붂산형 젂원 확대

범지구적 논의 동참



한 중 동북아 협력
안젂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에너지 패

기대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러다임 젂홖

기후, 대기, 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젂한

효과

수준인 19㎍/㎥로 개선

원젂 안젂규제 체계 혁신으로 원젂사

사회 구현

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

7. 에너지 젂홖 과제(3)
 에너지시스템 젂환의 역사와 특징
•

•
•

•
•

에너지 젂홖은 시민과 지역과 생태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젂홖을 의미
하며, 이 젂홖 과정에서의 기준과 원칙은 넓게 말해서 „에너지 민주화‟ 혹은 „에너지
민주주의‟라 핛 수 있음
2000년 초반부터 시민사회가 아래로부터의 에너지 젂홖 운동 주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경과하면서 읷부 광역(서울, 경기, 충남, 제주, 부산, 대구 등)
과 기초(완주굮, 숚천시, 노원구, 성북구, 젂주시, 앆산시, 읶제굮, 광명시, 광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지역에너지젂홖 홗동(„탈핵에너지젂홖
도시선얶‟(2012년), „지역에너지젂홖 공동선얶‟(2015년)‟, „에너지정책 젂홖을 위핚 지
방정부 협의회‟(2017년))에 동참하기 시작
이 과정에서 관 주도의 에너지정책이 아니라 시민/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것
이 특징적(홍덕화・이영희, 2014; 핚재각・이정필, 2017)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업혁싞‟의 관점에서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핚 모델에 대핚 관심도 나타나고 있음(이정필・김남영, 2017)

 대구의 에너지 젂환과 자립을 위한 대안적 젂략
•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젂홖, 공급우선에서 수요관리중심 정
책으로 젂홖,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붂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젂홖, 시장의졲적 에너
지 관리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로 젂홖(최병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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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젂홖 과제(4)
 에너지시스템 젂환의 다원성
구붂

(* 자료: 이정필, 조보영, 2015)

현재의 경성에너지시스템

에너지원의 젂환

에너지 이용의
의미 젂환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규범의 젂환

미래의 연성에너지시스템

핵․화석에너지 중심의 홖경․사회․경제적으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홖경․사회․경제적으
로 지속 불가능핚 에너지원 사용
로 지속 가능핚 에너지원 사용
필요핚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서비
스‟(따뜻함, 쾌적함, 조명, 조리, 이동), 적정 에
에너지 자체에 주목해 에너지 공급을 우선하
너지 서비스를 제공․개선하는 다양핚 방법
는 태도, 그러나 에너지 빈곢은 지속
(소득, 건축, 교통)에 주목, 에너지 수요 젃감
과 에너지 복지 실현
단숚핚 수동적읶 소비자(Plug and Forget), 에너지 젃약은 물론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시민 참여보다는 시민 능동적 „에너지 시민‟,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동원의 성격
적극적읶 참여 구현

에너지 생산․소비의 중앙집중적읶 대규모 에너지 생산․소비로 읶 지역붂산적읶 적정규모의 에너지 생산․소비
공간적 배치의 젂환 핚 지역갂 불균형
로 읶핚 지역갂 균형
생태환경과
건조환경의 젂환

생태홖경과 건조홖경(토지, 산림, 물, 해양, 도 생태홖경과 건조홖경(토지, 산림, 물, 해양, 도
시 등)의 지속불가능핚 이용 및 변형
시 등)의 지속가능핚 이용 및 변형

에너지 생산․공급의
해당 지역 내의 지자체․공동체가 소유․운영․
해당 지역 밖의 자본에 의핚 소유․운영․관리
관리 시스템(지역에너지공사, 에너지협동조
소유․운영․관리
시스템, 수익률과 젂문성의 원칙
주체의 젂환
합), 민주성과 형평성의 원칙
에너지와 동시에 사회시스템의 젂홖 추구, 자
에너지시스템의 개선․관리에 핚정, 자연과
연과 사회의 대화,
에너지사회의 붂리, 자연은 원자재, 에너지와 생명
사회적․홖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홗동,
사회시스템의 젂환 은 자본주의의 노동력으로 갂주, 제핚적 변화
적정생홗이 유지되면서 읶갂의 자율적 생홗
만 가능
지향

7. 에너지 젂홖 과제(5)
 에너지 젂환의 시민참여 유형
의사결정
제도적
형태
대앆적
형태

(* 자료: 권승문, 이정필(2017))

젂문성
위원회 및 거버넌스 참여
(ex. 1,2차 국가에너지계획 수립)
탈핵 에너지젂홖 대앆 시나리오
(ex. 에너지대앆포럼, 그린피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홖경운동연합,
녹색당, WWF 등)

실천행동

반대

개별적
형태

에너지 쟁점 여론 반영
(ex. 여론조사, SNS 등)

집단적
형태

에너지 개발사업 직접행동
(ex. 방폐장, 송젂탑, 노후・싞규 핵발젂,
노후・싞규 석탄화력발젂)

시민성
에너지계획․개발사업 공론장 참여
(ex. 공청회, 주민투표 등)
시민 직접 참여 결정
(ex. 시민합의회의, 에너지시나리오,
지역에너지계획, 공론조사 등)

대앆
에너지 소비와 생산 실천
(ex. 에너지 젃약, 태양광 설치, 적정기술
적용 등)
공동체에너지 참여 및 정책 대앆 제시
(ex. 에너지자립마을, 젂홖실험・리빙랩,
시민발젂・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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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젂홖 과제(6)
 시민참여 지역에너지계획 유형과 사례
구붂

주요 모델
FGI
공론조사

시민 참여
워크숍

타운혻 미팅(1회)

주요 사례
대구시, 젂주시, 광명시
싞고리 5・6호기
성북구
숚천시
대구시
젂북도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합의 결합)

비고
독립형
사젂 조사형
단읷 이슈형
정책 사업 선택형
정책 사업 의견 청취형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형
에너지 시나리오 선택형,
정책 사업 의견 청취형

젂주시, 광명시

총3회

충남도

총3회
(젂문가/이해관계자 컨퍼런스 포함)

7. 에너지 젂홖 과제(7)
 구미 지역에너지 젂환 과제 제안
• 제1차 지역에너지(젂홖)계획 수립
- 내용: 젂홖 비젂, 가치, 목표, 젂략, 사업, 거버넌스, 젂홖관리 포함
- 방식: 시민참여형, 숙의적 방식 적용
•
①
②
③
④
⑤

중점 사업 검토 및 추짂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 (에너지조례, 에너지기금 등)
에너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ex.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센터/공사)
시민참여형/나눔형 에너지 사업 홗성화(ex. 협동조합, SPC)
생태산단 조성 및 녹색산업/읷자리 창출(ex. 정의로운 젂홖, FEMS)
동/읍면 맞춤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짂(ex. 미니태양광, 농촊태양광, 유휴부
지 등)
⑥ 석탄열병합발젂소(가동중) 폐쇄 및 연료젂홖 방앆 모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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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적 사회혁신과 고령사회 대응: 도시 녹색 공유재를 중심으로
홍덕화 (서울대 SSK 고령사회연구단)

1. 서론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 지방과 농․산․어촌에 들이닥친 고령화의 파고는 이제 대도시로 밀려오고 있
다. 더불어 도시 공간에 대한 변화의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과 공
공공간(public space)은 여전히 노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건강과 안전
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이라면 전세계적으로 WHO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나 유사한 지침을
따르는 정책을 펴며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를 표방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Steels, 2015;
Fitzgerald and Caro, 2014). 이들은 노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면
서 동시에 대중교통체계와 보행공간을 정비하고 녹지․공원을 늘리는 등 도시 건조환경과 공공공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인데, 제2인생 설계지원, 맞춤형 일자리, 존중과
세대통합,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문화, 살기편한 환경을 고령친화서울의 6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관
련 정책을 펴고 있다.1)
그러나 고령친화도시, 조금 넓게 고령사회에서의 도시 공간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아직 국내에
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고령친화도시를 소개하거나 각 지역의 고령친화도를 평가하고 고령친화도시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추진 방식이나 추진 과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최희경,
2016). 몇몇 추진 과정에 대한 연구들 또한 관련 법과 정책을 WHO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정순둘․어윤경, 2012; 정순둘․윤희수, 2014).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예외적 연구들이 있지만
주민․노인 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사회자본의 형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언급될 뿐 도시
공간의 문제는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임경수, 2016; 정순둘 외, 2015). 이로 인해 고령친화도시가
기본적으로 물리적 환경, 건조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보완적 관계2)를 강조한다는 점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Lui et. al., 2009; Steels, 2015).
이상적 모델(idealistic model)로서 고령친화도시가 마주한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방
안도 필요하다(Buffel et. al., 2012). 건강도시, 아동친화도시, 녹색도시 등 다양한 도시 정책이 실행되
고 있는데,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되는 지점이 많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Fitzgerald and Caro,
2014; 김용창, 2011). 미국의 환경청(EPA)이 스마트성장(smart growth)과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결합시켜 대중교통체계와 농식품체계, 주거양식의 포괄적인 변화를 기획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Glicksman et. al., 2014). 그러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새로
운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자본 주도의 투기적 개발로 인해 환경이 개선된 지역에서 저소득층과
원주민의 축출(displacement)이 일어날 수도 있다(Buffel et. al., 2012). 정부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모멘텀을 창출․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Fitzgerald and Caro, 2014).
한편 고령화는 다중적 사회위기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단적으로 2017년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
1) 고령친화서울 홈페이지(https://afc.welfare.seoul.kr/) 참고. 현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로부터 가입 인증을 받
은 곳은 서울, 부산, 정읍, 수원, 제주도 5곳이다.
2) 예컨대, 이동성을 보장하는 대중교통과 보행조건이 갖춰지고 건강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에서 사
회적 교류와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자본이나 참여 욕구
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가 갖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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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사회적 대응 능력이 잠식되는 가운데 환경․기후․에너지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재생산의 위기’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위협받고 있다
(백영경, 2017). 시야를 도시로 좁혀보면, ‘침체’된 상황에서 ‘늙고 더워지는’ 도시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다(장남종 외, 2016). 환경악화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가 에너지 및 자원 소비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생태적 측면
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Pillemer et. al., 2011). 더 큰 문제는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고령화에 대응하며 환경문제까지 풀어야하는 곳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 공간의 재편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관계적 변화를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령친화적 공간 생산의 계기를 넓히되 투기적 도시화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장치를 고민해야한다. 나아가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역설적으로 다른 부문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고령친화도시나 방치된 공간의 개발이 더 편리한 소비적 공간
의 확산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고령사회 대응이지만 환경위기를 심화시킨 문제적 대응책이
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전환적 사회혁신(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의 시각에서 도시 녹색 공유재(urban
green commons)를 사례로 고령사회에서의 도시 공간 재편 방안을 탐색한다. 전환적 사회혁신은 고령
사회와 도시 공간, 환경위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연결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다. 탐색은 고령화로 인
해 제기되고 있는 도시 공간의 문제를 고령친화도시와 도시 쇠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
다. 이어서 전환적 사회혁신과 도시 녹색 공유재 논의를 검토한다. 이후 도시의 녹지․공원, 도시텃밭
등을 도시 녹색 공유재의 사례로 살펴보고, 전환적 사회혁신의 시각에서 도시 녹색 공유재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한다.

2. 고령사회와 도시 공간의 변화
1) 고령친화도시와 공공공간
공공공간은 마주침의 장소이다. 공공공간은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에 걸쳐져있는 열린 공간(open
space)으로 사람들이 교류하며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Carmona, 2010; Francis et. al., 2012;
Holland, 2015).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은 거리나 시장, 공원, 광장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치면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고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일터를 잃은 노인들에게,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공공공간은 자신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Holland, 2015). 노인의 생활세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공
간에 접근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한다.
노인의 이동성(mobility)이 고령친화도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화가
진행되고 신체적 기능이 쇠퇴하면 환경적 장애물(environmental barrier)에 더 취약해진다. 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행 환경이 위험하고 교통수단이 불편할 경우 이동은 제약받게 되고 생활반경 역시
축소된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자립성, 독립성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1차적으로 보행가능성
(walkability)을 높이는 조치들이 고령친화도시의 이름 아래 추진된다(Aneshensel et. al., 2016;
Holland, 2015). 대표적인 예로 보행길의 정비, 쉴 수 있는 벤치나 장소의 구비, 무장애(barrier free)
시설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주거지 인근에서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도록 공공
시설, 예컨대 노인복지시설, 공원, 공공도서관 등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공

494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인간, 자연, 환경

공간의 확충과 이동성, 접근성의 보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전제하고 있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토대가 된다. 즉 고령친화도시는 이동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로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신체활동과 사
회참여를 유지하는 노년의 삶을 모색한다. 그리고 활발한 신체활동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건강증진의
촉진제가 된다(Aneshensel et. al., 2016). 고립되고 신체활동이 제한된 노인이 만성질환과 우울증 등
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점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편 노인은 유해환경과 환경변화에 더 취약한 편이다. 대기오염이 심해지거나 기후변화가 심화될
경우, 식량 접근성․식품 안전성이 위협받을 경우, 노인은 영유아와 함께 가장 먼저 피해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다(Clarke and Nieuwenhuijsen, 2009; Pillemer et. al., 2011). 따라서 고령친화적인 도시는 생
태환경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심은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녹지․공원을 확충해야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정리하면, 노인의 이동성에 대한 관심은 일상생활의 독립성,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있고, 이것은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활동적, 참여적 삶의 추구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신체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이 놓여있다. 이때 건조환경과 물리적 환경은 이동성과 사회참여
를 제약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공공공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Clarke and Nieuwenhuijsen, 2009; Lui et. al., 2009; Peace,
2013). 다시 말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 참여, 건강증진을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강화 효과를 염
두에 두고 가능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은 흔히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힌다.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계획이 단적인 사례
다.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 환경, 주거 등 물리적 환경 분야를 1개 영역으로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계획은 8개로 구성된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과 달리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고령친화도시 계획에서 교통, 환경, 주거 등이 하나의 영역으로 축소
된 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주관하는 어르신복지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당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2014, 2015a, 2015b). 즉 보행친화환경은 도시교통본부가, 녹지․공
원은 푸른 도시국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디자인정책과가 추진하다보니 어르신복지과가 주관하는 고령
친화도시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실제 추진하는 사업
은 사실상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WHO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통
해 제시한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제2기 고령친화
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2015b). 이
른바 ‘칸막이 행정’으로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루이 등(Lui et. al., 2009)은 고령친화도시 담론이 거버넌스의 성격(상향식, 하향식)과 초점이 되는 환
경(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담론으로서의
고령친화도시는 대체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아래
로부터의 거버넌스를 추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안과 분야에 따라 파편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충격
고령화는 잠정적인 인구감소를 동반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예고
하고 있다. 그 여파는 일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다케다 하루이토, 2016; 이가라시 다카요시 외,
2016; 이가라시 다카요시, 2017; 히로이 요시노리, 2017). 먼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 빈집
과 방치된 공간이 늘어난다. 일본의 경우, 지방도시와 교외 주거도시, 고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거
주자의 사망과 함께 빈집으로 방치되는 곳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심지어 공동주택단지에 빈집이 생기
면서 관리에 애를 먹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무연사회’라 불릴 만큼 가족 관계가 해체되고 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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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붕괴되면서 빈집과 방치된 공간의 관리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는 공간의 과소이용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더 이상 대규모 자본 투자에 기초한 도시 공간의 재개
발이나 인프라 구축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모든 곳에서 균등하게 진행되는 것
은 아니다. 오히려 공간의 교환가치가 높은 곳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낙후된 지역은 더 낙후되
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도시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도 원도심 지역이 ‘기능적 쇠퇴-인구 감소-고령화-지역 활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임호, 2016).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
도 적지 않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 공간의 위기는 예견된 미래가 되고 있다. 서울로 좁혀
보면, 먼저 서울시 내 주거지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관리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서울연구원, 2017; 장남종 외, 2016). 지금까지 한국의 도시들은 개발 차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대규모 도시재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의 좌
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민간자본 주도의 대규모 재개발은 한계에 직면했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대규모 재개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졌다.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투기적
도시화의 결과, 살던 곳에서의 축출이 일상화되고 공간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신현방,
2017).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동사무소 등 유휴시설이 늘고 있다. 기존
시설이 이전하면서 생긴 유휴 공간도 곳곳에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새롭게 확보되는 공간에 의료․요양
시설과 복합용도의 문화․여가․교육시설을 짓고 공원을 확충하는 것을 고령사회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서울연구원, 2017; 장남종 외, 2016).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사람-주택-지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 복지를 지향”해야한다는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장남종 외, 2016).
희망 섞인 기대가 고령친화도시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도시재생이 뿌리를 내
리고 투기적 도시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3. 전환적 사회혁신과 도시 녹색 공유재
1) 전환적 사회혁신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에 대한 명료한 정의는 없다(미우라 히로키, 2013; 송석휘, 2015;
Mulgan, 2012). 대략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풀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통칭해서 사회혁신이라 부르고 있다.3) 멀건(Mulgan, 2012)은 사회혁
신적 접근의 특징을 실용주의(pragmatism)와 실험주의(experimentalism)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사
회혁신을 주창하는 이들은 사회적 가변성(plasticity)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창조적 실험을 통해 사회
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창조적 실험을 중시하는 만큼 사회혁신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조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의 혼합 모델을 창출해낸다. 더불어 사회혁신이 특정
정치이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창조적 실험을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사회혁신은 현 상태에 대한 불만, 부정에서 시작되는 만큼 충족되지 않
은 필요를 조직해낼 수 있는 역량과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혁신은 기존 정책, 제도,
권력과의 긴장을 내재하고 있다. 니콜스와 머독(Nicholls and Murdock, 2012)은 사회혁신을 3가지 차
3) 실체가 다소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혁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빈부격차, 실업, 에너지․환경위기, 저출산․고령
화 등 사회문제는 심화되는 데 반해 정부와 시장을 통한 기존의 대응방식은 갈수록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석휘, 2015; 정미나, 2016; Nicholls and Murdoc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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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구분했는데, 사회혁신에 내재된 긴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점진적 혁
신(incremental innovation)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
점을 맞춘 것으로, 가장 제한된 범위의 혁신이다. 제도적 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 도입하는 것처럼 기존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를 말한다. 반면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권력 관계, 사회적 인식체계(cognitive frame)를
변화시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다만 실제 과정에서는 3가지 차원이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사회혁신은 진화론적 시각에서 다양한 실험들의 자기조직화 속에서 사회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환적 사회혁신은 보다 명시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지향하는 사회혁신의 한 흐름이다. 전환적 사회
혁신은 EU가 지원하는 TRANSIT 프로젝트를 통해 정식화되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지속가능성 이행
(sustainability transition), 다층적 접근(MLP, multi level perspective), 사회혁신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싹트고 있었다(Avelino et. al., 2014).4) 파괴적 혁신에 암시되어있듯이, 전환적 사회혁신은 사회 전체
적인(societal) 해결책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개별 사안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지속가능성과 같은 전체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체계(system) 차원의 변화
를 추구한다(Avelino et. al., 2014; 장훈교, 2017).
다만 전환적 사회혁신은 단일한 사회체계의 단절적 변화를 가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하위 체계들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이를 연결시키는 전략을 따른다. 이는 MLP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전환적 사회
혁신의 사회혁신, 체계혁신(system innovation),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MLP의 틈새(niche), 체제
(regime), 거시환경(landscape) 개념과 대단히 유사하다(Elzen et. al., 2004; Geels, 2004, 2010). 즉
거시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틈새에서의 실험을 전략적으로 관리, 확산시켜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구도가 유지된다. 다만 MLP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변화의 서사’(narrative of change), 다시
말해 변화와 혁신의 내러티브, 은유, 담론이 중요하게 다뤄진다(Haxeltine et. al., 2015). 이처럼 변화
의 서사가 부각되는 이유는 변화의 서사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사물과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행동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회혁신적 실험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틈새적 실험의 사회구조적 배경인 게임체인저의 다차원성이 놓여있다. 즉
인구변동, 경제위기, 환경위기 등 다차원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미시적인 사회혁신적 실험들을 연결해
서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통의 인
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환적 사회혁신은 사회혁신의 정치를 강조한다. 부문 간,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 나아가 국가
와 시장, 시민사회 조직논리의 혼합은 불가피하게 사회혁신을 혼종적인 형태로 진행되게 만든다(Pel
and Bauler, 2014). 이 과정은 권력 관계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사회혁신의 확산은, 다시 말해 사회혁
신의 체계혁신으로의 확장 시도는 포섭과 전환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혁신의 실용주의적 혼종화와
제도화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사회혁신 조직의 재정 전략이다(Weaver and Marks, 2017). 초
기 단계의 사회혁신은 자발적 노동, 사용되지 않는 공간, 폐기된 장비, 미개발된 자원 등의 유용성을
재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사회혁신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자원 동원의 문제에 직면한
다. 지방정부나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사업을 재신청해야할 뿐만 아니
라 사회혁신 조직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진다. 또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조직의 자율성을 유지하
기 어려워진다. 공공 재원을 사용할 경우 책임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사용방식 등이 관료적으로 통제․
관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혁신 조직이 택하는 전략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외부 재
원 확보(external funding pathway). 특히 공공부문의 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4) TRANSIT 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TRANSIT 홈페이지(http://www.transitsocialinnovation.eu/)와 장훈교
(2017)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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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재정적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사회혁신의 성과가 정해진 목표와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되고
관리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자율적인 재원 확보(autonomous funding pathway). 이것은 사회적 기업
설립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수입을 충당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배태(embedding pathway). 즉
목표가 유사하고 재정상태가 좋은 조직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거나 산하 기구로 편입되는 방식이
다. 전환적 사회혁신이 특정 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혁신의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제도화의 양면성과 사회혁신에 내재된 정치적 경합을 강조할 따름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의
제 설정권을 상실한 채 기존 제도의 실행기구로 포섭되거나 불안정하게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서 도약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도시 녹색 공유재5)
오스트롬(E. Ostrom)은 비배제성과 감소성의 특징을 지닌 자원을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
으로 개념화했다. 그러나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개념은 추상화된 자원 개념으로 자원 성격의 역사․문화
적 변동을 포착하기 어렵고 공유재(commons)를 공동체가 소유한 공동자산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
(최현, 2013; 정영신, 2016, 2017). 이로 인해 자원 이용의 배제성이 자원의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
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간과된다. 더구나 최근 형성되고 있는 공유재는 반드시 공동체 소
유 아래 관리되는 것도 아니다. 하비(D. Harvey, 2014)가 지적하듯이, 공유재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하나의 사회적 관계”이다. 공유재의 범위와 형태는 상당부분 공유적 실천에 의해 좌우된다.
도시 공유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설계적 시각에서 보면, 광장, 공원, 거리, 시장, 놀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공간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소유권과 접근권․사용권은 다를 수 있다(Carmona,
2010; Francis et. al., 2012). 이로 인해 광장은 관료적 권위를 과시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개방된 ‘날것으로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곽노완, 2011; 김동완, 2017; 황진태, 2016). 시장은
특권층을 위한 배타적 소비공간으로 축소될 수도 있고, 공원과 놀이터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도시 공유재는 도시권적 실천에 따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 국공유지와 사유지
에 걸쳐 형성되는 유동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도시 공유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과 수익권, 사용권, 처분권 등이 혼합된 일
련의 권리 묶음으로 자산권(property right)을 볼 필요가 있다(Colding et. al., 2013; Judith, 2015; 이
가라시 다카요시, 2016). 더불어 사회적 관계와 교류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공간의 규모나 수만큼
중요한 것은 공공공간의 질이다(Francis et. al., 2012:406~407). 즉 소유권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간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공동체 소유의 자치적 관리라는 기준에 얽매이면 소유권
과 무관하게 공유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공유재적 공간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어렵다(황진태, 2016:
9~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총유론을 주창하는 이들은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에서 탈피해서 다원화
된 권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고령사회의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
가라시 다카요시 외, 2016).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에 근거해서 방치된 공간과 빈집을 사회적으로 관리
하고 공공공간의 자치적 관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나아가 도시 녹색 공유재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으로
구성된 도시 안의 녹색 공간이다(Colding et. al., 2013).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도시 녹색 공유재
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은 녹지, 공원, 농지, 텃밭, 수변공간, 옥상 등 다양하다. 즉 녹색 공유재의 형
태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에서 방치된 공간의 무단 점유까지, 또는 공동체 소유의 자치적 관리에서
5) commons는 커먼즈, 공유지, 공유재, 공유자원, 공용자원, 공동자원, 공통자원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공유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유․무형의 공동자산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유재는 commons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
는 것 같지만 urban green commons의 번역어로 도시 녹색 공유재의 어감이 가장 낫다고 판단해서 공유재로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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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나 사유지의 공동체적 사용까지 다양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도시 녹색 공유재가 흔히 인구감
소, 경기침체, 도시쇠퇴 등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간을 재전유하면서 형성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Colding and Barthel, 2013; Judith, 2015).
도시 녹색 공유재가 사회생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
다. 먼저 도시 녹색 공유재는 열섬효과 완화, 생물종다양성 보존 등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적 측면에서 보자면, 도시 녹색 공유재는 휴식과 운동의 공간이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상
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Glicksman et. al., 2014). 이러한 점에서 도시 녹색 공유
재는 고령친화적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미국 환경청이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하
며 공동체텃밭(community garden)이나 공원의 조성을 권장한 것이 단적인 예다(Glicksman et. al.,
2014). 특히 공동체텃밭은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교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주목받고 있고,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유
사한 효과가 관찰된 바 있다(Colding et. al., 2013; Glicksman et. al., 2014; 김재연․이연숙, 2013).
도시 녹색 공유재의 동학을 이해하려면 (도시) 공유재에 내재된 긴장도 함께 봐야한다. 새로운 공유
재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와 시장을 배제할 수 없다
(백영경, 2017; 황진태, 2016). 즉 공유재의 형성과 소멸은 단순히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지방정부, 기업 등 공동체 밖과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국가와 시장은 권력관계에 따라 기회이
자 장벽으로 이중적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공유적 실천을 통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권리가 부여
되는 것은 일정한 배제를 수반한다(정영신, 2016; 황진태, 2016). 이로 인해 원칙상 모두에게 열린 공
간과 특정 집단의 공유 공간 사이에는 경계짓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시 녹색 공유재
역시 이와 같은 각축을 피할 수 없다.

4. 도시 녹색 공유재와 고령친화적 전환
1) 도시 녹색 공유재의 사례: 공원과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 공원과 도시 텃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999년 1,419개였던 도시공원(계획
2
2
기준)은 2014년 2,782개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공원 면적도 154.18km 에서 170.08km 로 증가했다(서

울특별시, 2015).6) 도시 텃밭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다시 서울시를 보면, 2011년 29ha에 불과했던
도시 텃밭은 2016년 143ha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서울연구원, 2016).
도시 공원과 도시 텃밭의 수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운영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서울시가 2005~2006년경부터 추진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나 ‘자투리땅 녹화 및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주거지 인근의 소규모 공간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녹지․공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 최근 서울시가 한화그룹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도 시민 참여를 토대로 자투리 공간의 환경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 위에 있다.7) 도시
텃밭의 경우, 여전히 교외 지역의 주말농장이 75.4ha(52.7%)로 가장 많지만 자투리 텃밭(24.6ha,
17.2%)이나 학교농장(16.3ha, 11.4%), 공원텃밭(12.2ha, 8.5%), 옥상텃밭(10.6ha, 7.4%)도 빠르게 늘고
6) 실제 조성된 공원은 2014년 기준 2,184개이다. 계획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공원이 600곳 가량 존재한다. 조
성된 공원의 대다수는 어린이공원(1,097개), 마을마당(401개), 근린공원(313개), 소공원(107개)이다(서울특별시,
2015).
7)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공원 정책은 아직 물리적 공간 조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
원 내 정기적인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30곳에 불과할 만큼 공원은 조성된 녹지로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서울특별시, 2015). 계획․설계에서부터 조성, 관리, 기금조성까지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갈 길이 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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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서울연구원, 2016).
시민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변화의 흐름이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 먼저 ‘우리동네숲만들기’나 ‘한평공
원만들기’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주도하여 자투리 공간을 녹색 공유재로 전환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다
(김완순 외, 2013; 김용국 외, 2011).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주도한 우리동네숲만들기의 결과, 2007년부
터 2015년까지 서울시에 28곳의 동네숲이 조성되었다. 한평공원만들기는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
연대가 추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45곳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숲의 조성․운영 과정에 지
속적으로 참여해온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산하 기구인 서울숲 컨서번시팀을 통해 서울숲 운영․관리를 위
탁받게 된 것도 최근 눈에 띄는 변화이다(한국조경, 2016).
공간과 비용의 제약이 큰 도시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도시 텃밭은 한층 더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다. 단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도시 텃밭 공모전의 수상 사례를 보면, 옥
상, 골목, 학교, 하천변 등 대단히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텃밭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례로 안양시 ‘정다운 골목’은 20년 넘게 살아온 노인부터 이주한지 얼마 안 된 젊은 가구까지
30여세대가 골목길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다. 이들은 상자텃밭을 설치하고 벽면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
소와 화초를 가꾸고 있다(내일신문, 2015).
[그림1: 정다운 골목 풍경]

자료: 내일신문(2015)

이와 같은 도시 공원과 도시 텃밭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물리적 환경 조성과 사회
적 관계의 형성이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관계지향적인 도시 공원과 도시 텃밭이 곳곳에서 만들
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한평공원만들기는 명시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주창할 만큼 관계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평공원만들기는 마을만들기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한평공원만들기가 갖고 있는, 즉 커뮤
니티디자인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이다. 커뮤니티디자인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주민과 함께 만든다.
특정한 것을 만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함께 한 사람들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성과를 낳다보면 마을만들기를 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상승되어 향후 마을만
들기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공공공간은 이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소재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웃과 친해지기,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을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뭍혀있던 지역의 갈등이 도출되기도 하는데, 건강한 방식의 갈등 도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선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마을 외부의 사람들도 그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여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마을만들기를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최성용, 2013)

우리동네숲만들기 역시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표방하고 있어 단순한 녹화․조경 사업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나아가 자투리 땅을 동네숲으로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복지의 실현에 기여

500

글로벌 위험사회에서의 환경정의와 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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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김완숙 외, 2013). 옥상, 골목, 자투리 공간을 도시 농업 확산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려
는 이들도 텃밭 조성을 공동체 형성과 결합시키려고 한다. 주거지 인근의 작은 텃밭이 접근성과 이용
의 격차를 줄이고 도시 농업을 일상생활세계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주말농장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둘째, 시민단체가 정부․공공부문과 기업․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간의
협력적 관계가 늘고 있다. 예컨대, 우리동네숲만들기는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씨티은행, 유한킴벌리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동네숲기금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서울시와 구청은 시
유지나 구유지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결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주민들의 참여를 조직하여 동네숲을 조성했다. 몇몇 동네숲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관리, 이용되
었고, 그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나 청소 도구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김완순 외, 2013). 이
와 같은 모습은 민간기업이 공원 조성을 주도하여 공원이 판매시설의 부수적 공간으로 변형되고 주민
들의 이용이 제약되는 것과 대비된다(김용국 외, 2011).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시 텃밭 또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 민간단체나 기업의 후원을 밑거름으로 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추진 방식의 혼종성으로
인해 녹색 공유재가 조성되는 공간도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동네숲과 한평공원이 조
성된 곳을 보면, 소방도로 설치 후 남은 공간, 아파트 개발 후 남은 공간, 어린이집 자투리 공간, 담
장 경계, 산림청 국유지, 공원 귀퉁이, 철도 부지 옆 빈 공간, 상습 쓰레기 투기장 등 소유 형태나 기
능의 측면에서 다종다양하다.

2) 고령친화적 전환을 위한 과제
도시 녹색 공유재가 고령친화적 전환의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해
결해야한다. 첫째, 다양한 시도들을 연결시켜줄 변화의 서사를 만들고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담론적 차원에서든 구체적인 정책․사업이든 도시 녹색 공유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담론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 녹색 공유재는 고령친화도시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경복지, 건강도시 등과 폭넓게 연결될 수 있다. 환경복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환경 자원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보장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복지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 기
반 공동체 복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재경․정회성, 2013). 이와 같은 환경복지의 특성은 건강도시가
강조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대단히 유사하다(유승현, 2016, 2017). 둘 다 물리적 환경과 건조환경의
건강증진 효과를 중요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공원, 산책로, 대기질, 식품 접근성 등 구체적인 개입 대
상도 겹치는 것이 많다. 나아가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참
여와 같은 사회적 여건의 조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점도 유사하다. 고령친화도시, 도시 공원, 도시 농
업, 환경복지, 건강도시 등 담론 간의 공유 지반은 넓다.
도시 녹색 공유재는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빈집 정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
책․사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도 많다. 일례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혁신 정책에는 도시농업, 건
강서울 등이 포함되어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골목만들기 사업의 경우, 골목의 공동 소유
에 입각하여 화단․쉼터․태양광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8) 다른 예로 부산시와 대구시 등은 빈집을 철거하는 대신 텃밭이나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희연 외, 2017: 84~86).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들도 빼
놓을 수 없다. 예컨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나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유휴 공유지나 공공시설을 주민

8) 2016년 골목만들기 사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펴낸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례보고
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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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전대욱 외, 2016). 마을 내 유휴부
지를 마을 정원으로 바꾸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도 눈에 띈다.
그러나 각각의 정책․사업은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담론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
이다. 분절적 실행의 문제는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마
을공동체 사업이 사업별로 분리된 탓에 현장에서 중복되거나 혼란을 겪고 있고, 건강도시 정책은 보건
소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치환되는 경향이 존재한다(송석휘, 2015; 유승현, 2015:44; 정병순, 2017).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우수 사례로 손꼽히기까지 했지만 정작 도시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애를 먹은 것이 예외적인 일은 아닌 듯 하다(최지민 외, 2016).
따라서 도시 녹색 공유재가 확산되고 고령친화적 전환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변화의 서사로 엮어내야한다. 개별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적인 사회변화의 전망 속에서 각각의 시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의 인식틀이 필요하다. 더불어 변
화의 서사를 실행하는 조직적 형태로 지역 단위의 통합적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사회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있
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 간의 연계와 소통은 미흡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 단위 아래로 내려
오면 중간지원조직이 있어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유사한 목표와 문제의식을 가진
사업들이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될 만큼 분절화되어있다(정병순, 2016).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변화의 서사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중층적인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동 단위의 근린 지역에서는 전방위적으로 통합된 풀뿌리형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자치구 수준에서는 필요에 따라 2~3개의 영역을 통합하는 준통합형 기구를 운영하고, 그 위에 시 차
원의 총괄적인 중간지원조직을 두는 방식이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정병순, 2015).
둘째, 사회혁신적 실험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변주를 가능하게하는 자기조직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
가 있다. 도시 녹색 공유재는 유사한 시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정책․사업들과 다양한 형태로 결합
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시 공원과 도시 농업을 결합한 도시농업공원이 가능하다. 현재 도시농업은 주
말농장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주거지 인근의 유휴공간, 자투리공간, 소공원, 옥상 등을 활용한 도시농
업은 활성화되지 않았다(김미영, 2013; 최정석, 2014). 그런데 교외의 주말농장은 대규모의 농지를 확
보하기 좋지만 접근성의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지구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거나 이용
도가 낮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의 일부를 공동체텃밭 등 소규모 도시농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윤희정․조미경, 2012). 물리적 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도시재생의 방
향이 건강이나 삶의 질 제고로 확대된다면 지속가능성, 건강도시 등과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김은정,
2016a, 2016b). 이 경우 환경개선과 건강증진,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로 도시 녹색 공유재가 유용한 수
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이 실현된다면, 고령사회에 대비한 생태적 주거 공동체(서울특별시․서
울시복지재단, 2015c)로 가는 길도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면, 사회혁신의 자기조직화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정다운 골목은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춘 자원순환마을로 변신해가고 있다(안양시민신문, 2016). 마을공
동체와 지역복지에서 시작해 도시텃밭으로 확장해가는 경우도 있다.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시
작된 서울시 도봉구 방아골사람들의 활동은 마을 밥집을 거쳐 마을 텃밭 조성으로 이어졌다(프레시안,
2016).
물론 이와같은 확장은 아직까지 예외적인 사례에 가깝다.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해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단적으로 우리동네숲만들기는 기업 후원이 중단되면서 재정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김완순 외, 2013).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2년 간 사업비․인
건비를 받다 지원이 중단되면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박세훈, 201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사회혁신조직의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어야한다. 덧붙여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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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적 통제로 인해 정부 지원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강상구, 2014;
박세훈, 2017).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면 대체로 독립성이 낮아지기 마련이지만, 특히 관료적 통제가
강해질수록 혁신성은 떨어지고 정책 집행의 새로운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야한다. 사회혁신에 대한 지원이 포섭의 장치로 작동하지 않게끔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9)
셋째, 투기적 도시화를 억제하고 도시 녹색 공유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자산권 체계의 개편이 필
요하다. 자산권이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으로 환원되면 지대 추구 행위를 극대화하는 투기적 도시화를
억제하기 어렵다.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이 자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할 경우 도
시는 시민이 아닌 자산가를 위한 공간이 된다. 그러나 상권이나 장소성 형성, 토지 가격 상승은 그곳
에 거주하거나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방치된
공간, 유휴시설에 대해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만을 고집할 경우 쇠락의 악순환을 막을 사회적 장치를
잃게 된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고 공간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의 공
유재적 성격을 인정하고 자산권을 중층화할 필요가 있다(Buffel et. al., 2012: 611~612; 김용창, 2017;
신현방, 2017; 하비, 2014). 특히 사적 소유권을 지닌 자의 권리만을 배타적으로 인정할 경우 사회혁
신적 시도가 역설적으로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마을만들기가 자가
소유자 중심의 정주자 이익에 부합한다는 비판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강상구, 2014; 곽노완, 2015).
도시 공원 역시 대규모 공원 조성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역설적으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도시 녹지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김용국, 2014).10) 국공유지인 경우에도 공유재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 소유권, 사용권 등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시민자산화가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임대
료 자율규제와 같은 상생협약은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에 반해 시민자산화
는 소유권 이외에 이용권, 운영권, 관리권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중 일부를 지역공동체와 시민
의 권리로 보호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이나 2011년 제정된 영국의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들 수 있다. 영국
지역주권법은 매각자산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 공공서비스 공급․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
참여권, 지역공동체의 자산개발권,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박수빈․남진, 2016; 전대욱 외, 2016). 미국 클리블랜드의 경우, 지역의 거점시설을 활용
하여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자산을 확대해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최명식 외,
2016). 이와 같은 시민자산화가 활성화된다면 도시 녹색 공유재의 실험도 한층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11)
다만 공유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유재는 특정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의 확대
는 자칫 특정 지역으로 자원이 집중되거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곽노완, 2015;
9)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한 예로, 2012년 우리동네숲만들기는 부분적으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주민참여로 만든 동네숲이 전문 조경회사가 만든 것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시 의회의 비판을 받고 이듬해
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김완순 외, 2013:150). 공유재적 접근은 단순히 기능적 공간 조성 이상의 평가 기준
이 필요하다.
1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민간개발방식, 예컨대 부지의 70~80%를 기부채납할 경우 20~30%를 비
공원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11) 현대총유론의 구상도 시민자산화와 유사하다. 이들은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총유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개별 소유권을 유지하더라도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비전 아래 장소 특수성을
갖는 공간,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한다(이가라시 다카요시 외, 2016). 총유는 국내 법에도 존재하는 개념인데,
개인이 아닌 단체가 자산을 소유․관리하고 개인에게는 이용권만 부여된다. 따라서 총유 자산의 경우 개인이 지역을
떠나면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반면 공유는 소유권이 분할된 것으로 지분 소유자는 다른 공유자들
의 동의없이 자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합유자 전원
의 동의없이 소유권을 처분할 수 없다. 관련 내용은 전대욱 외(201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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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 2014). 따라서 공유재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중층적인 것으로 접근해야한다. 1차
적으로 도시 녹색 공유재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존재하지만 도시 녹색 공유재가 배타적인 공간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비춰보면, 도시농업공원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과 공동체 텃밭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
속적으로 재구획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안철환 외, 2013).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을․지역 단위의
공유적 실천이 그보다 스케일이 큰 정치경제적 단위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층적 공동체,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5. 결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환경위기
와 동시에 진행되고 생태적 전환은 고령사회를 조건으로 하며 위기와 전환의 핵심적 공간이 도시라는
점은 고령화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듯하다.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
령친화도시가 실제로 부딪치고 있는 제약과 기획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고령친화도시
에 내재된 통합적 시각은 파편화된 형태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단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교류의 활성화, 참여의 확대는 분절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고령친화도시에서 노인의 이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공공간으로의 접근성 보장하여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데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물리적 공간의 개선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환적 사회혁신은 통합적인 시각에서 고령친화적 공간 조성을 전환의 문제의식과 결합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도시 공원, 도시 텃밭 등 도시 녹색 공유재는 전환적 사회혁신을 통한 고령친
화적 전환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도시 공원, 도시 텃밭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정책적 지원이 늘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실험들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물리적 환경 조성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
다. 즉 관계지향적인 도시 공원과 도시 텃밭 실험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와 시민
단체, 기업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민조직은 국가와 시장의 연결고리 역
할을 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도시 녹색 공유재의 싹을 고령친화적 전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세 가지이
다. 먼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험들을 연결시켜줄 변화의 서사를 구성해야한다. 담론이나 정책․
사업들의 교집합을 늘리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망 속에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층적인 통합
형 중간지원조직과 같이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해야한다. 둘째, 다양한
변주와 새로운 실험을 통해 자기조직화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
혁신적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행정적 통제로 인해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녹색 공유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자산권 체
계를 개편하고 투기적 도시화를 억제해야한다. 시민자산화 등을 통해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에서 벗어
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결국 고령친화적 전환을 위한 과제는 노인의 도시권을 재구성하는 문제와 맞물려있다. 그리고 노인
의 도시권 실현은 도시의 노인 거주자들이 공간 생산의 주체로 나설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버펠
등(Buffel et. al., 2012: 606)이 지적하듯이, 생애과정에 걸쳐 변화하는 필요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공간의 생산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고령친화도시의 조성, 나아가 고령
친화적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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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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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politanism
-

세계시민주의: 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입장을 넘어서서 개인들과 국가들을 공통의 세계
또는 인류의 성원으로서 파악(칸트)

-

“글로벌 위험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초국가적인 협력이다”

-

“즉,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국은 자신들을 탈국가화고, 초국가화시켜야
한다”

-

국민국가에서 국경이 흐려지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

하지만, 코스모폴리탄 국가에서는 국경의 안과 밖에서 국외자(foreigners)와의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됨. 즉,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반함

-

코스모폴리탄 국가는 테러에 맞서는 것 뿐만 아니라 테러를 야기하는
원인들(causes)에도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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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opolitics
- 자연의 정치는 누가 특정한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중요의사결정을 내리는 지를 주목
- 정통적인 자연관리는 과학자, 정책가, 기업이 주도
- 정치생태학자들은 비전문가들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려고
함
- 비인간 지리학자들은 세계의 형성에 있어서 비인간들의
활기있는 참여에도 불구하고 비인간들의 생기(vitality)는
의사결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
-

Cosmopolitics는 여러 행위자들이 함께 수행함으로써
형성되는 세계의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강조

-

코스모폴리틱스의 시각에서 코스포폴리탄니즘은 다양성의
비정치적인 기념행사(apolitical celebration)로 보임

•
-

-

리슈만편모충증 aka ‘알레포의 악마’
시리아에서 수세기 내려온 풍토병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질환
2~3㎛ 크기의 리슈만편모충이 살 속으로
들어가 세포질 안에서 분열과 증식을
반복하며 피부를 갉아먹음
피부, 피부/점막, 내장 질환
피부가 썩는 피부병, 발열, 빈혈, 백혈구
감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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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을 통해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다른 기후
• 지중해성 기후의 남부유럽
- 28도, 48% 습도: 흡혈성 모래파리의 성충이
성장하기 좋은 기후
- 반면, 북부유럽은 냉대습윤 기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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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전파 확대 가능성
-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는
북부유럽까지 온화하게
만듦
- 강수량의 증가
 기온의 상승은 모래파리의 개체량
증가에 기여

-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리슈만편모충증의 확산

리슈만편모충증의 남부유럽에서의
풍토화

• 리뷰만편모충증이
풍토화된 남부유럽
 남부유럽이 유럽
내부에서는
리슈만편모충증의
진원지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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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은 리슈만편모충의
운반자인가?
• 외래유입
리슈만편모충증
사례들은
연구기간동안
이탈리아에서
보고된
리슈만편모충증상의
총 건수(3028) 중
3.5% 남짓한 105건에
불과
 ‘이민자들로 인한 질병
확산’은 정확한 진단인가?

결론
• 비인간들(리슈만편모충)은 어떻게 ‘하나의 유럽’,
유럽의 코스모폴리탄니즘에 균열을 가했는가?
• 인간과 비인간들은 어떻게 리슈만편모충증의
확산에 기여했는가?
• 인간들은 비인간들을 어떻게 자국 이기주의,
난민에 대한 배타주의에 동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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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witworksdaily.com/how-stephen-hawkings-wheelchair-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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