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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가 발전을 성장의 문제로만 보는 도구적 인식 하에 자연을 개발의 대

상으로 타자화할 때, 지구생태계 파괴는 극심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만물은 

하나’라는 생태적 전일성(全一性)을 중심으로 생태친화적 정책기조를 다지며 

정치-경제-사회부문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생태적 전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생태적 전환의 키는 결국 정책결정권을 장악한 정부관료제가 

쥐고 있으므로, 관료들의 가치체계, 행동정향, 정책이해를 생태친화적으로 바

꿀 때, 생태적 전환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

에 먼저 관료들이 그간의 기술-개발관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관료 패러

다임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논구한 뒤, 생태관료 육성의 전제로서 생태관료

의 인식체계(생태적 전일성 및 생태적 존재성에 대한 자각)와 구비요건(생태적 

정책마인드, 생태적 리더십,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정

변수적 함의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Re-ing 모델을 생태관료 육성모델로 

재구성해, 이 모델의 목표변수(국민의 생태가치적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관료의 사고틀 전환과 생태친화적 정책형성역량 개발), 구조변수(개발-보전부

처의 단계적 통합 및 녹색 구조조정, 녹색 자치체화, 생태민주주의적 숙의절차

를 마련하기 위한 녹색거버넌스의 확립), 사람변수(생태관료로서의 역할정체성 

학습에 유용한 목수철학, 농부철학의 벤치마킹과 행정기술개발)가 관료의 생태

적 자각, 생태적 정책마인드, 생태적 리더십 및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을 체계적

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작용하도록, 생태관료 육성포인트들을 자세히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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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엔 사막만이 남는다”(샤토브리앙; 전영우, 
1999). 

“사람이 숲에 들어가기 전엔 숲은 개발의 대상이지만, 사람이 숲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숲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목수 김씨, 2002).   
위의 두 명제는 숲으로 상징되는 지구생태계와 인류문명이 맺고 있는 불가분

의 관계성을 잘 말해준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숲을 파헤치고 개발해야 하지

만, 그럴수록 인류의 생존을 위해 숲을 비롯한 생태계를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

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적 욕구를 조화롭게 충족시

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지향해야 하는가? 
주지하듯이 인류의 근현대사는 과학적 이성에 의거한 문명진보의 역사였지

만, 그 이면엔 부단한 전쟁, 식민지 착취, 공업화 등을 통해 인류가 지구를 한껏 

괴롭혀온 생태계 파괴의 역사이기도 하다. 실제로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등 자연의 대반격은 ‘위험의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따
라서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는 인류의 멸절을 가져오므로, 범지구적 생태문제에 

대한 녹색적 접근1)과 근본적인 생태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발국가가 초래한 위험사회(risk society)적 징후에 크게 직면해 있는 우리나

라 역시, 친환경기술 낙관론만으론 이에 대처하기 곤란해, 차제에 근본적인 생

태적 전환이 더욱 요구된다(홍성태, 2006).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천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발전을 성장의 문제로만 보고, 자연에 대한 도구적 인식 하에 자연을 

개발의 직접적 대상으로 타자(他者)화할 때, 생태계 파괴는 극심해진다(Goulet, 
1997: 1167-1170). 그러나 우리가 ‘만물은 하나’라는 생태적 전일성(全一性)을 중

심으로, 생태친화적 정책기조를 다지며 정치-경제-사회부문을 총체적으로 재구

성한다면, 생태적 전환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생태적 전환의 키는 결국 정책결정권을 장악한 정부관료제2)가 쥐므

1) 녹색성은 생명과 그 근원인 자연의 색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한다(조명래, 2002). 그런

데 이를 위해선 인간 삶의 조건과 맥락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사회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문순홍, 2006a).

2) 한 나라의 환경수준은 산업화 정도, 국민의 인식변화, 정치인의 이해관계 등 여러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산업화의 결과 중산층이 형성되면, 이들을 중심으로 

환경NGO나 녹색당 등 환경정치세력이 선거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쟁점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국의 환경수준을 실제로 보호하거나 파괴하는 결정적 행위는 정책결정권을 

장악한 관료조직에 의해 궁극적으로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행정은 개발-보전 갈등이 

벌어지는 실제장소이다. 관료들은 정치세력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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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료의 가치체계, 행동정향, 정책이해를 생태친화적으로 바꾸며 그들을 생태

관료로 육성3)할 때, 생태적 전환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현 자본세

계화 시대엔 무한경쟁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므로, 향후 생태발전경로를 정교

히 다지며 경제-환경 간 상생의 길을 주도해 나갈 생태관료(eco-crat)의 체계적 

육성은 필연적 과제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연파괴적 고도성장의 폐해에서 벗

어나기 위해선, 생태적 전일성에 대한 자각 하에 사회의 생태적 전환에 요구되

는 생태적 정책마인드, 생태리더십,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을 갖춘 생태관료를 육

성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인식 하에 먼저 범지구적 생태문제의 실상을 알아본 뒤, 

향후 정부관료제가 생태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기 쉬운 기술-개발관료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자로서의 생태관료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논

구하고, 생태관료육성의 전제로서 생태관료의 인식체계와 구비요건을 살펴본다. 
그리고 생태관료 육성모델로서 Re-ing 모델4)을 재구성한 뒤, 이 모델의 주요요

소들이 생태관료의 인식체계와 구비요건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작용하

도록, 생태관료로서의 사고틀 전환과 생태친화적 정책형성역량 개발, 정부조직

과 행정절차의 친생태적 개혁방향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관료들의 생태친화적 

학습코스 전략을 논해본다.

제도적 형태는 친환경적 행동을 지지할 수도 억제할 수도 있다. 특히 어떤 행정형태

는 환경보전 의지를 정책과 행정관행 속에 구체화시키는 데 보다 유리하다(도일, 맥케

이컨, 2001: 183).

3) 따라서 이 글에서의 육성(育成) 개념은 기존 관료들을 퇴출시키고 생태친화적 성향이 

강한 공무원들로 정부관료제를 새로이 구성하자는 의미보다는, 기존 관료의 가치체계,
행동정향에 생태친화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이들을 생태관료로 점차 전환시키는 광

의의 ‘학습이론’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4) Re-ing 모델은 서구 정부들이 거대정부의 비효율을 치유하고 자체의 질적 변화를 모색

하기 위해 만든 종합적 개혁모형이다(Marlowe et al., 1994). 이 글에선 이 모델을 행정

의 3대변수, 즉 목표변수<국민의 행정수요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관료의 사고틀 전환

(rethinking)과 정책형성역량 개발(reinventing)>, 구조변수<조직개혁(restructuring)과 절차

개혁(reengaging citizen)>, 사람변수 <공무원의 의식개혁(reorienting) 및 행정기술 개발

(reskilling)>로 나누어, 각 변수별로 생태관료의 육성포인트를 도출하는 쪽으로 재구성

해, 생태관료 육성모델로 활용한다. 생태관료로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위해선 행정의 3
대변수인 목표,구조,사람 모두가 변화해야 하는데, 이들 변수의 개혁방향을 잘 드러내

는 Re-ing모델의 ‘행정변수적 장점’을 생태관료 육성에 적극 응용해 보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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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태관료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 범지구적 생태문제의 실상과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작용 및 

1. 지속가능개발론 평가

인류문명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어온 근현대사는 인간이 지구생태계의 균형에 

큰 흠집을 낸 파괴의 역사이기도 하다. Dunlap(1994)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자연환경은 삶의 공간(living place), 자원공급창고(supply depot), 폐기물저장소

(waste repository)로서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현대 생태문제들의 주된 특징

은 이런 3가지 기능이 경쟁적으로 서로 확대되는 바람에 지구가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진 데서 발생한다. 즉 근대에 들어 생산, 소비방식이 크게 바뀌

어 환경에 대한 첨가(예: 쓰레기 폐기)와 철회(예: 지하자원 개발) 수준이 지나

치게 높아지면서(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43-44),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된 것이

다. 
세계경제가 지구의 자연계와 갈등을 빚는 생태계 파괴의 증거로는, 기후변화

로 인한 빙하 해빙과 해수면 상승, 벌목과 난개발로 인한 숲 축소와 초지 황폐

화, 이산화탄소 농도증가, 어업붕괴, 생물종의 멸종 등을 들 수 있다(브라운, 
2003: 22). UN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보고서(2005)에 의하면, 특히 지난 50년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물, 식량, 목재, 공기, 기후 등 인류의 기본 생태자원의 60%
가 고갈, 악화되었는데, 이런 난개발로 인한 산림파괴와 물 부족에 대한 지구 

차원의 비상대책이 없는 한, 향후 30년 내에 지구촌의 황폐화가 급속히 전개될 

전망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지구생태계의 파괴에 각국의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산업화 시대의 각국 정부는 지구생태

계의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숲을 인류문명발전의 도구로 보고 개발, 정복

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구정부들의 해외식민지 개척과 전쟁도 그 폐해가 너무 

커 생태계 회복의 기미마저 없앴고,5) 개발도상국들의 폭발적 산업화와 무계획

적 도시화로 인한 자연파괴와 난개발은 근대화로 미화되기조차 했다. 
물론 정부가 지구생태계를 파괴만 해온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18세기 말엔 

숲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숲의 복구와 산림경영에 힘썼던 독일 같은 임업 선진

국이 등장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서구의 정부들은 지구의 허파인 열대숲의 

생태학적 기능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숲의 도시미학적 가치에도 몰두한다(뒤마, 

5) 유럽의 정부들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로 식민지를 늘려가며 자국의 국민을 먹

여 살릴 숲, 땅, 광물을 장악해갔다. 한편 12년간 전쟁을 치른 엘살바도르는 원시림이 

2%만 남고 농경지의 75%가 황폐화됐다. 강물의 90%는 오염되고, 국민의 80%가 식수

난으로 위장병을 앓았다(김소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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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생태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ESSD)의 중요성에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있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와 지구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아젠다 21은 자연과 타지역, 후세대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평의 환경보존과 생물다양성, 사회공동체의 보존과 과학기술의 윤리성,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행동강령으로 강조한다

(Langhelle, 1999: 134-147). 
그러나 지난 산업화과정에선 생태계가 인간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한면희, 2005). 무소유의 자연을 개척하면 그것이 

곧 자기 땅이 된다는 Locke의 사유재산제 정당화 논거에 따라, 상기한 것처럼 

자연정복과 개발이 줄을 이었고, 그 끝은 생태위기로 나타났다. 
자연파괴적 공업화와 식민지개척에 작용해온 각국의 정부는 지금도 개발논리

의 옹호 속에 생태계 파괴에 직접 나서거나 기업식 난개발의 인허가권자로서 

파괴를 방조한다. 예컨대 정부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대만의 공장 9만개 중 

상당수가 시골의 수로(水路) 인근에 소재해 산업폐수가 농경지로 흘러든다. 수
출입품의 장거리수송을 위해 엄청난 수의 고속도로, 공항, 항구가 각국 정부에 

의해 증설되면서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된다(골드스미스, 2001). 미국산림청은 종

이, 목재가격 인하를 위해 숲 벌채회사에 보조금을 주기도 했다(브라운, 2003).  
최근 지구적 담론으로 대두한 지속가능한 개발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

다. 자원의 현명한 사용에 기반을 둔 지속적 성장이 결국 그 핵심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궁극적으로 자연보호가 아닌 개발6)의 보호를 의

미한다는 지적도 있다(볼프강 작스, 2001). 
실제로 지속가능한 개발론은 선진국이 주도한 제1세계 중심의 발전담론으로 

그칠 소지가 크다. 물론 지속가능한 개발론이 환경-경제 간 조화를 강조하지만, 
이는 제3세계의 지역사회 내발(內發)적, 상향적, 노동중심적 중간기술에 근거한 

생태발전론의 문제의식을 배제한 채, 기술,경제 중심의 논의에만 경도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론은 생태적 건전 등의 대안적 발전 논의엔 소홀해져, 
자칫 국가경쟁력 강화논리로 오용될 우려마저 드러낸다(정규호, 2005: 19). 실제

로 UN이 채택한 ｢우리공동의 미래｣가 전개한 지속가능한 개발 논의에선 GNP 
등 경제기준은 핵심요소로 취급되었지만 생태계지속 측정변수는 소홀히 취급되

었고, 기초수요를 정의하는 사회구조와 그 충족을 위한 민주적 결정과정 논의는 

아예 빠져 있다. 
녹색론자들(문순홍, 2006a: 308)은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개발론자들이 환경7)

6) 그래서인지 최근엔 ESSD에서 ES(environmentally sound)는 빼고 SD(sustainable develop-
ment)로만 불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의 development는 발전보다는 개발로 번

역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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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에만 의지해 생태문제를 국지화, 미시화한 뒤 인간중심주의, 기술낙관론 등 

지배적 세계관의 가정과 모순을 그대로 수용하며 관례화된 틀 안에서만 작업해, 
결국 생태계 파괴를 자초했다고 비판한다.

 

2. 생태문제 해결자로서 생태관료 육성의 필요성

개발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지배담론으로 작용하며, 환경을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하위담론으로 환원시켰다(구도완, 2006a: 347). 따라서 종래 개발국

가 체제의 이면에선 국가주의적 공익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가의 적으로 몰아

붙이는 분위기가 강해,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노골적인 반생태적 개발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홍성태, 2007: 87). 비록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

된 생태문제가 삶의 질은 물론 생산의 토대 자체를 붕괴시켜 개발이념 자체의 

정당화 논리에 도전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친환경적 조직개편의 단초(예: 1994
년 환경부 승격,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가 마련되었지만, 국가기구의 

기능과 역할엔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생태위기에 대해선 정부가 

상당한 무감각,무능력,무책임성만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다(정규호, 2006: 161).
예컨대 정부의 생태의식은 아직도 개발주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태계를 경제의 일부로만 이해하는 등 정부의 생태친화정책은 초보 단계이고 

후진적이다. 특히 갯벌, 습지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전문역량과 법률조

항은 미비해, 시민-정부 간의 불균형적 생태구도는 천성산터널, 새만금간척사업

과 <표 1>에서 보듯이 정부-환경NGO 간 정치적 대결로 쉽게 변질되고, 생태계

의 보전이 개발과 충돌할 경우, 정부는 항상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표 1> 정부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은 주요 개발정책 

개발정책 내용 정부의 입장 환경단체의 입장

수도권에 공장신설 허용 수도권 발 에 기여
국가균형발   지방분권과 

치

골 장 230개 건설추진 외화낭비 억제, 경기 활성화
산림 괴, 지하수 고갈, 경기부

양효과 없음

공장설립면  제한 폐지 경제 활성화
마구잡이 개발, 환경훼손, 토

지투기

기업도시 특별법 기업투자 진, 경쟁력 강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특혜

 자료: 서요성(2005: 554-557)에서 참조.

   

7) 생태가 인간-자연 간 유기적 관계를 넓은 안목에서 본 거시적 자연인 반면, 환경은 인

간중심 관점에서 인간을 둘러싼 단순한 외적 자연으로 이해되어(구승희, 2001: 215),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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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 들어 사회 내에 환경담론이 널리 유포되었지만, 대부분의 정책결

정은 여전히 경제중심, 개발중심이다(구도완, 2006b). 예컨대 제3차 국토종합개

발계획 이후 환경-개발의 조화를 목표로 한 생태발전 이념이 제시됐지만, 이런 

선언적 강조는 자연파괴를 억제할 현실성이 없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땐 환경

투자를 촉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땐 파괴적 개발을 합리화하는 명분만 제공할 

뿐이다(홍성태, 2006). 지금도 정치인과 중앙정부는 단기적 개발이익을 위해 오

랫동안 묶어온 개발제한구역을 쉽게 해제하고, 지방정부들도 겉으론 친환경도시

를 표방하지만, 속으론 세수입 증대를 위해 난개발8) 허가를 일삼는다. 
이런 점에서 현 환경정책은 종래의 부문별한 개발방식을 기술적으로 개량해 

국토를 고도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즉 보전-환경의 

상생가치를 외양적으론 강조하지만 속으론 개발을 더 부추기는 ‘신개발주의’로
서, 성장위주의 발전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조명래, 
2003). 특히 국가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12대 정책과제9)가 개발수요를 크게 증

폭시켰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논의된 한반도 대운하 건설, 뉴타운 개발, 수도

권 규제완화도 신개발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을 드러내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에서 146국 

중 122위를 차지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환경의 질은 137위, 환경

부하 축소노력은 146위, 지구적 책무수행도 78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발국가

의 폐해에 직면한 우리로선, 차제에 사회전체의 생태적 전환이 긴요하며, 이는 

그 하부구조인 정부행정의 생태적 전환도 요구한다(홍성태, 2006). 특히 자본세

계화 시대에선 무한경쟁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므로, 기술-개발관료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생태발전경로를 다지는 생태관료의 육성은 더 필연적 과제가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생태문제에 잘 대응해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청정기술 

개발수준이 낮다는 기술관리적 시각도 있지만, 환경가치에 대한 보전부처의 의

지와 부처간 상호조정역량이 부족했던 탓도 크다(김병완, 1993: 192). 즉 관료들

의 환경철학 빈곤10) 속에 경제우선주의가 관료적 절차주의로 연결되면서, 개발

8) 관광도로, 골프장,놀이동산 등의 위락시설, 고급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숲을 파괴하

고, 또 숲을 단절시켜 섬처럼 만드는 숲 단편화 조치는 개발이익을 노린 대표적 난개

발사례이다(유정칠, 2005). 

9) 행정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

문화도시, 민자고속도로, 국립공원 관통도로, U자형 지역개발 구상, 레저복합도시, 해
남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10) 정부는 생태산업이 될 수 있는 농업의 자생력 강화엔 관심이 없다. 대형사고에 치명

적인 원전건설은 세계 7위지만,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소비량은 2.1%에 불과하다. 
정부는 반핵단체가 반대하자 원전의 신규건설을 지연한 채 화력발전으로 충당하는 

등(서요성, 2005: 554-555), 환경철학의 부재를 자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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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의 정당화 논거만 뒷받침해 왔던 것이다(조명래, 2003). 따라서 관료들의 

가치체계와 행동정향을 생태친화쪽으로 신속히 전환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종래

의 기술-개발관료 패러다임을 생태관료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Paehlke & Torgerson(1990)에 의하면, 환경보전에 대한 관료의 의지와 실제 영

향력에 대해선 비관론과 낙관론이 대립된다. 먼저 비관적 포섭(co-option)론에 의

하면, 아무리 친환경적 목표가 정책과정에 제기돼도, 그것이 행정업무단위로 세

분화되는 과정에서 기술관료적 행정논리의 작용으로 인해 성장목표와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목표에의 영합수단이 되는 등, 환경

정책이 성장논리에 종속된 채, 최소한의 점진적 정책조정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반해 보다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즉 활발한 환경담론 

조성을 통해 생태적 합리성11)이 행정국가의 의사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파고드

는 데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낙관적 변환(transformation)도 가능해진다

는 것이다. 즉 환경보전의 지속적 의지와 치밀한 계획이 경제적 합리성을 생태

적 합리성으로 대체시키면서 행정마인드를 지배하게 되면, 행정의 일상업무에 

의해 생태적 합리성이 사회,정치과정의 심층에까지 파고든다. 그러면 기업들도 

환경규제의 정당성과 사회압력에 밀려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동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사고패턴도 변한다. 이런 미미한 변화들의 지속적 축적 위에서 

생태적 합리성이 행정, 경제에 침투되어, 개발의 파괴적 효과를 줄이고 환경친

화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Dryzek(1987)도 환경보전에 대한 관료의 영향력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을 

다 인정하면서도, 행정과정에 생태적 합리성이 일단 투입되면 관료제의 조직논

리가 보다 진전된 형태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즉 환경문제가 정책의

제로 채택되어 법률로 강구되면, 관료제는 사회행위를 감시하는 방식을 통해 환

경규제업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 새로 정의된 사회목표인 환경보

전이 행정성과와 양립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도일, 맥케이컨, 2001: 187)
결국 관료들이 경제적 합리성과 생태적 합리성에 대해 어떤 인식론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또 관료가 자연과 생태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정책, 제도가 도구적 가치에 그칠 수도 있고, 본질적 가치의 실현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한면희, 2007: 25). 

11) 생태적 합리성은 체계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킬 수 있는 수용력 등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지탱해 주는 능력으로서(Dryzek, 1987), 인간이 생태문제의 특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회전체적 차원에서의 자발적 문제해결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실천원칙으로 작용한다(정규호, 2006). 특히 생태적 합리성은 생태계를 하나의 살아있

는 시스템으로 인식해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존재론적 평등성과 통합성에 기초

한다는 점에서, 지배-복종의 이원적 구조에 의거해 일체의 대상을 도구화하는 근대적 

경제합리성 및 행정합리성과는 대조된다(최민자, 2007: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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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현 생태위기를 맞아 관료들의 생태친화적 인식변화와 생태관

료 육성의 필요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생태문제의 원인과 관련해 정부를 

필요악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틀을 뛰어넘어 사회전체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기제로서 정부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Eckersley, 2004). 그럴 때, 관료들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존해 개발의 정당화에 

충실하던 기존의 기술-개발관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적 합리성을 중심으

로 개발의 파괴적 효과를 줄이며 생태발전경로를 체계화해 나가는 생태관료 패

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Ⅲ. 생태관료 육성모델로서 Re-ing모델의 

전략적 재구성 방향

1. 생태관료의 인식체계와 구비요건 

그러나 생태적 합리성이 인간 머릿속의 형이상학적 개념으로만 인식되어선 

그 추상성 때문에 실제 생태적 전환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없다. 따라

서 관료가 생태문제를 자기 집의 문제처럼 피부로 느끼고 그 해결책을 주도적

으로 마련하게 하기 위한 자각적 인식과 역량을 구비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선 

생태적 전일성, 생태적 존재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보자.
원래 인간과 자연은 유기체적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근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연을 인간의 통제, 개발대상으로 전락시켜 인간과의 공생관계에서 벗어나게 

했다. 특히 인간이 우주의 만물 중 가장 우월하다는 인간중심주의적 관념은, 인
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모든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착취, 이용해도 좋다는 도

구적 사고를 팽배하게 했다(조경식, 2005). 
정부행정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선 관료들이 이런 인간중심적, 도구적 세계관

에서 벗어나, ‘만물은 하나’라는 우주만물의 존재론적 평등성을 뜻하는 생태적 

전일성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 아울러 생태적 존재성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도 

필요한데, 이는 인간과 그들의 사회계약물인 국가가 다음과 같은 생태적 존재성

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아감(sense of self)은 그가 속한 장소감각(sense of place)과 연결된

다.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평안은 그가 태어나 터를 잡고 사는 장소가 주는 

특유의 장소감각, 즉 생태적 토대를 갖는 것이다(Benton, 1993: 181-184).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땅을 잘 알아야 하고, 장소의 존재방식과 리듬에 맞춰 살아야 한

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땅에서 장소감각이 주는 본래의 의미대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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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것이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이다(돕슨, 1993). 그렇다면 전 국민

의 생물지역을 통합한 것인 영토를 관리하는 국가도 자신의 장소감각과 생태적 

토대를 무시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해선 “사회질서유지 등의 초계급적 기능을 수

행하는 사회지배조직”이라는 Weber적 개념정의가 통용되지만, 국가는 “영토라는 

자연체계 내에 국민공동체적 삶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다스려지는 하나의 유기

적 생태체계”로도 정의될 수 있고, 또 그 관리자, 즉 “영토-국민 간 결합을 통해 

통치구조를 조절하고 생명의 지속성 유지를 관리하는 생태조절(eco-regulatory 
role)적 역할자”가 된다(조명래, 2002: 22-23; 이도형, 2007: 231-232). 

관료가 생태적 전일성과 생태적 존재성을 인식할 때, 자연-인간이 공생해야만 

생태친화적 삶이 가능해진다는 천지인(天地人) 합일의 공동체성에 기초한 ‘생태

적 정책마인드’12)를 형성할 수 있고, 자연이 자유재가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보

존해야 할 연대자본임을 알게 된다. 
관료들은 이런 점에서 ‘생태적 리더십’도 구비해야 한다. 이는 경제-사회-환경

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초적 이해에 터해, 생태적 합리성 제고와 생태친화

적 삶의 창출에 적극 나서는 리더십이다. 특히 생태적 리더십은 자연-인간의 연

대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생태적 합리성에 기초한 분권화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해 조직의 유기성과 효율성을 최고로 발휘하게 한다.  
진정한 생태적 리더는 생태적 전일성과 존재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토대로, 

자연에 대한 무리한 인위적 통제 없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생태적 지속성을 항

상적으로 유지시키는 무위이무불위(無爲以無不爲)의 통치기술13) 함양에도 노력

하는데(최민자, 2007: 553-560; 588),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생태관료 구비요

건으로서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역량을 도출할 수 있다. 
생태관료는 결국 생태적 전일성과 생태적 존재성에 대한 뚜렷한 자각 아래, 

인간-자연 간 공생과 연대적 협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적 정책마인드와 자

연친화적 정책감수성을 구비한 공무원이다. 또 생태적 합리성에 근거해 정부조

직의 유기적 구성과 생태적 지속성 유지에 유용한 행정기술의 함양 등, 생태적 

삶의 창출에 앞장서며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주도하는 리더이다. 

12) 이는 接(관계성), 化(순환성), 群(다양성), 生(영성)을 강조하는 천부경(天符經)의 메시

지와 상통한다. 천부경은 사람 안에 천지와 우주가 통일되어 있다는 인중천지일(人中

天地一)의 사상으로서, 만물의 조화로운 협조와 화합에 의해서만 새로운 생태적 삶이 

가능해짐을 강조한다(윤형근, 2003:108). 따라서 만물의 조화를 위해 자연과의 공생, 
협력을 중시하는 생태적 인간의 심리가 바로 생태마인드이다.

13) 예컨대 태양,바람 등 자연에너지 활용정책, 유기농,자연농법 등 자연에 가깝게 작물을 

재배하려는 생태적 농업 조성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선 이 글의 제4장 

1,3절에서 자세히 재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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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태관료의 인식체계와 구비요건

인식

체계

 생태  일성 

만물은 하나라는 존재론  평등성과 생태계 내의 계성, 통합

성에서 기인하는 인간-자연의 상호 연결성  연  력의 필

요성에 한 자각

 생태  존재성
인간의 생태  토 와, 생태조  역할자로서의 국가의 존재성 

에 한 인식 

구비

요건

 생태  정책 마인드

만물의 조화에 의해서만 생태  삶이 가능하다는 생태  일성

과 존재성 인식 아래, 자연과의 공생, 력을 진지하게 도모하는 

정책 감수성 

 생태  리더십

경제-사회-환경 간 연 성 이해를 토 로, 생태  합리성에 기

한 정부조직의 유기  구성 등 생태  삶의 창출과 사회 체

의 생태  환 주도능력

생태친화  행정기술
인  통제보다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무 지치의 통치기술  

발휘능력

  

2. Re-ing 모델의 생태관료 육성적 함의와 이를 살리기 위한 모델의 

2. 재구성 방향

그렇다면 생태관료의 인식체계인 생태적 전일성과 생태적 존재성을 바탕으

로, 생태관료의 구비요건인 생태적 정책마인드, 생태적 리더십과 생태친화적 행

정기술을 적극 함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조직은 환경 속에서 생존, 성장하기 위해 환경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

켜야 한다. 따라서 조직들은 환경이 부여한 사명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자기정체

성에 대한 기본가정을 갖는다. 그리고 그 사명에 맞는 조직구조 만들기와 조직

구성원의 학습 등 자기교정을 시도한다(샤인, 2005: 56-62). 이런 논의를 생태관

료의 육성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정부가 생태문제의 해결이란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선, 국민의 생태가

치적 행정수요를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료들이 생태적 전

일성과 존재성에 대한 뚜렷한 자각을 토대로 생태적 정책마인드와 정책형성역

량을 스스로 체화(體化)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생태친화적 정책구현을 위해선 

관료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일터인 정부조직의 구조와 행정과정을 생태친화 

쪽으로 개혁하도록 생태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관료들의 학습도 생태

적 전일성의 인식과 생태적 정책마인드, 생태적 리더십 및 행정기술을 체계적으

로 육성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기술-개발관료에서 벗어나 미래

의 생태관료를 육성하는 것은 이처럼 ‘종합적 개혁’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에 

유용한 육성모델은 없을까? 
최근 정부의 근본적 변화(re-shape)를 유도하기 위한 개혁안들이 제기됐는데, 

<그림 1>의 Re-ing모델은 서구 정부들이 거대정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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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만든 종합적 개혁모형이다. 이런 종합적 개혁모델로서의 함의를 살려 이 

모델을 정부개혁에 직접 활용한 연구로는 서구 정부를 대상으로 한 Marlowe et 
al.(1994)과, 이를 한국에 응용한 이도형,김정렬(2005)이 있다. 또 이 모델을 직접 

활용하진 않았지만 그 핵심 구성요소들(임무, 구조, 절차, 행태의 변화)을 원용

한 연구로는 영연방국가를 다룬 Kaul & Collins(1995), 미국을 대상으로 한 김판

석(1994)을 들 수 있다. 
물론 Re-ing 모델은 거대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도입된 경

영혁신모델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정부 자체의 ‘질적 변

화’를 위해 조직의 주요변수들(목표, 구조, 사람)을 중심으로 ‘종합적 개혁’을 꾀

하는 쪽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도 전략적으로 응용 가능한 

보편적 개혁모델로서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국가의 녹

색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생태적 정책목표, 보전-개발조직의 비중, 절차상 거

버넌스 구조로의 변화정도, 관료와 시민의 생태감수성 등 이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분석변수로 원용한 문순홍(2006b: 93-94)의 연구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생태관료의 육성을 위한 Re-ing 모델의 재구성 

  

  자료: Marlowe et al.(1994: 309)을 참조해 재구성.  

따라서 이 글에선 Re-ing 모델의 ‘행정변수적 함의’를 생태관료 육성에 전략

적으로 응용해본다. 기존의 기술-개발관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관료로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위해선 행정의 3대변수인 목표, 구조(조직과 절차), 사람 모

두 변해야 하는데, 이 모델이 이들 3변수의 개혁방향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Re-ing모델을 전략적으로 잘 응용한다면, 이 모델은 생태관료 육성을 위

한 정부의 총체적 개혁요소들을 포착하는 데 많은 응용여지를 보여줄 것이다.  
단 이 모델의 핵심 구성요소인 여러 re-ing 기법들을 쭉 나열해 논의하면 논

의가 산만해져 탄력성을 상실하고 그만큼 생태관료의 육성효과도 반감될 우려

가 있어, 이 글에선 이 모델을 행정의 3대변수, 즉 목표변수<국민의 행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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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관료 사고틀의 전환(rethinking)과 정책형성역량 개발

(reinventing)>, 구조변수<조직개혁(restructuring), 절차개혁(reengaging citizen)>, 사
람변수<관료의 의식개혁(reorienting), 행정기술 개발(reskilling)>로 나누어, 각 변

수별로 생태관료 육성 포인트를 도출하는 쪽으로 재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모델의 여러 re-ing 기법들을 어떻게 개념화해 육성전략으로 응

용할 것인가?
먼저 rethinking은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변화된 요구사항, 즉 생태가치적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태관료의 인식체계인 생태적 전일성과 생태적 존

재성에 대한 관료들의 자각과 생태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한 관료 사고틀의 큰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관료들은 이런 인식체계 변화와 새로운 사고틀에 적합하게 국가정책내용의 

우선순위와 정책기조를 생태친화쪽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reinventing
이 필요하다. 흔히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의 정부개혁을 Reinventing Government
라 부르는데, 이 때의 Reinventing은 효율적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 전반을 뜯

어고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reinventing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의사결정(decision-making)을 통해 어떤 정책안을 새로 안출(案出), 고안, 창안하

다 등 ‘협의의 정책형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상기한 목표변수, 즉 생태가치적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태관료로서의 

사고틀 전환과 생태친화적 정책개발이 보다 촉진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구조

들, 즉 생태친화적 조직과 절차를 조성해 주거나, 특히 관료들이 생태적 리더십

을 발휘해 그것을 스스로 만들게 할 필요가 있다.14) 먼저 restructuring은 환경변

화에 대응적인 사업쪽으로 조직구조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
기선 생태친화적 정책변화에 맞춰, 늘어난 일거리를 전담하는 조직(보전부처)은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조직(개발부처, 개발공사)은 통폐합하며, 
정책갈등을 빚거나 중복된 사업은 별도의 조정기구를 설치해 조정하는 것으로 

이 개념을 정의한다. 
원래 Re-ing 모델에선 프로세스(process)와 관련해 절차 간소화를 뜻하는 리엔

지니어링을 언급하지만, 여기선 프로세스를 업무절차상의 소통(疏通)통로로 재

14) 구조가 행위자를 강압하므로, 구조개혁을 통해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개혁방법이 많이 

채택된다. 그러나 Giddens의 구조화이론에 의하면, 행위자는 겉으론 구조의 담지자, 
즉 피동체로서, 구조의 강압 속에 성찰없이 행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단한 성

찰과 관망을 통해 의도적으로 행위한다. Popper도 구조를 개인행위를 강압하는 총체

로 놓되, 인간의 목적추구적 의도에 따른 행위라는 매개체를 통한 구조의 변화도 강

조한다. 즉 행위자의 주체적 행위가 구조변화의 매개체로 자리잡으며 구조를 생산,재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김용학, 1987).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선 구조개혁을 통한 관료의 

의식변화 못지않게, 관료의 생태적 리더십 발휘에 의한 생태친화적 조직개편의 가능

성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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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 이 모델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reengaging citizen과 직결되는 것으로 본

다. 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절차간소화 등 능률을 강조하는 리엔지니어링보

다는, ‘심의민주주의’ 관점에서 관-민간 소통통로와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기 위

해 프로세스를 reengaging citizen과 연결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이다. 
마지막으로 reorienting과 reskilling은 관료들의 긍정적 의식변화와 새로운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상의 학습 및 생태친화적 기술개발 전략을 의미하

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Ⅳ. 생태관료 육성전략: Re-ing모델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1. 목표변수: 국민의 생태가치 표출에 부응하기 위한 사고틀의 전환과 

1. 정책형성역량의 개발

1) 새로운 사고틀로서의 생태적 중용, 생태계 자치와 이를 위한 

1) 보속프레임의 구축(rethinking)

우리 사회의 실제엔 아직도 개발국가적 속성이 강하게 남아 있지만, 시대정

신 면에선 이미 개발국가적 속성을 넘어 비개발국가 패러다임으로 이동 중에 

있다. 즉 개발국가의 균열 속에 녹색국가의 기원이 시민사회 쪽에서 먼저 시작

된 것이다(오용선, 2006: 388). 일례로 1990년대 이후 낙동강 페놀 무단방류 등 

현상적 환경폐해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고전환이 요구되면서, 자연, 생명 등 녹

색단어가 국민에게 익숙해지고 있다(서요성, 2005: 549). 특히 1990년대에 대중

소비사회가 형성되면서, 공단 내의 공해로만 지엽적으로 취급되어온 환경문제가 

소비양식, 생활양식 등 일상의 생활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는 Inglehart(1997)의 국제비교에서 가장 빨리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화한 나

라로 기록된다. 경제성장이 되면서 국민이 자아실현, 심미적 가치와 더불어 생

태적 균형, 환경의 질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국민의 생태가치 표출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다. 일례로 

개발의 환경 부작용을 경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는 도입 시부터 개발부처

의 반대로 일부사업이 삭제되는 관료적 어그러짐을 겪었고, 이후 국회 통과과정

에선 타법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되어 입법적 어그러짐을, 마지막 실행과정에선 

정부의 주민의견 수렴의 형식성과 사업자들이 평가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집

행적 어그러짐에 직면하며 유명무실해졌고, 오히려 개발의 면죄부로 작용했다는 

평가이다(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360). 지방정부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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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만 서두르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에 큰 불이

익을 초래하기 쉽다. 개발론자에게 있어 자연의 가치는 항상 0이기 때문이다

(Costanza, et al., 1997). 
향후 관료들이 이런 개발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생태적 전일성에 대한 

자각과 생태적 정책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선, 새로운 사고틀로서 ‘생태적 중용과 

생태계 자치’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 

변화는 결국 인간의 잘못된 잣대로 평가된 자연의 지나친 쌓임과 지나친 부족, 
즉 생태적 불균형15)에서 시발한다(이도원, 2004: 45-49). 따라서 사후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는 대규모댐 개발, 고속도로, 대운하 건

설은 함부로 진행해선 안 되며, 생태적 중용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이 환경위험 평가,관리의 핵심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배리, 2004: 222-223). 그래야만 생태계의 내부순환이 잘 이루어져 생태계가 내

부의 자원만으로도 스스로 기능을 유지하는 생태계 자치력(eco-system autonomy)
을 회복할 수 있다(이도원, 2004: 174-179). 성숙한 생태계는 물질, 정보의 내부

순환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관료의 생태적 전일성과 존재성에 대한 자각 아래, 생태적 중

용과 생태계 자치가 일상적 사고틀로 자리잡아, 관료들이 난개발을 스스로 규제

하고 생태계 자치를 유도하도록 그들의 생태적 정책마인드를 항상적으로 조성

해 줄 구체적 프레임16)은 없는가? 
우리가 산림을 하나의 재생가능 자원으로 보는 이유는, 산림이 생장량 만큼

만 매년 베어져 쓰이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림 

수확량을 해마다 균등하게 계속되도록 경영하는 생태적 중용, 생태계 자치의 이

상적 원칙이 보속(保續) 프레임이다.  
우리 조상들은 임업선진국인 독일보다도 백년 앞서 보속 프레임을 시행했는

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송계(松契)이다. 이는 땔감을 전적으로 나무에 의존

한 조상들이 산림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동력과 기금을 갹출해 

산림을 지키고, 자율규약에 따라 마을주변 소나무의 적정벌채량과 산림조성량을 

매년 할당해 산림자원의 고갈을 막았던 자치제도이다. 조선조 전기의 금산(禁
山)제도, 또 조선후기에 국가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산림을 기능적으로 세분화

15)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숲을 복원하기 위해 목재의 생산가치가 높은 가문비나무, 전나

무 등 단일수종 사업을 추진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단일수종의 숲에서 생물종 다양

성은 줄고 병충해만 만연했다. 

16) 프레임(frame)은 현 세계관에 부합한 언어를 취합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

는 구조화된 체계이다. 따라서 프레임을 반복해 들려주면 그것이 일상적 사고방식이 

된다(레이코프, 2006). 이런 점에서 프레임은 하나의 사고 전환틀(rethinking)로 가시화

되어 생태관료 육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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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리, 보호하던 시책인 봉산(封山)제도 등이 이런 보속프레임에서 나왔다(전
영우, 1999). 

관료들이 생태계 자치와 생태적 중용을 체화하고 생태관료답게 이를 보속프

레임의 행동좌표로 삼기 위해선, 다음의 3 개념에 대한 선 이해와 구체적 실천

이 필요하다(Cahill, 1999). 첫째 생태계 지속성 지표(sustainability indicator)로서, 
환경악화, 자원의 고갈, 장기적 환경변화를 지표화해 나간다. 둘째 환경공간

(environmental space)으로서, 자본당 자원사용량을 체크해 이를 항상 낮게 유지

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으로서, 우리가 생존을 위

해 파괴한 지구의 아픈 흔적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

을 조성한다. 
상기한 보속프레임의 실천을 통해, 관료들은 생태적 전일성과 생태적 존재성

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자연과의 공생, 협력을 지향하는 생태적 정

책마인드도 마음속에 체화할 수 있다.

2) 생태적 중용과 생태적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2) 정책형성역량의 개발(reinventing) 

상기한 보속프레임을 중심으로 관료들이 생태적 정책마인드를 조성한 뒤, 생
태관료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생태친화적 정책

역량은 무엇인가?
(1) 연성에너지 정책: 생태적 중용과 생태계 자치력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는 에너지 생산,수송,소비의 전 단계를 생태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경성에너지(예: 석유, 석탄, 원자력) 경로로부터 연성에너지(예: 풍력, 태양열, 
지열) 경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146). 경성에너지 경로

(hard energy path)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바탕으로 해 거대자본 및 기술로 구

성되는 공급위주의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이용방식이라면, 연성에너지 경로

(soft energy path)는 에너지소비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중시해 에너지의 최종

용도에 관심을 두며, 에너지수요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수요 자체를 자

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즉 연성경로는 에너지 자체의 공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제공을 모색하며, 따라

서 소규모의 지역분산적 에너지체제를 지향한다. 
(2) 건설 및 재개발과정의 합리적 규제: 핀란드에선 주택건설 허가를 건설부

가 아닌 환경부에서 내준다. 수도인 헬싱키에는 270명이나 되는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이 공공건물 및 주택의 건설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를 철저히 검토

한다. 또 건설업자가 집을 짓지 않고 건축가가 개발한다(이병문, 2006). 네덜란

드도 둑, 운하, 간척지를 만들되 자연지구의 보존에도 힘쓰고, 간척지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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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구로 복원하는 등, 생태계 자치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잘 구현해낸다. 
(3) 환경비용을 반영한 조세 및 가격정책: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CO₂배출, 유독성물질 폐기, 수은 및 쓰레기 배출, 
벌목, 살충제, 수자원 남용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조세가 이처럼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가격이 생태적 진실을 말하게 하면,17) 시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

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4) 환경인증제(eco-labeling): 이는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상품에 특정한 표시

를 해 소비자가 그에 대한 지지로서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된 숲과 어

장에서 난 임산물과 해산물, 환경친화적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녹색전

기 등이 그 인증대상이다(브라운, 2003).
(5) 생태적 복지방식: 독일에선 새로운 복지방식이 대두하는데(바이츠제커, 

1999). 이는 자연수탈과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종래의 소비적 복지 대신, 자연과

의 만남을 즐기고 문화복지 서비스의 향유기회를 집 근처에 마련해주는 등 생

태적, 질적 복지방식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6) 생태적 교통, 생태적 농업: 자전거 통근, 철도를 이용한 장거리 출장 등  

철도,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이 되고 자동차가 보조가 되는 생태적 교통정책과, 
유기농, 자연농법18) 등 생태적 농업정책의 추진도, 생태적 경제기적을 낳는 생

태친화정책으로 강조될 수 있다(알트, 2004).
상기한 정책유형은, 환경보전을 주장하지만 속으론 개발을 부추겨온 최근의 

신개발주의와는 차별화되는 것들이다. 관료들은 생태적 중용과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실제 창안해봄으로써, 생태관료로

서의 정책마인드와 생태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다.
  

2. 구조변수: 생태친화적 조직개편 및 절차상의 개혁   

생태관료로서의 사고틀 전환과 생태친화적 정책역량의 개발이 보다 촉진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일터(조직)와 일의 절차를 관료들이 생태적 리더십을 발휘

해 스스로 조성하게 해야 한다. 

17) 가격이 생태적 진실을 말하게 하는 제도로는 배출가스 부과금, 이용자 수수료, 생산

물 부과금, 매매 가능한 배출가스 면허, 환경친화 상품에 대한 세제특혜 등이 있다

(바이츠제커, 1999: 197).

18) 수확만 노리는 약탈농법은 지력(地力)의 고갈에도 불구하고 생산력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농약과 비료를 쓴다. 반면 유기농법은 퇴비를 쓰고 주기적으로 휴경해 지력을 

살려 장기적으로 수확량과 품질을 회복시킨다(힉스, 2003). 더 나아가 자연농법은 무

경작, 무비료, 무제초 등 인위성을 완전 배제한 농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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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개편: 개발-보전부처의 단계적 통합과 녹색 구조조정, 

1) 녹색 자치체화(restructuring)

정부조직의 재설계와 관련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태문제 인식에 대한 근

대 행정체제의 근본적 한계이다. 근대 행정체제는 예측가능성과 관리성을 높이

기 위해 조직을 분리, 환원하는 전략을 택해 문제를 관리 가능한 세부단위로 정

의하는데(Torgerson, 1990: 117-119),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기능적으로 세분할하

는 조직방식은 파편화된 행정구조와 부처이기주의를 유발해, 하위체계의 관할경

계를 넘어서는 상호작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생태문제에의 사전예방적, 통합적 

관리를 곤란하게 한다(Dryzek, 1990: 99-100; 정규호, 2006: 192). 특히 이러한 관

할경계적 조직구조는 관료들의 생태적 전일성에 대한 자각과 이를 통해 생성되

는 생태적 정책마인드의 형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생태적 전일성과 존재성에 대한 관료들의 자각에서 비롯되는 사전예방적, 통

합적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려면, 조직과 기능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개발-보전부

처의 단계적 통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조명래(2003: 143-153)는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론 환경행정을 통폐합해 주무부처의 환경보전업무를 강화하며 개발행

정을 감독하고, 중기적으론 개발행정과 환경행정 부처의 기능을 전면 통합해 환

경보전의 틀내에서 개발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체제를 고려하며, 장기적으론 국

정운영체제를 생태지속성 관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 조직의 완전재편은 장시간을 요하고 그 과정에서 보전-개발부처간 이해관

계도 자주 대립하므로, 과도기적으론 실질적 권한을 가진 조정기구를 두어, 관
료들이 환경-경제-사회의 연관성에 대한 생태적 자각과 생태적 리더십 아래 의

견을 책임 조율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국엔 부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각료위원회가 모든 핵심부서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환경정책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 고려대상이 되게 하고, 
여기서 각종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종합 조정하게 한다. 또 각 부처엔 녹색각

료가 있어 해당부처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성의 검토를 적극 권장하게 하고, 
해당부서의 건축과 시설물들의 환경성과 향상 및 녹색운영에 진력하게 한다(문
태훈, 2002: 69-74). 독일도 1982년 이후 모든 주정부로 하여금 환경보호가 주 

업무인 장관을 두게 하고, 많은 도시에서도 환경 전임자를 시장 다음으로 잘 알

려진 정치인으로 임명해, 그의 업무에 힘을 실어준다(바이츠제커, 1999: 45). 
우리도 생태지속성 관리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체제를 완전 재편하기까지의 과

도기적 과정에서, 이런 이원화된 조직운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보전-개발부처 간 조정기구를 두어 관료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실질

적으로 책임 조정하고,19) 각 부처에도 강한 권한을 가진 환경전담부서를 두어 

19) 경제-환경정책의 조율과 시민단체, 기업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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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의 제고와 녹색운영에 진력하게 해야 한다. 
그 대신 개발시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채 아직도 개발주의 패러다임을 

유지, 확대시키는 토목건설 관련 개발부처들은 과감히 축소, 통폐합하고, 개발공

사들의 중심적 역할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시키는 

‘녹색 구조조정’도 필요하다(오관영, 2003: 114).
정부조직의 생태지향적 재설계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 하에 향후 지역의 난개발이 더

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지방분권적 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녹색 자치체화

(自治體化)가 시급하다(정규호, 2006). 
우리는 이런 점에서 먼저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의 함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물지역주의의 목적은 인간의 문화, 사회, 정치적 구조가 그곳의 

자연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사는 장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진가를 재

평가해, 인간 생활체계가 지역의 자연에 맞도록 스스로를 수정하게 하는 것이다

(문순홍, 2006a: 348-351). 이를 위해선 주민이 직접적 체험을 통해 지역 내의 자

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re-envisioning)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

음엔 지역을 먹여 살려온 땅에 토착화하기 위해 지역에 다시 거주하는 법(re- 
inhabitation)을 배워야 하고, 마지막으론 지역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통

해 일상적 삶의 재구조화를 도모하는 다시 있게 함(re-storation)이 필요하다.
녹색 자치체를 지향하는 지방정부들은 이런 고유의 생물지역적 특성을 반영

한 환경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생태적 존재성을 토대로 독자적인 지역생

태계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생태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할 필요가 있

다. 그래야만 고유의 생물지역주의에 걸맞은 지역 생활체계의 녹색화와 지방정

부의 녹색 자치체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 지방정부는 생태친화정책을 결정,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인

력이 부족해, 중앙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환경오염을 겨우 규제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녹색 자치체화를 위해선 향후 지방분권을 통해 확보

될 권한, 인력, 예산이 지방 환경전담부서의 위상과 내부조직을 강화시켜 그들

의 생태적 리더십을 제고하는 쪽으로 필히 연결되게 해야 한다.  

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재경부,환경부 등 10개 부처도 참여

시켰지만, 이 위원회는 갈등조정에 실패했다(중앙일보, 2006.11.1자 2면). 그 이유로는 

공약사업을 이행계획으로 만들어 이미 추진 중에 있던 각 부처들이 그간의 관성인 

조직이기주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환경을 기술관료적으로 관리해 자본주

의를 지속시키려는 지속가능개발론이 이 위원회의 지배적 환경담론이었기 때문이다

(구도완, 2006b). 새로 구성될 별도의 조정기구에선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부처

간의 다각적 의견조율장치와 참여관료들의 생태적 자각 및 진정한 생태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특히 부처이기주의를 막기 위한 정책실명제, 환경안전실명제 등 사전 제어

장치도 아울러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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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녹색 자치체를 만드는 것이 지방관료들만의 몫은 아니다. 서구에선 후

기 근대에 들어와 도시 안에 근대적 마을을 만드는 풍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

다. 즉 생태적 감수성과 네트워크를 가진 주민들이 본인과 후손을 위해 생태적

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집, 학교, 공공시설을 

스스로 만들며, 마을 일을 토론, 기획하고, 마을의 역사를 기록, 해석해 나간다

(조한혜정, 2007). 벡(2000)이 말하는 하위정치(sub-politics)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

다. 지방정부는 이런 주민주도적 마을 만들기의 조력자로서, 지역 내의 다양한 

조직과 사람을 연계시켜, 주민들의 자생적 마을 만들기에 활용되도록 적극 도와

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는 지방관료들의 생태적 리더십을 키우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
   

2) 절차개혁: 생태민주주의적 숙의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2) 녹색 거버넌스(reengaging citizen)의 확립

Mol(1996)은 생태적 근대화가 녹색치장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려면 

정부의 탈 중심화가 중요하고, 특히 풀뿌리 조직의 적극적 정책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선 국가의 정책결정방식이 중앙집권화된 

폐쇄적 서클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된 참여적 민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최민

자, 2007: 483). 그러나 공급위주의 우리나라 에너지체제는 하향식 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되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으로서, 에너지계획의 수립단

계에서부터 대중참여가 배제된다(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168).
그러나 전문가들보다는 생태문제를 직접 앓는 주민들의 미래예측이 더 정확

하다. 주민들은 생활현장에서 생존권 차원의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온몸으로 문

제점을 인식하고, 미래의 사회적 실재를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맞게 만들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정책입안단계부터 참여시켜 관료들과 머리를 맞

대고 숙의(熟議)하게 해야 한다. 종래의 개발국가가 진화하는 현실적인 길은 신

개발주의가 아니라, 이처럼 정책내용의 생태적 건전성과 정책과정의 민주주의가 

결합한 생태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김두환, 2006: 209-222). 
생태민주주의의 실질적 권리를 위해선, 이외에도 국민에게 환경정보 접근권, 

즉 새 계획을 통보받을 권리, 정책,기준의 설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기구를 고발할 권리 등 환경정책의 절차적 권리체계를 체계적으로 확

보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에커슬리, 2005: 381). 이를 위해선 녹색 거버넌스

(green governance)가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 
녹색 거버넌스는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업-

환경NGO가 협력하는 파트너십 체제로서, 그 임무는 환경 과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생산양식의 전환을 통해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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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두 녹색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단순 규제자에서 

벗어나 녹색가치의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촉진시키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최민자, 2007: 98). 향후 이런 민-관 소통적 계획과정을 중심으로 녹색 공(公)영
역을 만들어, 생태발전에 대한 비전의 공유와 정책우선순위 조정 등 관-민이 공

동의사결정의 문제해결역량을 함께 공(共)동사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정
규호, 2006: 179-181). 

물론 이를 위해선 관료의 생태적 존재성 인식과 생태적 리더십에 의거한 행

정공개주의의 제도화와, 소통문화에 대한 관료들의 개방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
래야 발전의 공동사적 함의를 살린 생태민주주의적 숙의절차가 녹색 거버넌스

를 중심으로 신속히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람변수: 생태관료로서의 의식개혁(reorienting)과 행정기술 개발(reskilling)

생태친화적 정책형성과 구조개혁을 주도적으로 발휘해내는 생태적 리더십과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을 갖춘 공무원이 되기 위해, 관료들은 무엇을 학습, 체화

해야 하는가?20)     
먼저 목수철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훌륭한 목수는 나무가 살아온 만큼

의 내용연수로 그 나무를 살려 쓰는 것을 중시한다. 또 그들은 나무는 생육방위

(生育方位) 그대로 쓰라고 말한다. 즉 나무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 거기서 생긴 

특징21)을 파악해야만, 명재(名材)로서의 나무가치를 살려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다(니시오카 츠네카츠, 2002). 훌륭한 목수들은 톱질도 천천히 하는데, 그 이유

는 힘을 골고루 분배해야만 톱질을 끝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목수들은 가급

적 나무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나무에 손을 덜 댈수록 원래대

로의 자연스러움이 남지만, 지나치게 손대면 인위적 형태만 남기 때문이다(목수

20) 1970-80년대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British Petroleum이 1990년대 이후 최고의 수익률

을 자랑하는 석유회사로 탈바꿈하고, 더욱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란 딱지를 떼고 태양

열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석유를 뛰어넘었다는 의미로 Beyond Petroleum이란 슬로건

까지 내걸게 된 것은, 인력을 반으로 줄이고 수평구조로 재조직하는 등 강한 구조조

정을 한 데서 그 성공비결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이 회사가 ‘학습하는 

회사’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지속적 학습을 통해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불명예를 씻기 

위한 직원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면 새 회사로 거듭날 수 없었다(가드

너, 2005). 마음의 변화는 이처럼 개인,집단이 주요사안에 대해 그간 통상적으로 생각

해온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unlearning), 새 방식을 스스로 배우고 응용하는(learning) 
것을 의미한다(샤인, 2005).

21) 산 남쪽에서 자란 나무는 가늘어도 강하고, 북쪽에서 자란 나무는 굵어도 연약하다. 
따라서 큰 목수들은 4 개의 기둥목을 같은 산의 같은 비탈에서 모셔와 생시적 방향 

그대로 세운다. 그래야 4 기둥이 생시적 몸의 기억으로 함께 해, 콘크리트 집보다 더 

오래가는 1000년 가옥이 된다(이원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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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2002).        
결국 ‘측정 2번, 톱질 1번’이 목수철학의 기본이다. 우리는 이런 목수철학을 

통해 생태적 전일성에 대한 자각과 생태적 정책감수성이 관료들의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방법을, 또 대규모건설 등 난개발과 인위적 행정은 줄이고 

사전예방원칙 아래 생태계 자치 등 자연의 존재방식 그대로 생태적 균형점을 

찾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관료들에겐 농부철학의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생명농업의 선구자이자 땅을 

지키는 농부철학자인 피에르 라비에 의하면, 농사는 농부가 대지와 맺는 일종의 

합의인데, 이 합의는 농부의 애정, 땅과의 소통적 이해, 겸손한 마음씨로만 이루

어진다는 것이 그의 농사철학이다. 따라서 농부는 땅의 산업자여선 안 되고, 대
지에 늘 가까이 머물며, 생태적 지속가능 농업형태인 자연농법, 유기농법을 실

행해야 한다(카르티에 & 카르티에, 2007). 이는 자연을 배려하고 재생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는 적정규모의 기술로서, 자연에 가깝게 작물을 재배해 자연을 가

장 닮은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인간의 생명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

여한다. 
관료들은 농부철학에서 생태적 존재성에서 기인하는 자연에의 겸손함과 생태

마인드, 또 생태계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의사결정상의 생태적 정책감수성, 자연

과의 조화 및 공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생태적 전환을 주도하는 생태적 리더

십의 지혜를 골고루 배울 수 있다.
상기한 목수철학, 농부철학의 학습효과는 관료들의 생태친화적 행정기술 개

발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이런 학습을 통해 관료들은 농약,비료 위주의 약탈농

업 대신 자연농, 유기농 등 생태친화적 농업기술을 개발해, 농업정책과 식품안

전정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또 개발 위주의 환경개량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의 주거공간을 생명의 장소(life place), 즉 생활정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

한 생태도시 조성기술도 개발해낼 수 있다(김철수, 2001). 폐열과 폐에너지를 재

활용하는 쓰레기정책, 태양,바람 등 자연에너지의 개발, 에코브리지 조성, 중수

도시설 도입, 대중교통 활성화, 녹지 및 바람길 조성 등은, 우리의 삶터를 생활

정주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일선관료들이 필히 함양해야 할 생태친화적 도시조

성 기술들이다.  
지금까지 논한 Re-ing 모델의 전략적 재구성 방향과 생태관료의 육성포인트

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 육성 포인트들은 관료들이 생태적 전일성과 

존재성에 대한 자각 아래 인간-자연 간 공생과 연대를 도모하려는 생태적 정책

마인드를 체화하게 해주고, 나아가 그들이 생태적 리더십을 주도적으로 발휘해 

생태친화적 정책개발, 녹색지향 조직개편, 절차상의 생태민주화에 진력하게 하

는 등 생태관료의 육성전략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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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태관료 육성을 위한 Re-ing 모델의 전략적 재구성과 육성 포인트들

변수 Re-ing 모델의 재구성
생태  일성과 생태  존재성에 한 자각 아래, 생태마인

드, 생태 리더십, 생태  행정기술을 키우기 한 육성포인트

목표

변수

rethinking(국민의 

생태가치 수요에 

부응하려는 료들의 

사고틀 환)  

-개발실패사례의 교훈을 통한 생태  일성 인식 아래, 생태

 용, 생태계 자치를 확보하려는 생태  정책마인드 체화

-생태  용, 생태계 자치의 보속 임화(化)와 행동좌표 

마련(생태계지속성지표, 환경공간, 생태발자국의 주기  체크)

reinventing(생태친화  

정책역량의 학습, 개발)

-생태  균형과 건 성을 확보하려는 생태  정책마인드 학습

과, 생태  리더십에 의거한 생태친화정책의 주도  개발

구조

변수 

restructuring(정부부처의 

녹색  통합, 녹색 

구조조정, 그리고 

지방정부의 녹색 

자치체화)

-생태  일성의 자각을 통한 사 방 , 통합  리를 

해 개발-보 부처의 단계  통합,  그 과도기에서의 이원

 조직운 (실질  책임 조정을 수행할 조정기구  부처내

에 강력한 환경 담부서 설치), 개발부처,개발공사의 통폐합 

-생태  존재성과 생물지역주의에 따른 녹색 자치체화를 한 

환경조례 제정과 생태계 복원 등 생태  리더십의 발휘

reengaging citizen (녹색 

거버 스, 생태민주주의 

 숙의 차의 확립)

-정책과정의 생태민주화와 녹색 공 역을 제도화하기 한 녹

색 거버 스의 활성화,  거버 스 구성과정에서 료의 개

방  태도, 소통문화 시 등 생태  리더십의 개발, 강화

사람

변수

reorienting & reskilling 

(목수철학과 농부철학의 

학습,체화  생태친화  

행정기술의 개발)

-생태  일성과 생태  존재성의 자각을 통한 인  행정

축소, 사 방원칙 하에서 생태  용의 공무자세 학습

-생태마인드  생태  정책감수성의 체화를 통한 생태도시, 

생태농업 조성기술 등의 습득

                   

Ⅴ. 맺음말

이 글은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관료 육성의 필요성을 논구한 뒤, 생태관

료 육성의 전제인 생태관료의 인식체계(생태적 전일성, 생태적 존재성에 대한 

자각)와 구비요건(생태적 정책마인드, 생태적 리더십,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생태관료 육성모델로서 Re-ing 모델을 재구성해 이 모델의 

목표변수(국민의 생태친화적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관료들의 사고틀 전환 

및 정책형성역량의 개발), 구조변수(개발-보전부처의 단계적 통합 및 녹색 구조

조정, 생물지역주의에 따른 녹색 자치체화, 생태민주주의적 숙의절차 마련을 위

한 녹색거버넌스의 확립), 사람변수(관료들의 학습전략으로서 목수철학, 농부철

학의 벤치마킹과 생태도시,생태농업의 조성기술 개발)가 관료들의 생태적 자각, 
생태마인드, 생태적 리더십 및 생태친화적 행정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쪽

으로 작용하도록, 생태관료 육성포인트들을 도출했다. 
우리는 향후 관료들이 생태적 전일성과 존재성에 대한 자각 아래, 인간-자연 

간 공생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생태적 정책마인드를 적극 체화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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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태적 리더십을 주도적으로 발휘해 생태친화적 정책개발, 녹색지향 조

직개편, 절차상의 생태민주화 및 생태친화적 행정기술 개발에 진력할 수 있도

록, Re-ing 모델의 생태관료 육성적 함의와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생태관료 육

성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응용,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생태관료 육성과 관련해 주요 동기부여요인인 보상과 그 전제조건인 

환경성과평가에 대해선, 원래 Re-ing 모델 자체가 이것들을 직접적 구성요소로 

논의하지 않기도 했지만, 이 글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못한 연구의 한계를 갖는

다. 이는 저자의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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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ategy of Fostering Eco-crats: Strategic 

Recomposition of the Re-ing Model

Dohyung Lee

Our instrumental perception of Nature causes a lot of ecological disruption in the 
world. Therefore, we need a new perspective of ecological systems and environment 
policy. On that point, this article looks at the possibility that our bureaucrats can 
change their bureaucratic orientation from a technocratic paradigm to an eco-cratic 
paradigm. This article uses the re-ing model for fostering eco-crats. If bureaucrats 
re-think ecological problems, re-invent pro-ecological policies, re-structure their 
workplace toward being green, and reengage citizens through green governance, 
many eco-crats will be found at the street level. 

【Key words: ecological problems, eco-crats, re-ing model, variables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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