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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연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가? 

철*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구는 거의 두배가 늘었 

으며 인구 10명중 9명이 도시에 사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도 $100수준에서 

$10，000으로 100배로 뛰어 올랐다. 1960년 1.5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1 ， 100만대로 730배로 

늘어나 가구수보다 자동차 수가 많은 사회가 되었다.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20%에서 50%로 

높아져 한국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산다. 평균수명도 50세를 밑돌다가 74세로 높 

아져 이른바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도시도 많이 생겼고， 집도 많이 짓고 도로도 많이 

뚫렸다. 집집마다 냉장고， 텔레비전은 필수적이고 오디오， 비디오， 세탁기， 마이크로 오븐， 가 

습기， 제습기， 정수기， 공기정화기， 에어콘은 물론 드디어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 

제품이 좁은 주택공간을 메우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던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많은 고급의 가전제품들을 들여다놓고 년간 I인당 5，αJOKW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 

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하루에 1 ，000만 톤의 물을 쓰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편리해지고 보다 잘 살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어느 외국인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을 냄비와 후라이팬 경제(pot and pan economy) 국가라는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다. 전기 후라 

이팬， 전기밥솥은 물론 손가락하나 까딱하면 모든 것이 작동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이동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온 나라 전체가 전화벨 소리로 노이로제증세 

로 만연해지고 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러 개의 리모콘이 놓여 있으며 벽마다 책상마다 전자 

시계가 몇 개씩 잘짝거리고 있으며 교체되는 맛데리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 만개가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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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블어가고 있다. IMF를 맞아 한국기업들이 외국에 팔려 나갈 때 맛데리 제조회사를 제일 

먼저 사간 이유를 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어령 교수가 일본을 가리켜 「축소지향적 사회」라고 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확대지향적 

사회」가 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공간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큰 아파트일수록 분양이 잘 되 

고 작은 평형의 아파트는 lO만호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체구가 큰 서양인들이 다리를 

쭉 뻗고 뜨거운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표준형 용조가 20평 미만의 소형아파트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욕조는 제구실도 하지 못한 체 빨래나 허드레 물건을 놓아 

두는 장소로 변모해 있다. 산업혁명기 영국의 도시에 가정의 욕조가 연탄보관장소 (co따 in bath 

tab) 로 이용된 것과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인의 전통주택에서는 거실， 

침실， 식당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의 장소를 시간에 따라 다용도로 이용(tempor빼 

patteming) 하는 축소지향적 사회였다. 밥상이 들어오면 식당이고， 이부자리를 깔면 침실이고 손 

님을 맞이하면 거실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공간은 서구적인 생활패턴을 그대 

로 모방하고 있다. 하루에 몇 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 식당， 거실， 침실 등으로 나누어 설계하 

다보니 주택의 규모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는 이미 1 ， 100만대 이상의 자통차가 있으며 

서울만 하더라도 2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다. 자동차 한대가 주차하려면 최소한 

2이n2의 변적이 필요하며 200만대가 주차하려면 4;αm만m2 즉 여의도의 13배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온 골목길과 보도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마다 주차전쟁을 

방불케하는 밀고 맹기는 현상이 아침과 저녁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 

과연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이 구가하고 있는 삶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 

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는 고층고밀화가 되고 있으며 농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난개 

발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40-50층짜리 아파트가 곧 일반화될 것이고 한 집의 단독주택이 헐리 

고 107t구 이상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다. 어느 날 전력공급이 문제가 생겨 

50층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 갑자기 환자가 생긴다던가 노약자 

들에겐 지옥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1 ， 100만대의 자동차는 물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될 것이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댐을 

건설해야 하며 쓸만한 국토를 물 속에 수몰시켜야 한다. 동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보여준 마지 

막 남은 한반도의 생태계의 보고를 물 속에 집어 넣어야 할 지경이다. 닫혀진 아파트 공간 속 

에서 걸음마를 겨우 익힌 유아들로부터 과외열풍 속에 몰아 넣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얄팍한 지 

적능력은 높아지겠지만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야성과 더불어 사는 사회로부터 배울 수 있 

는 덕성은 이미 포기해버린 국민이 되고 있다. 과연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삶의 연장선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지구 속의 인류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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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한가로운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지속가능성 (sustainab피ty) 은 원래 생태학적 개념이었다. 사망률과 출생률이 동일한 수준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포함한 생존여건이 균형된 상태로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태학 

적 개념이 1980년대 중반부터 UN을 중심으로 인류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e development) 이 란 용어로 동장하였다. 드 

디어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이른바 브룬트랜드 보고서라고 알려진 「우리들의 공동미래(Our Common Future) J라는 보고서에 

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를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브룬트 

랜드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 

로 살아야 할 세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는 발전」으로 청의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1992년 리우 환경과 발전회의에서 「의제21 (Agenda 

21)J로 재천명되었으며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UN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를 창설하였다. 그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과연 무 

엇이냐에 대한 세계적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아직도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1) 그러나 한가지 공감대의 형성은 우리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발전의 논리를 계속 추구 

한다면 세계 또는 한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인류가 오늘날 미국이 향유하고 있는 삶의 패턴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부 

존한 자원의 일곱 배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인류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의 환경용 

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 

고 있는 발전의 개념을 바꾸어야 하며，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협 

의의 환경문제로 출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 

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표현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붙여지기 시작하였으며 총체적인 변 

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의미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즉 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뿐 

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그것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보는 

시 각에 따라 다각적 (multi‘sector빼) 이 며 , 장기 적 이 며 , 세 대 간 (inter-generational) 의 형 평 성 은 어 떻 게 

이룩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1) Hennan E. D외y， Beyond Growth: The Econom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oston: B없∞'n Press, 1996 and Edwin 

Zaccai, Sustainable Development: ch없1lCteriStiCS and Interpretations, Ge앵'lIjlhica Helvetica, Vol. 2, No. 54,1999, pp. 7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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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새로 

운 가치관의 정립， 소비패턴의 변화，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 자정적인 환경용 

량을 넘어서지 않는 환경오염의 배출 등의 실천전략들이 나온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 

부， 기업， 개인의 연대체제 (p따tners비p) 의 구축과 발전단계별， 문화특성별로 실천적 지침을 마 

련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적， 국가적， 도시적， 지방적 차원으로 실천강령을 

작성토록 한 바 있다.이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지침과 관련하여 UNCSD, World 

B때1<， 01또D 등 많은 연구기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in띠cators) 개발 작 

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제안된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i 경제적 

지표틀을 하나의 통합된 지표체계로 만드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UNCSD는 1307R의 

지표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들 지 표플을 부문별 (sector메) , 자원별 (resource) , 산출별 (outcom리 , 

총괄별 (summary) 로 체계적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기 또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적 틀로서 푸트프린트이론 (fooφ>rint approac비， 신진대사이론(me빼olism) , 

순저 축이 론 (genuine savings) , 그린 GNP (green GNP) , 환경 경 제 계 정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예， 신자본이론 (new capita1 framework) 등이 제시된 바 있으나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각기 장단점을 지닌 체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단계가 

툴리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과 

실천지침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었다는 점에도 공감올 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 과연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한다. 

첫째 인구적 지속가능성이다. 1998년 현재 한국의 인구는 46，430천명으로 인구 증가율은 년 

간 0.95%로서 1961년 3.01%에서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연장된다면 2020년대 

에 들어가 인구증가는 정태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구성 

/변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나 

타날 것이다. 198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6%에서 1999년 6.8%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16.6%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는 노년 부양비를 높여 사회전체로서 

2) 예를들어 Global Forurn 94 for Lcal Agenda 21: A Frarnework for Environmenta1 At the Loc허 Level, Manchester, 

England 27-30 June 1994 and Habitat II(The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The Global Plan of Action, 
Istanbul, Thrkey 3-14 June, 1996. 

키 United Nations, Measuring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ms: A Set of Indicators, New Yor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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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사회복지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며 오늘날 일본의 16.4%, 미국의 12.4%를 앞지르는 노 

령화 사회를 맞이할 것이다. 인구분포적 측면에서 1998년 현재 이미 도시에 사는 인구비가 

90%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440만 밖에 되지 않는다. 1980년 농가인구 960만에 비교 

한다면 지난 20여년 동안에 농가인구는 반으로 줄어들었으며 2020년에는 농가인구는 300만 수 

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었다. 지난 30여년 간의 농촌인구감소와 도시인구증가 즉 도시화의 

속도에 비하면 한고비를 넘긴 셈이다. 인구적 측면에서 급격한 인구증가도 없을 것이며 농촌인 

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증가도 둔화되면서 도시와 농촌 다같이 인구증가와 인구감소 측면에 

서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자체의 인구증가도 한고비를 넘길 것 

으로 보며 지속가능성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구의 노령화와 

부양비의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내의 인구재배분 

(intra-metropolitan re이S며bution) 즉 대도시 근교지역의 인구증가가 하나의 도전적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국토이용적 지속가능성이다.10만Km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토에 4，64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산지와 내수면 등 적극적 이용이 불가능한 면적이 7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 

용가능한 면적은 26천 Km2에 불과하다. Km2 당 조인구밀도는 476인 이지만 순밀도는 1 ，786언 

에 이르고 있다. 순인구밀도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 전체가 도시적 인구밀도에 육박하고 있으 

며 현실적으로 한국은 전국이 도시적 토지이용의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표-1>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1971년이 래 Km2 당 조인구밀도는 339인으로부터 476인으로 높아졌다. 경제밀도 

는 더욱 높아지고 었다. Km2 당 국내총생산은 1971년 3.99억원으로부터 1998년 현재 37.3 1억원 

으로 증가하여 거의 10배가 증가하였다. 과연 한국의 국토가 지닌 환경용량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점적인 환경파괴가 아니라 전국의 어디를 가 

나 어느 한 곳이 온존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개발의 손길이 뻗혀 있다. 도 

〈표-1> 한국 국토와 인구 및 경제밀도의 변화 

A 
B C 

B/A(인) C/A(억원) 
년도 국토면적 인구(천인) GNP*(억원) 

1971 98,477 32,883 393,547 339.1 3.99 
1975 98,807 35,281 531 ,094 357.1 5.38 

1980 98,992 38.1 24 734,811 385.1 7.51 

1985 99,143 40,806 1,081 ,303 41 1.6 10.91 

1990 99,274 42,869 2,639,516 43 1.8 26.59 

1995 99,268 45,093 3,763,164 454.4 37.91 

1998 99,407 46,430 3,708,623 476.2 37.31 

*1995년 기준불변 

대한민국 통계청， 한국주요경제지표 199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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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고층고밀화가 도시 근교지역의 난개발로부터 농촌， 어촌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산정으로 

부터 바다 속까지 오염물질로 덮여지고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하천이 죽고 있으며 해안 습지 

가 파괴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밀도와 경제밀도는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 

장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 <표-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구밀도만 하더라도 선진제국과 

비교하더라도 1995년 현재 일본의 337인， 네덜란드의 229인을 훨씬 앞서고 있으며 경제밀도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다.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이 한국보다 경제밀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20년대에 이들 나라보다 높은 경제밀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농경지와 임야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지 및 공장용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도로 등 공공용지로의 토지이용전 

환과 대규모 댐의 건설로 엄청난 국토가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엄청난 국토가 수장되었으며 동강댐을 비롯한 여러 개의 댐 건설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을 쓰고 있는 나라로서 언제까지 오늘날과 같은 양적 수요를 충족 

하기 위한 국토를 물속에 넣어야 할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1400Km2 

(42，α)()만평)의 농경지가 타용도로 전환되었으며 6.8%의 농경지가 감소되었다. 특히 1993년 국 

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변경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농경지의 잠식이 가속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경지의 타용도 전환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제 

한구역의 해제 • 조정으로 농경지의 타용도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릉 도시평면확산과 농경지 잠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 

나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와 개발제한구역을 뛰어 넘어 도시적， 산업적 토지이용으로의 전환 

〈표 2) 인구 및 경제밀도의 국제비교 (1995) 

국가 
A B C 

NC(인) B/C(천$) 
인구(천인) GNP (IOO만$) 면적(Km2) 

미국 263,034 7,253,800 24，232，1αm 19 299.3 

영국 57,561 1,105,162 쟁4，100 239 4,527.5 

독일 81 ,642 2,424,067 356,733 229 6,795.2 

-효라，，-까‘ 58,143 1 ，5351α:xl 551 ,500 105 2,783.5 

스위스 7，여O 308,330 41,284 171 7,475.0 

네덜란드 38,588 395,279 323,250 119 1,222.8 

일본 125,197 5,134,276 377,829 337 13,588.9 

중국 1,221,462 697,620 9,596,961 127 72.7 

러시아 147,855 357,552 17,075,400 9 20.9 

한국 45,093 455,476 99,407 454 4,581.9 

북한 23,917 120,538 198 

日本 總務廳 統計局， 世界 η 統計，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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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토이용의 변화 

(단위 = Km2, %) 

싫원풋 1980 1990 1998 증감(80-98) 

농경지 22,099.1(22.3) 21,483.5(21.6) 2α698.3(20.8) -1,400.8 

임야 66,128.8(66.8) 65,571.4(66.1) 65,274.2(65.7) -854.6 

과수·목장 341.6(0.3) 816.6(0.8) 1,050.1(1.1) 708.5 

대지 1,721 α1.7) 1 ，937.α2.0) 2,265.3(2.3) 544.3 

공장 102α0.1) 246.0(0.2) 467.8(0.5) 365.8 

공공용지 1) 1 ，525.6(1.잉 2,001.9(2.0) 2,408.4(2.4) 882.8 

수면 4,968.4(5.0) 5,313.3(5.4) 5,602.5(5.6) 634.1 

기타잉 2,105.8(2.3) 1,904.0(1.9) 1,641.3(1.6) -464.5 

전국 98,992.3(100) 99,273.7(100) 99,407.9(100) 415.6 

1) 학교， 도로， 철도 용지 
2) 공원， 유원지， 종교사적지， 묘지 

이 개구리 띔뛰기 식으로 이루어짐으로서 농경지의 보존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도 

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이용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계획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는 계획적 토지이용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제도적 결함 속에서 단순히 

농경지의 잠식을 넘어선 우리나라 비도시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은 난개발은 물론 환경적으로 많 

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다음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육지부 면적이 

415Km201나 증가하였다. 해면매립이나 간척사업등으로 해안간사치가 시가지， 공장용지， 농경 

지， 공항 등으로 변화함으로써 해안습지 및 해안선 (shorelin리내지 연안역 (coastal zone) 관리 및 

생태계 보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가 지닌 환경용량을 넘어서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 

천， 호소의 오염은 물론 토양의 산성화， 생태계의 파괴， 무계획적인 산지의 개칸 및 개발로 인 

한 토사유출， 산불， 농경지의 감소로 식량자급자족기반의 붕괴， 농촌인구의 격감으로 농촌적 

토지의 황폐화 현상 등이 그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와 경제밀도 

를 지닌 고밀 산업사회가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좁은 나라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이용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른바 IMF구제금융이란 파동으로 

한나라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경험한 바 있다. 잘못되면 한나라의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한 가정이나 한 국가나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결국 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흥청거리면서 자기 돈을 다 쓰고 남의 

돈을 꾸어다가 소비도 하고， 공장도 짓고， 집을 짓다보니 그 꼴이 된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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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나라에 1960년에 15천대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1998년에 1 ，αU만대를 넘어 섰고 에너지 

소비도 1970년이래 8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량을 

1980년이래 6배정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도 많이 건설하였고 다 

목적 댐도 많이 만들었다. 대기오염， 방사선오염， 생태계의 파괴와 좁은 국토를 수몰시켜야만 

했다. 주택도 많이 지었다. <표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81년 주택 500만 호를 건설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도 그것이 정통성 없는 정부의 정치적 공약으로만 생각 

하였다. 그러나 그후 15년만에 50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건설하였다. 주택문제 해결도 중요하지 

만 15년 동안에 500만 호 주택건설로 인한 경제 및 국부의 왜곡된 배분과 환경적 부작용도 결 

코 간과할 수 없었다. 그 동안 녹지지역으로 보존되었던 도시의 토지들은 아파트 군으로 메워 

졌다. 서울만 하더라도 1 ，000만 도시에 숨통 역할을 하던 개포， 고덕， 상계， 목동 등 500만평 

이상의 오픈스페이스가 사라졌다.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라는 

구호도 무색할 정도로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에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모든 단독주 

택과 짜투리 공지에는 다가구， 다세대 빌라라는 이름의 공동주택들로 메워져 버렸다. 주택공급 

논리만이 있었고 도시적 환경과 삶의 질은 저하되었다. 건폐율， 용적률은 높여졌고 인동간격도 

좁아졌다. 농지의 타용도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준농림지역이란 이름의 용도지역도 등장하였 

다. 주택의 평균규모도 커졌지만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전에 살던 가구나 가전제품은 초라 

해 보였고 모든 가계저축은 새로운 가구나 내구연한이 반도 체 지나지 않는 가전제품을 쓰레기 

로 내다 버리는데 소비하였다. 그것도 외제로 보다 큰 것으로 교체하다 보니 주댐은 다시 좁아 

지고 소비재 산업만이 발달하고 외환보유고는 줄어들었다. 외국으로부터 돈을 꾸어다가 외국 

관광 나들이하고 세계적 명품들로 접 장식하는데 흥청거렸다. 이러한 와중에서 몇 개의 주택건 

설업체들이 30대 재벌그룹의 서열에 들어갔으며 한보사태로 대변되는 접장사가 제첼콩장을 건 

설하는데까지 나갔다. 우리나라 도시 중산충들은 주택을 사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의 

축적수단으로 보는 집단적 부패현상까지 가져왔다. 그러다가 국가경제는 파산을 맞은 것이다. 

〈표-4) 주요 소비 및 생활패턴의 변화 

| 전국자동차 
에너지소비 1) 발전량2) ! 주택수(천호) 1인 1일 

(천대) 영양공급량(Kcal) 

1960 15 

1970 61 19,678 4,415 2,370 

1980 528 43,911 37,239 5,353 2,485 

1990 4,250 93,192 107,670 7,203 2,853 

1998 10,470 165,932 215,301 10,7053) 2,959 

1) 석유환산 TOE 

2) GWh 

3) 1995년 센서 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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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의 자급자족율은 계속하여 저하하였으며 영양공급열량으로 본다면 이미 선진국대열에 

들어갔다. 1인당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되고 말았으며 국민건강지수로 

볼 때 비만증 환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산악국가인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국민 식생활 공급원이 중단되더라도 국민 l인당 영양공급량을 1일 2，α)()K!않l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있음은 많은 교훈을 준다.씨 우리의 소비패턴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자동차가 1 ， 100만을 훨씬 넘어섰고 식량자급자 

족율은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쓰레기통에는 반쯤 쓰다버린 학용품틀로 넘쳐 나 

고 있으며 자동차와 냉장고의 평균 사용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의 반 정도로 국 

부를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는지 스스 

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을 가리켜 국민은 가난해도 국가는 잘 산다는 표현을 

쓴다. 개인 소비패턴은 아직도 절약하고， 검소하고， 축소지향적이라고 할만큼 삶의 공간을 좁 

게 쓰고 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비롯해 공공시설 및 환경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그만큼 유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 살아야 할 세대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성장의 결과를 어떻게 

나누어 먹고， 미래를 위해 어떻게 저축하느냐에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열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문화를 떠나서 생각 

할 수 없다. 삶의 질과 행복의 측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은 지난 세기동안 서구적인 가치 

내지 문화의 틀을 발전의 준거로 살아 왔다. 합리적이고， 보편주의적이고， 실용적이며， 과학적 

인 것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과 척박한 토양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적 뿌리와 삶의 패턴 자체도 송두리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도 없지 않았다. 자연에 대한 외경심과 조화의 추구，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끈질긴 집착， 근 

검과 절약정신의 안빈낙도사상， 반도시주의 (anti-urbanism) 와 농본주의 사상，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의 추구， 평등주의적인 상부상조정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 

서 21세기를 살아야 할 새로운 지혜를 재발견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도 몇 천 년동안 

지속시켜온 우리의 가치관 내지 문화적 유산을 하루 아침에 바꿀 때 우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족제도의 붕괴， 금전만능주의의 팽배， 자연파 

괴와 농업기반의 몰락， 대량소비와 낭비를 미덕으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이 없어지 

고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모든 골목길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웃간에 주차문제 때문에 고성이 오가면서 이웃이 붕괴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출입구 

4) 김대중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7F’， 공동체 사회포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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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는 앞집의 대화가 끊어진지 오래이다. 워낙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붐은 도 

시에 와 있지만 의식구조는 농촌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 즉 시민정신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이 그러하고 안전사고로 죽은 인구가 전주시 인구만큼 많아 세계에서 교통사 

고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 다녀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이동전화기를 걸고 있고 반은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동전화는 귀에 달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홍경이다. 벽에 낙서를 하면 곤장을 

치고， 담배 꽁초를 버리면 $500의 벌금을 어김없이 부과하는 싱가폴은 아시아적 가치를 내걸 

고 있다. 무엇이 우리나라를 빈곤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속시켜 오게 한 저력이 무 

엇이겠느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발전의 우상으로 삼고 왔던 서구사회 특히 미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도시 

주의 (new urbanism) 란 이름으로 도시개발의 패 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신도시주의는 미국 

이 지난 세기 동안 넓은 국토에 끝없이 뻗어 가는 자동차 중심의 저밀도 도시평면확산이 이루 

어졌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의 평변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고밀도의 집약적 개발을 유도 

하며， 토지의 혼합적 이용을 촉진하며，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과 근린생활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5)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동양적 도시가 공통적으로 지년 특성 중의 

하나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다. 서구적인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이상으로 모방하고 있 

었던 우리들에게 오히려 당혹함을 주고 있다. 한때 일본을 비롯한 동양적 도시를 서구적 시각 

에서 계획과 설계의 부정 (negation of pl빼ng anddesi맑)6) 또는 유교적 혼란 (c뼈lCÍ뻐 co때lsio띠 7) 

으로 평가하였었는데 비교하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신도시주의 운동은 우리 것에 대 

한 재평가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다. 우리나라 국토가 환경오염으로 병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특히 도시의 환경오염은 수질， 대기， 생물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미 허용의 한도를 넘 

나들고 있다는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낙동강 수계에 있는 도시들은 생활용수공급원이 위 

협받고 있으며 한강수계 도시들도 상수도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시켜야 한다던가 식수전용댐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보급율의 증 

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의 산화질소 내지 일산화탄소는 이미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도시의 내파적 고층고밀화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도 무의미해지고 었다 8) 유황산화물질의 오염은 국경을 초월하여 동북아시아 도시들을 뒤 

5) Anthony Downs, New Vìsions for Metropo1itan America, Washington D.C. 까le Brookings Institution, 1994 and T. 

Beatley and K. Manning, The Eco1ogy ofPlace, Washington D.C. Island Press, 1997. 

6) J.M. “'Lessions frαn the Japanese Jungle", EKISTICS, August 1969. pp. 75-76 

7) Eric 1. Hekk:ila, Confucian Planning or Planning αnfusion， A paper presented for Seoul Development Institute, March 13, 
1993. 

8) 이창우， “우리나라 도시환경보전적실태와 과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주최， 제4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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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기 시작했다. 2025년경에는 북경， 서울， 동경을 잇는 동북아 초국경적 도시권의 대기오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이 쓰레기 배출량은 종량제 실시로 약 

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늘고 있으며 재활용 

율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건설은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입지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지는 고갈되고 있다. 농촌에서의 비점적 오염의 확산과 식수원을 이루는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토양의 산성화와 농촌지역의 소하천， 구거， 호소들은 비닐과 플라스 

틱 폐품들로 덮어지기 시작했다. 국토의 환경용량을 넘어서 전국토의 쓰레기장화 내지 갈색지 

대화 (brown field)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N.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적 선택 

1. 도농통합적 전원국가의 건설 

인구의 도시집중현상 즉 우리나라 도시화의 과정은 끝나가고 있다. 아직도 농촌에는 500만 

정도의 농업인구가 있으며 앞으로 10여년 그 중에서 150만 내지 200만은 도시로 이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2，000만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오는 것과 같은 현상은 없을 

것이며 200만 정도가 도시로 들어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용능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 이미 들어온 4，000만 이상의 인구는 중심도시를 떠나 도시 근교 농촌지역으로 

재배치 될 것이다. 지역간 인구이동이 아니라 지역내 또는 도시권내 (inσa-meσopoli때1) 인구이동 

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자체의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정태적 안정기로 들어 갔다. 도시주변 농촌의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도 옛날 농촌이 아니다. 영농기계화와 농외소득의 증가로 농촌의 생활환경은 도시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했으며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적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 

심도시와 그 주변도시권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도농통합적 사회가 되고 있다. 

이제 도시와 농촌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20세기 초 영국 에베네즈 

하워드가 도시를 농촌답게， 농촌을 도시답게 만들자는 전원도시운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미 도농통합적 도시행정구역으로 개펀한 바 있으나 국토의 관 

리와 계획은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그나마 계획적인 개발과 토 

지이용의 규제가 있으나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촌지역은 무계획적인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에 도시계획이 있다면 농촌에는 농촌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시의 계획 

적 개발규제를 벗아나기 위해 농촌계획 부재라는 공백을 타고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누더기로 

개발 되고 있다. 

시 · 환경정책세미나: 우리나라 도시는 과연 지속가능한가? 세미나 보고서， 1997년 1월. 

9) 日本 國土廳 國立環境冊究所 AIM 프로젝트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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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18，000만평의 농경지와 20，αm만평의 임야가 타용도 전환되면 

서 난개발이 일어났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토는 회복불가능한 환경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r계획이 없는 곳에 개발이 없다」는 국토관리의 철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현행 도시 

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하여 도시와 농촌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길 

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은 1934년 도시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으로 전환하였으며 농촌과 농업의 계획적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 

였다. 

중심도시의 고층고밀화를 억제하고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넓혀야 할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고층고밀의 아파트에서 사는 우리들과 그 속에서 자라난 후세들은 얄팍한 지성은 높아지 

고 보다 영악해질지 모르지만 자연으로 부터 배울 수 있는 야성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덕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한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성， 덕성， 야성이 다같이 

갖춘 국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답게， 농촌은 농촌답게 계획하고 개발해 

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농촌에 15층짜리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할정도 

로 좁은 나라는 아니다. 도시민들은 오늘날 옥외공간에 굶주리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국민들은 더욱 많은 여가공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션을지난 나라 중의 하나이다. 산과 해안을 우리 

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계획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수요를 외면한 국토의 

관리는 오히려 난개발과 환경의 오염을 증대시킬 것이다. 산에도 길을 만들고 휴식할 수 있논 

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해안이나 하천， 호수변도 오늘날처럼 횟집이나 러브텔 

로 들어 차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좋은 경관을 독접하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사유화해 

서는 아니될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전원주택 또는 제2주택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 

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보존이란 명분아래 국토의 이용을 

통결시키는 것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모든 국토가 도농통합적이고， 생산 

과 생활과 여가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 · 보존될 수 있는 계획적 노력과 청사진이 필요할 

때가되었다. 

2. 에너지 및 자원절약적 생활패턴의 구축 

우리나라의 용수， 전력， 식생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포함한 내구성 소비재의 소비패턴은 

이미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항상 최악의 상 

태를 상정하고 설정하여야 한다. 용수는 최악의 갈수기를 생각해야 하고， 전력과 식생활은 원 

유공급과 식량수입원의 중단되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자동차가 가통할 수 없을 때 자전거나 

보행으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직도 쓸만한 가전제품을 오래 

된 모델이라고 쓰레기 더미로 버리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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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디션이 없는 오피스빌딩이나 전력이 중단된 고층아파트를 생각해야 한다. 지하수를 이용한 에 

어콘디션， 한번 사용한 상수도를 세차나 화장실， 정원， 농업용으로의 재활용， 무통력 교통수단 

내지 지하철， 철도와 같은 대량교통수단， 김치냉장고 대신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발견한 땅에 묻 

는 김치독의 지혜를 생각해야 할것이다.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펑균 내구연한은 15년 내지 20년 

이다.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어느 미국 학자는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생활패턴 

을 현대적 생활의 광기 (따y:， formodεm living) 이 라고 경고하고 있다 10) 절약， 재활용， 재순환을 

생활화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 가정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정책과 실천수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도시적 차원에서 중수도 개념의도임， 폐열의 이용， 재개발 재건축으로부터 지구수복적 

(rehabilitation)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지향적 도시개발로 전향해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 

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벌목， 간벌 등의 산림자원을 농촌에너 

지원으로서 이용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의 현지가공을 통해 

쓰레기를 농촌에 환원시켜야 할 것이며 생태적 농촌계획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economy) 패러다임으로부터 생태적 (ecology) 패러다임으로의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a 한국적 삶의 재발견 
맹목적으로 서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활패턴과 삶의 질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 

다. 우리들의 식생활부터， 주거공간， 가족제도， 이웃 및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풍 

부한 자원과 오히려 땅이 많아 고민하고 있는 미국적인 생활패턴과 가치관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택지개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었으나 미 

국은 택지소유하한제를 계획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에는 수 없이 많은 조그마한 

가게틀이 도보거리 속에 밤 늦게까지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도시에서는，음료수 한병 

을 사기 위해서 차고에서 자동차를 꺼내 몇 십킬로미터를 달려야 살 수 있다. 자동차가 없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서비스 

를 우리 주변이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종교가 다른사람들 

이 이웃을 이루어 살고 있는 사회적 혼합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인종과 종교와 빈부에 따 

라 주거지가 분화되고 이로 인한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미국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도시는 좋은 도시적 사회로 볼 수 있다. 

한국적 삶에 대한 버릴 것과 간직해야 할것을 취사선택해야 할것이다. 같은 동양적 유교문화 

권 속에서도 일본과 중국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들 것을 고집하고 있다. 동경 중심부에 몇 

1이 RichardL κ1eier， Sustainable Cities for Korea, September 1991 (unpublished M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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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어오는 조그마한 음식점과 가게들이 도심재개발의 압력에도 버티고 있는가 하면 세계 

화， 전국화의 물결 속에서도 중소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고수하고 있 

다. 중국이 신주자주의(新朱熹主義)라는 이름으로 삼강오륜을 현대적 의미로 재평가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 핵가족 제도에 대한 확대가족제도에 대한 긍정적 수용， 자연에 

대한 외경심과 조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 노인문제와 청 

소년문제를 신주자주의란 틀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한 주택 안에 부모와 자식들이 

각자의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찾고 있다. 서구적， 미국적 가치 

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부터 아시아적 가치， 한국적 가치와 삶의 패턴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4 저|도적 개혁과 실천 수단의 강구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언적， 구호적 의미를 넘어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실천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가적， 도시적， 지방적 차 

원에서 「의제 2l J이라는 이름으로 실천지침과 행동강령의 작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명목상 기구를 신설하고 형식적 문서로서 「의제 21J을 작성하고 있으나 현실은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이용과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만 

하더라도 80개가 넘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앙의 정책기구나 지방적 차원에서 행정조 

직이나 시민조직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 

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과 정보체계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 「의제 21J을 작성한 바 있으나 관청의 문서철 속에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이기 

주의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조정기능도 

없다. 유사용도의 중복지정， 용도 상호간의 불일치와 상충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영향평가제도 

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등 부처간， 전문가 집 

단간의 밥그릇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지역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 

법의 농업진흥지역간의 관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계획과 규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앞에 두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할 시스템도 없다. 광역도시계획제도가 신설됨으로서 각종 지역개발계획제도와의 

관계가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구의 신설과 부처 

이기주의를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지방적 차원에서 「의제 21J작성을 위한 

행정조직과 시민조직과의 파트너쉽 구축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야 할것이다. 지속가능 

한 발전과 「의제 21J은 협의의 환경문제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도시， 지방이 지속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 

케 하는 발상의 대전환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창출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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