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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기 커먼즈는 대기가 공동의 것이라는 의미로, 대기나 기후를 보전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대기 커먼즈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대기가

공동의 것이므로 대기의 이용이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거나 교환가치와 무

관하게 누군가가 대기를 더 많이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인간을

시장 제도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것을 둘러싼 사회적,

윤리적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진다. 하지만 대기를 커먼즈로 보전

하려는 많은 논의들은 ‘커먼즈 관리’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대기를 관리

하는 효과적인 제도와 규칙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둘 때 대기는 인간 밖에 존

재하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현현하며 인간이 이용·관리해야 할 ‘자원’ 이상

의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진다.

이 연구는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보는, 즉 대기 커먼즈 관점이 적절하게 논의

되기 위해 대기 커먼즈의 존재론과 커먼즈의 구성을 탐구하는 방법론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이

라는, 행위자의 관찰에 의존하여 다중적으로 구성되는 대기를 살펴보는 틀을 고

안하여 대기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이 틀은 첫째, 정치생태

학의 다중 자연(multiple natures) 논의를 채택한 틀이다. 다중 자연은 제한된

세계 속에서 연결되는 각종 사물과 지식, 제도 등을 통해 독특한 ‘자연’이 존재

한다고 보며, 그런 자연은 복수의 자연으로 존재한다는 논의다. 둘째, 이 틀은

커먼즈 정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필요한 이질적인 행위자와 그의 관찰,

경험, 추론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끔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을 변형한 틀이

다. 이 연구에서는 구별짓고 질서를 부여하며 정당화하는 실천을 정치적인 실천

으로 보고, 커먼즈를 구성함에 있어 무수한 구별과 질서부여 및 정당화가 이루

어지는 정치적 과정을 커먼즈 정치라고 일컫는다. 고유한 구별과 정당화 즉, 정

치적으로 대기 커먼즈가 구성되는 과정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상황적 맥락 속

에서, 어떤 현실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어떤 독특한 경험으로 구성

하며, 어떠한 실재들을 절개하여 추론해 내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정리하면,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이라는 틀은 정치생태학 및

커먼즈 정치 접근법에 의거해 고안된,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무정형의 현실을 절

개하여 고유의 대기 및 대기 커먼즈를 얻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다.

분석한 사례는 한국의 네 가지 대기·기후 보전 운동으로, 1970∼80년대 반공

해 단체들의 반공해 운동, 2000년대 초반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한 블루스카이 운동, 2010년대 자녀를 둔 부모(특히 여성)들이 주축이

된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합니다’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소년 기후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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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후 운동 등이다. 이 사례들은 대기 중 특정 물질(공업 부산물,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문제 삼으면서 대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보전하고자 한 실천들이다.

이 연구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관찰에 의존하여 산출되는 복수의 세계가 존

재한다는 전제 하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기 커먼즈의 정치적 구성

을 분석하는 작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초월적 비판이 아니라 관찰의존적인 비

판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다른 관찰, 다른 객관성, 다른 진리의 가능성,

따라서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네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보전의 세계와, 그 세계에 존재하는 독특한 현실과 실재를 보

여줄 수 있다. 둘째는 모든 세계에 맹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계에 존재하는

현실과 실재가 일시적, 임시적인 접합물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세계의 내적 한

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네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는 보전해야 할 커먼즈로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관

찰과 경험, 추론들로 구성된다. 각각의 대기 기후 보전 실천들은 서로 다른 대

기와 대기 커먼즈를 존재시킨다. 민주화 운동 및 중화학공업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반공해 단체들은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를, 2002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블루스카이’를 만들고자 한 환경단체-환경부 파트너십은 경쟁력 있는

대기를 구성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의 부모들은 위험한 대기를, ‘청

소년기후행동’의 청년들은 세대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를 구성한다. 각 사례에서

대기 커먼즈는 계급과 세대, 영토(도시, 국가) 등으로 경계 지어지고, 그 경계를

통해 서로 다른 공동체가 호출된다. 민중, 도시의 시민, 복지국가의 국민, 청년

및 미래세대 등이 그것이다. 민중을 호출한 반공해 운동은 자본-국가 대 민중이

라는 서사를 통해 대기 커먼즈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보았고,

시민을 호출한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는 시민이 도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동차를 점검하는 등의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복지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취약계층인 아동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할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대기 커먼즈가 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청년

을 당사자로 호출한 ‘청소년기후행동’은 청년과 미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어른

세대, 특히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이 대기 커먼즈에 대한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

미래에 생존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당사자 운동을 강조했다. 네 사례에서

대기와 대기 커먼즈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관찰과 경험, 추론에 의거한 무수한

구별들과, 이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 즉 정치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대기 커먼즈가 진공 상태가 아니라 독특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 맥락과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행위자는 실재에서 비롯한

무수한 현실 중에서 극히 부분적인 관찰을 수행하고, 각자의 제한적이고 독특한

경험과 추론을 통해 커먼즈를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대기 커먼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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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복수의 내용과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커먼즈

를 구성하는 어떤 행위자도 대기를 통해 발생한 모든 사건과 현상을 관찰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으며, 대기가 넓게 퍼져있는 균질한 덩어리처

럼 보이더라도 누구나 대기를 동일하게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동일한 경험이나 추론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대기 커먼즈는 관찰의존적

으로 존재하기에 대기 커먼즈의 규모, 범위, 대기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는(관

리해야 하는) 주체와 방식 등은 모두 고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보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환경교육적 함의를 가

진다. 커먼즈론은 환경보전 이론으로서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며 커먼즈를 만드

는 과정(commoning)은 환경을 보전하는 실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커먼즈를 만드는 과정은 늘 정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이질적으로

구성되는 복수의 커먼즈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연 혹은 환경을 커먼즈로 보전

하자는 선언에 그치거나 커먼즈 관리 접근에만 매몰될 수 있다. 선언에 그친 커

먼즈론은 실천의 동력을 상실하기 쉽고, 관리주의에 빠진 커먼즈론은 인간의 관

찰, 경험, 추론 속에서 존재하는 다중 자연과 그 역동성을 모두 소거하기에 세

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을 감소시킨다. 커먼즈가 정치적으로 구성되고 누구에

게나 동일하게 관찰, 경험, 추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교육에서도

더 이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전 규범, 보전 행위들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기 어렵다. 커먼즈에 대한 권리나 책임 또한 모든 학습자에게 이미 주어

진 것으로 다룰 수 없다. 환경교육에서는 이질적인 행위자의 세계에서 다중적으

로 존재하는 자연들, 환경들, 커먼즈들, 윤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주요어 : 대기 커먼즈, 정치생태학, 커먼즈 정치,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 다

중사례연구

학 번 : 2017-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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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빈곤은 불평등하지만 스모그는 평등하다’(Beck, 1992: 77)는 울리히 벡의 명

제는 기능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누구나에게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비유이긴 하지만, 대기오염이 위험의 평등성의 사례로 쓰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막힘없이 이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유동한

다. 대기라는 공간에서 누구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공간이 없다면 누구

의 생존도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대기에 구속되어 있고 스모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라는 공간 안의 모두가 위험에 처한다고 볼 수 있다.

대기를 보전하는 행위 또한 모두를 위한 보편타당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하

지만 보편적 대기와 보편타당한 대기 보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기가

누구나에게 주어진 거대하고 균질한 덩어리로 존재하며, 누구나 동일하게 대기

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성립해야 한다.

대기를 ‘늘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자연’,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보는 관점

은 도전받고 있다(Allen, 2020: 79-80). 많은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연구

들은 자연이 인간 밖에 존재하는, 고정된 물리적 세계라는 존재론적 가정과, 중

립적으로 자연을 탐구할 수 있다는 인식론을 가진 비(非)정치생태학에 도전한다

(Robbins, 2004). 정치생태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자연은 사회가 아닌 것, 사회

밖에 있는 순수 자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생산되고 틀지

어지고 구성된 존재다(Biersack, 2006).

한편, 대기 보전을 위한 유용한 관점으로서 대기 커먼즈(atmospheric

commons; atmosphere as the commons)가 있다. 커먼즈(commons)는 무언가를

공동의 것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관점이다. 대기를 커먼즈로 본다는 것은 대기가

공동의 것이라고 본다는 의미다. 대기가 무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무료

재(free goods) 관점, 대기의 이용가치를 교환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경

제재(economic goods) 관점과 달리,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논자들은 대기는 공

동의 것이므로 대기의 이용은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대기를 더 많이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Torre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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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2002; Bollier, 2004; 2014). 대기 커먼즈라는 관점은 인간을 시장 제도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의 것을 보전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사

회적, 윤리적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틀로서 유용하다.

대기 커먼즈라는 관점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커먼즈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대기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제도와 규칙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면서 대

기를 인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균질한 덩어리로, 인간이 이용 관리해야 할 물

질 내지 자원으로 처리해 왔다. 커먼즈 관리 접근을 취하는 대표적인 커먼즈론

인 오스트롬 그룹의 공동체 자원관리론에서는 대기를 공동관리재(Common Pool

Resources; CPRs), 즉 특정한 공동 관리 집단(common pool)에게 주어진, 커먼

즈 상황에 놓여 있어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대기를

사유재가 갖는 감소성과 공공재가 갖는 배제의 어려움을 모두 갖는 공동관리재

로 분류하고(Ostrom, 2010: 645) 공동관리재 중 큰 규모의 자원으로 정의한 후

그에 걸맞은 큰 규모의 공동 관리 집단을 설정한다(McGinnis & Ostrom, 1996).

이들이 설정한 큰 규모의 공동 관리 집단은 각국 정부, 기업, 단체, 국제정부기

구 등의 연합체이며, 큰 규모의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은 상호 감시 제도, 협력

거버넌스 등이다(Ibid.). 오스트롬 그룹의 공동체 자원관리론은 커먼즈가 그 자

체의 객관적, 물리적 속성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봄으로써 커먼즈의 존재론보다

는 커먼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한다. 대기를

무료재로 보든 경제재로 보든 공동관리재로 보든 대기의 존재론은 바뀌지 않았

다.

여타 커먼즈론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적절한 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

다. 마테이(Ugo Mattei), 우자와(宇澤弘文) 등의 공공 신탁관리론이나 바우웬스

(Michel Bauwens),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등의 삼두 체제론은 어떤 커

먼즈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가깝다. 공공 신탁관리론

은 사회적 기능을 하는 커먼즈에 대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신탁 관리자를 설정하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커먼즈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병천, 2018 재인용; 宇澤弘文, 2005; 2015). 삼두 체제론은 커

먼즈에 따라 파트너 국가, 윤리적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auwens & Kostakis, 2014). 이러한 논의들은 커먼즈가 사

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것들을 커먼즈로 바라보게 하고, 그러한

커먼즈를 유지, 생산, 관리하는 여러 방법을 고안하지만 결국 누가 어떻게 커먼

즈를 만들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커먼즈의 구성은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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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른 구성(이병천, 2018 재인용; 宇澤弘文, 2005) 등으로 상당히 모호하게

규명된다. 반면, 하트(Michael Hardt), 네그리(Antonio Negri), 데 안젤리스

(Massimo De Angelis), 카펜치스(George Caffentzis) 등의 체제 대항론에서는

커먼즈의 구성과 그 체제 대항적 기능에 관심을 가지며 커먼즈 관리론을 넘어

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양한 커먼즈의 구성 혹은 탈구성을 관통하는 특정

한 논리, 가치, 기제(예컨대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로서 자본주의 국가-시장 체

제 혹은 신자유주의, 커먼즈의 구성 기제로서 반자본 가치, 자율 등)가 있다고

가정한다. 즉 커먼즈를 존재시키는 진정한 실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존재의

다중성(ontological multiplicity)을 채택하는 논의에서는 이처럼 유일하게 진정한

실재, 이미 확립되고 고정된 실재에 대한 가정이 존재론적 긴장을 생략하고 있

다고 비판하며 복수의 실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Blaser, 2013).

이 연구는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보는, 즉 대기 커먼즈 관점이 적절하게 논의

되기 위해 대기 커먼즈의 존재론과 커먼즈의 구성을 탐구하는 방법론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바탕

으로 대기를 인간 바깥의 순수하고 균질한 자연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면

서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이라는, 행위자의 관찰에 의존하여 다중적으로 구성되

는 대기를 살펴보는 틀을 고안하여 대기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탐색했

다.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이라는 틀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누구

에게나 참/거짓으로 판별되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특수한 맥락과 상황에

위치한 행위자에게 경험적,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전제하는 틀이다. 정치

생태학적 접근 및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대기 커먼즈가 구성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구별하고 그 구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커먼즈를

구성함에 있어 무수한 구별과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을 커먼즈 정치

라고 일컬었다. 커먼즈 정치 접근은 커먼즈 관리 접근과 달리, 커먼즈가 객관적

기준이나 물리적 속성으로 정의될 수 없고 커먼즈의 경계가 자명하지도 않으며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체가 미리 주어져 있지도 않다는 점, 커먼즈는

일정한 종류의 구별과 정당화, 즉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환기시

킨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한국의 네 가지 대기·기후 운동 사례를 선정하

였다. 분석 사례는 1970∼80년대 반공해(反公害) 단체들의 반공해 운동, 2000년

대 초반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파트너십으로 진행한 블루스카이(blue-sky)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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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2010년대 자녀를 둔 부모(특히 여성)들이 주축이 된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

합니다’(이하 미대촉)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소년 기후 행동(이하 청기행)’의

청년(youth) 기후 운동 등이다. 이 사례들은 대기 중 특정 물질을 문제 삼으면

서 대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보전하고자 한 실천들이다. 반공해 운동은 대기 중

의 공업 부산물을, 블루스카이 운동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미세먼지 대응 운동

은 대기 중 미세먼지를, 청년 기후 운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를 문제 삼고 대기라는 공간을 공동의 것으로서 보전하고자 했다. 이러한 보전

행위들은 특수한 맥락과 상황에 위치한 행위자가 무언가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추론하면서 수행된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상황적 맥락에서 누가 어떤 관찰과

경험, 추론을 바탕으로 대기 보전을 이야기하는지, 대기 중 어떤 물질에 주목하

고 어디까지 ‘공동’이라는 경계를 긋는지, 대기의 커먼즈화나 탈커먼즈화의 기제

를 어떻게 도출해 내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대기 커먼

즈가 어떤 범주와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관찰에 의존하여 산출되는 복수의 세계가 존

재한다는 전제 하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기 커먼즈의 정치적 구성

을 분석하는 작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초월적 비판이 아니라 관찰의존적인 비

판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다른 관찰, 다른 객관성, 다른 진리의 가능성,

따라서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네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보전의 세계와, 그 세계에 존재하는 독특한 현실과 실재를 보

여줄 수 있다. 둘째는 모든 세계에 맹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계에 존재하는

현실과 실재가 일시적, 임시적인 접합물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세계의 내적 한

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기뿐만 아니라 물, 바람, 바다, 지구 등을 모두 함께 보전해

야 할 인간 저편의 순수하고 균질한 자연으로 다루는 환경 이론 및 실천, 보전

행위들을 보편타당한 행위로 위치시키는 환경 이론 및 실천에 대한 성찰을 요

청하고자 한다. 또 커먼즈를 만드는 과정(commoning)이 보전 실천의 일종임을

보이면서 커먼즈론이 환경 보전 이론 및 실천에 갖는 가능성을 보이되 그것이

자연 혹은 환경을 커먼즈로 보전하자는 선언적 논의로만 활용되거나 커먼즈 관

리 접근으로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커먼즈의 구성이 늘 정

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세계의 불완전성과 다중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요

청하는 것이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중요한 전제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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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정치의 의미를 밝힌다. 관찰의존적인 세계와 실천, 그리고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이 연구의 관점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커먼즈 논의를 검토한다. 커먼즈 이론

들을 갈래별로 살펴보고,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

펴본다. 이때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관점은 자유재(무료재), 경제재로 보는 관점

을 비교하며 어떤 점이 유용한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자유재, 경제

제로 보는 것과 같은 한계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고 ‘커먼즈 정치’라는 접근의 필

요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커먼즈 연구 접근법을 ‘커먼즈 관리’와 ‘커먼즈 정치’로

구분하고 커먼즈 정치 연구의 유용성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를 제시한다.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으로서

정치생태학과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에 대해 기술하고, 선정한 연구 사례인 반공

해, 블루스카이, 미세먼지 대응, 청년 기후 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

리고 분석 질문,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한다.

제4장은 반공해, 블루스카이, 미세먼지 대응, 청년 기후 운동 네 연구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네 가지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기가 커먼즈로 구성

된다. 먼저, 대기 커먼즈 구성을 둘러싼 맥락과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2차 관찰

자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각 절의 ‘가’항은 사례 집단이 아니라 2차 관찰자인 연

구자가 관찰한 것을 기술한 것이다. 사례의 맥락과 상황으로서 대기 중 물질의

배치와 이동, 각종 법제도, 담론 등이 어떠했는지를 주로 기술했다. 각 절의 ‘나’

항과 ‘다’항은 각 사례의 2차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례 집단의 관찰과 경험,

추론을 분석한 것이다. 사례 집단이 어떤 현실을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를 통해 대기 커먼즈에 권리를 가진 공동체, 대기 커먼즈를 구성/탈구성하는

기제 등을 어떻게 추론하는지를 분석한다.

제5장은 연구 사례 분석에 대한 해석이다. 각 사례를 종합하여 대기 기후 운

동에서의 대기 커먼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논의한다. 여기서 대기 커먼즈가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부분적인 관찰과 경험, 추론들의 연결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대기 커먼즈 정치, 즉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는 구별과 정당화를

검토함으로써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는 경계들과 각종 관계들이 객관적으로 주

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구성물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대기 커먼즈 정

치 연구가 환경 보전 이론과 실천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환경교육에 시사하

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논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모두의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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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가 아니라 이질적인 행위자에 의해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대기를 살펴본 연

구임을 밝힌다. 보편타당한 대기 보전 실천을 도모하는 대신, 구별짓기를 통해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대기와 대기 커먼즈를 살펴보면서 세계의 불완전성과 다

중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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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전제와 용어 정의

가. 세계

이 연구에서 세계는 관찰의존적 세계다. 관찰의존적 세계란, 특수한 맥락과

상황에 위치한 행위자에게 경험적,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다. 관찰의존적 세

계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유일하게 객관적인 세계와 구별되는

것으로, 현대 생태학의 창안자로 여겨지는 윅스퀼(Jakob von Uexküll)의 세계

(Umwelt; 움벨트) 개념과 유사하다.1)

윅스퀼은 짚신벌레, 진드기 등의 사례를 통해 동물들에게 세계가 어떻게 존재

하는지를 밝혔다. 예컨대 <그림 1>은 인간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짚신벌레와

짚신벌레의 환경이고, <그림 2>는 짚신벌레의 세계다.

자료: Uexküll(1956: 54)

<그림 1> 인간의 세계 속 짚신벌레

및 짚신벌레의 환경

<그림 2> 짚신벌레의 세계

1) 윅스퀼은 기계론적 생물학, 생기론적 생물학에 반대하면서 움벨트(Umwelt), 움게붕

(Umgebung) 개념을 고안한 동물행태학자다. 그의 논의는 당시 생물학계에서 잘 받
아들여지지 않다가 이후 셸러(Max Scheler),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들뢰즈

(Gilles Deleuze) 등 철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조명받고 논의되었다. 현대 정치철
학과 과학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라투르(Bruno Latour) 또한 윅스퀼의 논의

가 ‘모든’ 생명체들의 공통의 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보여주는,
오늘날의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소개한다(Latour, 2010:

216-220). 움벨트, 움게붕 모두 ‘환경’으로 직역되기도 하지만 윅스퀼이 둘의 차이를
중요하게 논하였으므로 그의 논지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관찰자의)세계’, ‘전체세계’

로 각각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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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처럼, 인간에게는 짚신벌레가 주변에 다양한 사물들에 둘러싸여 있

는 모습으로 관찰되지만 짚신벌레의 세계에서 그러한 사물들의 차이는 무용하

다. 짚신벌레는 전진운동을 하다가 먹이가 아닌 어떤 것을 만나면 도피운동을

하고(-) 먹이를 만나면 운동을 멈추고(+) 먹이를 먹는다(그림 2). 즉, 짚신벌레

의 세계에서는 먹이인 것과 먹이가 아닌 것 외에 나머지 차이는 무의미하다. 짚

신벌레가 지각하고 반응하는 세계는 인간이 짚신벌레 주변에 펼쳐져 있다고 보

는 환경과는 상이한 모습이며, 인간이 바라본 짚신벌레의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

이 지각하고 반응하는 세계 그 자체다(Uexküll, 1956).

또 진드기의 세계에서는 포유류 몸의 모든 성질이나 요소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 성질 및 요소 간의 차이 또한 지각되지 않는다. 포유류의 수백, 수천 가지

성질이나 요소 중에서 피처럼 극히 일부만이 진드기에게 지각된다. 진드기는 포

유류가 지나가기 전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포유류가 지나가면 그의

몸에 떨어지는데, 진드기의 세계에서는 포유류의 일부 성질이 마치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횃불처럼 진드기를 인도하는 길잡이로 작용한다(김재인, 2008).

이 외에도 동물들의 세계가 얼마나 상이하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많은 사례

연구들이 존재한다(Uexküll, 1956; 히다카 도시다카, 2005). 예컨대 파리에게는

빛과 먹이 외에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탁자나 의자, 책

상의 차이는 무의미하며 동일하게 회색으로 처리된다. 거미줄도 파리의 지각 대

상에서 제외된다. 거미는 파리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든다. 같은

종의 동물이라도 배추흰나비는 빨강색을 보지 못하고 노랑색에서 자외색까지

인식하지만, 호랑나비는 빨강색부터 자외색까지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호랑나

비에게 노란 장미와 빨간 장미가 피어 있다는 것이 참이지만, 함께 날고 있는

배추흰나비에게는 노란 장미만이 있다는 것이 참이다. 같은 종 내에서도 수컷과

암컷이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윅스퀼의 세계 논의는 종(種)의 수만큼이나 많은 세계가 존재하며, 같은 종

내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같은 인간이라도 서로

다른 세계를 만들고 각자가 만든 상이한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다.

이 연구는 윅스퀼의 세계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윅스퀼의 전체세계

(Umgebung; 움게붕) 개념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윅스퀼은 세계를 전체세계와

의 구분 속에서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세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

지는 환경이고, 세계는 특정 관찰자가 유의미하게 포착한, 전체세계의 일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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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는 관찰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전체세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객관적

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전체세계를 인간의 세계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인

간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 바라본 전체세계인지, 정말로 전체세계인지는 인간의

세계를 빠져나가 모든 세계로부터 초월한 존재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전체세계가 있다고 가정하거나 전체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인간으로서 연구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실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실재한다고 추정되거나 가정된 세계로서 전체세계를 설정하고,

특정 관찰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개념으로 설

정해 둔다.

개체마다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윅스퀼의 아이디어는 개체의 행위가 스스

로의 세계를 산출하고 세계를 통해 유지되고 작동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마뚜

라나(H. Maturana)와 바렐라(F. Varela)는 ‘앎’이라는 인간 행위에 대하여, 인간

이 스스로의 삶에 적합한 하나의 세계를 산출하는 작업이며 그렇게 구축된 세

계를 통해 앎이라는 행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Maturana & Varela,

1987). <그림 3>은 앎이라는 행위가 스스로의 세계를 산출하고 산출된 세계를

통해 지탱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개체

마다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윅스퀼의 주장에서 나아가, 개체가 고유의

세계를 산출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산출된 세계 속에서 개체가 세

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이 유지되고 작동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윅스퀼의 ‘세계’, 이를 바탕으로 개체의 행위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논한 마뚜

라나와 바렐라의 ‘세계’를 채택함으로써 이 연구는 대기 기후 운동 집단을 특수

한 맥락과 상황에 위치한 관찰자로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대기 기후

운동은 각각의 맥락과 상황에 적합하게 대기, 대기 중 물질, 일련의 사건과 현

상을 선택적, 부분적으로 관찰하고 ‘보전’에 관한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경

험적, 추상적으로 고유한 세계를 산출시키는 행위다. 대기 기후 운동들이 모두

같은 대기를 바라보면서 보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것을 관찰하고 서로 다른 의미의 보전

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각 운동은 서로 다른 관찰과 경험, 추론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산출하고, 그렇게 스스로 산출한 세계를 통해 운동 스스로가 지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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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turana & Varela (1987: 267)

<그림 3> 앎의 나무((Baum der Erkenntnis)

요컨대 이 연구에서 세계란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의 관찰에 의거해 산출된

세계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관찰되거나 누구에게나 참/거짓으로 판별되는 객

관적 세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찰과 경험, 추론으로 존재하는 세계다.

나. 실천

실천(practice)은 행위자가 스스로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며 세계를 조립하고

산출하는 행위들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를 관찰의존적 세계로 정의하

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세계를 조립하는 행위들은

관찰자가 세계를 독특하게 바라보는 동시에 수행된다.

<그림 2>의 짚신벌레의 세계를 상기해 보면, 짚신벌레가 자신의 세계에 질서

를 세우면서 세계를 만들어내는 행위란 짚신벌레가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식, 즉 먹이인 것과 먹이가 아닌 것 외에 나머지 차이는 소거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부터 나온다. 짚신벌레가 먹이가 아닌 것(그것이 무엇이든 짚신벌레에

게는 동일한 벽이다)을 만나 도피하고, 먹이로 인식되는 것을 만나면 멈추는 행

위는 짚신벌레의 세계를 스스로 산출하는 행위들이다. 짚신벌레는 현실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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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보면서, 부패한 박테리아는 먹이로, 그 외에

는 먹이 아닌 것으로 연결시키고 스스로에게 적합한 행위를 한다. 즉 짚신벌레

는 고유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며 그것을 독특한 회로(먹

이의 유무)로 연결 지음으로써 스스로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여 세계를 산출

한다.

실천을 인식2)과의 관계 속에서 규명해 온 연구들,3) 실천과 인식이 내적으로

연결, 상호 배태되어 있다고 보는 연구들4)에서 정의하는 실천과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실천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세계에 대한 전제다. 그간 많은

실천 연구에서 ‘모든 행위자에게 공통적으로’ ‘이미 주어진’ 세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찰되거나 동일하게 경험되는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저마다 독특한 관찰에 의존하여 서로 다른 세계

를 산출하고 있다고 본다. 만약 모든 행위자에게 공통된 전체세계가 있다고 보

게 되면, 실천 논의는 그 전체세계에 바람직한-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공동선 등

- 행위 혹은 전체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하버마

스에게는 의사소통적 실천 등-를 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러나 이 연구처럼 각자의 세계가 존재하며, 각각의 세계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전체세계를 추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전체세계를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면, 행위자가 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보이는 세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일, 곧 스스로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행위자 스스로의 관찰에 의존하는 세계를 지탱하고 조립하는 행위들이 실천

2) 여기서는 보통 ‘이론’으로 번역되는 테오리아(theoria)를 ‘인식’으로 번역했다. 테오리아
는 형상의 세계를 탐구하고 이론을 만드는 행위로, 실제 행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정

신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론’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정밀하지 않지만
인식, 탐구, 추론, 해석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인식’을 사용했고, 때에 따라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추상적 개념이나 원리 등을 일컬을 때는 ‘이론’ 혹은 ‘지식’을
사용했다.

3) 이 종류의 연구들은 실천과 선험적으로 구분되는 영역으로서 인식을 상정하고 둘의

관계를 논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른다. 실천과 인식이 어떻게 조화롭게 관
계맺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4) 이 종류의 연구들은 실천과 인식 이론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연결, 연관되

어 있다고 보고, 어떻게 두 영역이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상호 배태되어 있는지
에 관심을 가지며 특정한 실천(그것과 연결된 특정한 이론)이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J. Habermas)는 상호 이해에 관심을 두는
인식 관심(cognitive interest)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적 실천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Habermas,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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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행위자의 인식과 실천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즉 이 연구에서는 많은

실천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실천과 인식 사이의 관계, 행하는 것과 정신적인

것, 관념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전술한 것처럼, 이 연

구에서는 세계를 관찰의존적 세계로 보므로 그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세계

를 조립하는 행위들은 관찰자가 세계를 독특하게 바라보는 동시에 수행될 수밖

에 없다. 관찰의존적인 세계에서 행위자는 인식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마뚜라나와 바렐라의 말대로, ‘함이 곧 앎이고, 앎이 곧 함이

다(Maturana & Varela, 1987).’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가 인식하고 탐구하고 추

론하는 것, 무언가를 행하는 것 모두 행위자 스스로의 관찰의존적 세계에서 일

어나는, 그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 의거하는 실천이라고 본다.

이처럼 이론 지식을 실천의 일종으로 보는 관점은 듀이(J. Dewey)(1935/1991)

에게서도 나타난다. 듀이는 관찰의존적 세계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

지식이 실천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이론 지식 그 자체가 실천적 행위라고 본다

는 점(김규욱, 2001 재인용)에서 이 연구의 실천 개념과 가깝다. 듀이의 실천론

을 계승하고 있는 로티(R. Rorty) 또한 실천의 정당성을 선험적, 보편적 이론에

서 찾는 본질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실천이 이론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

다거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다는 등 실천과 이론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실천과 인식 이론 지식

등은 모종의 관계(혹은 관계의 단절이나 어긋남) 설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이론 지식 자체가 세계를 산출하고 지탱하는 행위들, 곧 실천

이라고 본다. 듀이나 로티의 실천론은 실천과 인식 이론의 관계 규명 또는 독특

한 관계 설정이 유효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실천이 어떻게 세계를

창발하는지로 초점을 옮기는 논의들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실천 개념과 맞닿

아 있다.

관찰의존적 세계를 전제한다면, 행위자가 스스로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며

세계를 조립하고 산출하는 행위들을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 관찰의존적 세계

는 행위자가 독특하게 바라보고 인식함으로써 형성되며 그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 의거하는 실천에 의해 유지된다. 이렇게 볼 때, 행위자가 고유의 방식으

로 한 관찰이나 인식, 탐구, 추론, 현실에서 행하는 것들은 모두 스스로의 세계

에 질서를 부여하고 세계를 산출하고 지탱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관찰의존적 세계를 전제하며 실천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것은 크게 두 지점에

서 기존 실천 이론 및 연구와 차이가 있다. 첫째, 실천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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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둘째, (a)실천을 관찰하는 관찰자 즉 2차 관찰자5)의 세계 속 실천과

(b)실천 자체의 작동 방식을 등치시키기 않는다는 점이다.

실천을 기계처럼 바라보는 시각이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기계를 검토하듯 생

명체의 기관들과 그 기관들의 작용들의 조합을 검토하는 생리학자처럼(Uexküll,

1956: 15) 실천 요소와 요소 간 조합을 통해 실천을 설명하는 것이다. 합리적

행위론(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된 행동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 특정한 실천을 산출하는 변수 혹은 변수 간 최적의 조합을 찾음

으로서 실천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6) 기계론적 생리학이 생물

을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인양 취급하면서 살아있는 생물들이 만드는 고유

한 세계와 그 세계 간의 이질성을 놓치고 있다는 윅스퀼의 적절한 지적처럼

(Uexküll, 1956), 기계론적 실천론은 실천들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다양성과 이질

성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소거한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을 실천 기계로

보지 않으며, 실천을 특정 변수들의 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행위자는 스스로의

시각이 만들어 낸 고유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위자이고, 세계는 무수한 방

식으로 창출될 수 있으며 다중적으로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를 만드는

바로 그 행위를 실천이라고 부르고, 어떤 실천이 어떤 고유한 세계를 창출하는

지에 관심을 가진다.

다음으로, (a)2차 관찰자가 바라본 실천과 (b)실천 자체의 작동 방식 간의 차

이는 잠수함의 비유를 통해 적절하게 설명된다.

어떤 사람이 잠수함 안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 없이 평생을 살면서 잠

수함을 잘 조종하게 되었다고 치자. 우리가 바닷가에 서 있는데 이 잠수함이

접근해 물 위로 사뿐히 떠올랐다. 이것을 지켜본 우리는 조종사에게 무전기로

“축하합니다. 암초를 피해 수면 위로 멋지게 떠오르셨군요. 잠수함을 완벽하

게 조종하셨습니다.”하고 말한다. 그런데 잠수함 안에 있는 조종사는 어안이

벙벙하다. “도대체 ‘암초’가 뭐고 ‘떠오른다’는 게 뭐지? 나는 그저 지레를 움

직이고 단추를 눌러 매순간 계기가 가리키는 것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생

기도록 했을 뿐인데, 언제나처럼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말이야. 난 ‘조종’이란

것을 한 적이 없어. 게다가 뭘 보고 ‘잠수함’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잠수함

안의 조종사에게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계기가 가리키는 것들과 그것들의

5) 2차 관찰(second-order observing)은 루만(Luhmann, 1993; 1997)의 용어다. 2차 관찰
로서 연구와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방법론에서 다룬다.

6) 이러한 류의 연구에서는 실천보다는 행동(behavior)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행동

변수로는 지식, 인식, 기능, 감정, 가치, 신념, 태도, 의도, 의지, 상황 등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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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특정 관계를 산출하는 방법뿐이다. 잠수함과

주위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에게만 잠

수함의 ‘행동’이 존재한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에게만 행동은 그때그때의

결과에 따라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논리적

접근방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잠수함의 이동과 움

직임을 잠수함 자체의 작업방식 및 내적 역동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바

깥세계를 모르는 조종사가 탄 잠수함의 역동적 상태변화란 결코 바깥의 관찰

자가 보듯이 세계에 대한 표상들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가 아니다(Maturana

& Varela, 1987: 155-157, 강조는 필자).

잠수함의 비유에서 잠수함은 하나의 세계다. 잠수함의 비유는 관찰의존적 세

계를 창출하고 작동시키는 행위자에 대하여 또다른 행위자(2차 관찰자 혹은 연

구자)가 관찰하고 기술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야기한다. 잠수함 바깥

에서 ‘바다 속에 있던 잠수함이 암초를 피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설명하는

것은 육지에서 잠수함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적합한 설명이지, 잠수함 내부 행

위자에게 적합한 설명이 아니다. “바닷가, 암초, 수면 등은 오직 바깥의 관찰자

에게 타당한 실체들이다. 잠수함에게 또는 잠수함의 구성요소로 작업하는 조종

사에게 이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Maturana & Varela, 1987: 156).

물론 둘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특정한 실천을 세심하게 파악하려는 연구자조

차도 그 실천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세계와 짚신벌레의

세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짚신벌레의 세계를 알기 위해 짚신벌레처럼

세상을 바라보려는 생물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짚신벌레처럼 볼 수

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림 2>는 짚신벌레의 세계에 다가가고자 한 생물

학자의 표현 중 하나이지 짚신벌레의 세계를 온전히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으로 짚신벌레처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인간이

관찰한 짚신벌레 및 집신벌레의 환경과(<그림 1>), 짚신벌레의 세계(<그림 2>)

를 일치시켜 논의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인간의 세계와 진드기의 세계

는 분명히 다르고, 진드기는 인간이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 기후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의 세계를 조립하고 생산

하는 행위들을 통틀어 대기 기후 보전 실천이라고 하고, 보전의 세계를 창출하

는 대기 기후 보전 실천으로서 대기와 관련된 현실 중 일부를 관찰하기,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했다.



- 15 -

다. 정치

이 연구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은 구별과 질서 부여(정당화)다.

정치적인 것에 대해 논의한 르포르(Claude Lefort), 슈미트(Carl Schmitt) 등7)에

비추어 보면, 구별과 질서 부여는 정치적인 것에서 핵심적이다.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처음 구분하며 논의한 르포트는 사회가 선존재하고 사

회의 한 영역으로서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산출하는 원리나 상징적

질서가 정치라고 생각했다. 이를 통상적인 의미의 정치와 구분하기 위해 그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사회적인 것이 늘 특정하게 해석되고

상징적인 질서가 부여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실과는 구분되는 상징적 차원의 질

서를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Lefort, 1986). 그가 구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특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다

른 방식으로는 해석하지 않는, 일종의 구별짓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

여되는 상징적 질서는 바로 그 구별짓기의 질서라 할 수 있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화에 있어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준 슈미트는 자

유주의 정치철학의 탈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고민했

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의 기준은 적과 동지의 구별에 있으며 이때 적은

이질적인 자, 극단적인 경우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자이고 동지는 그 반대다

(Schmitt, 2002). 그는 적대에 기초한 정치적인 것을 개념화하면서, 적대가 결코

사라질 수 없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영원한 대화’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정치철

학이 비현실적이며 탈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Ibid.). 그의 적/동지 구별은 적대

와 갈등을 손쉽게 봉합하는 탈정치적 논의에 적절한 비판을 가했으나 적대와

갈등을 유발하는 구별을 적/동지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적인

것의 가능성을 축소했다. 예컨대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의 구별뿐만 아니라 우

리가 가지는 권리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의 구별은 갈등과 경합 가

능성을 내포한다. 또 자연과 자연이 아닌 것과 구별하고 ‘자연’, ‘비자연’의 질서

를 부여하는 것, 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이니 않은 것을 구별하고 ‘인간’과 ‘비인

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모두 정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차이나 구별을 인식하고 가시화하는 것, 적대나 갈등, 분열을

합의나 협력이란 이름으로 봉합하기보다는 가시화하는 것으로서 논의되어 온

정치적인 것 논의를 차용한다. 갈등과 분열, 협상을 암시하는(혹은 요구하는) 구

7) 이들은 이후 무페, 랑시에르, 지젝 등이 정치적인 것에 대해 논의하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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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 구별에 부여되는 질서 혹은 정당화를 정치적인 것이라고 본다.

구별과 질서를 통해 정치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은 관찰의존적이고 다중적인

세계를 전제하는 이 연구에서 관찰을 포함한 세계 구성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조명하고 세계가 정치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기에 유용하다. 부분적인

관찰로 만들어진 세계들은 어떤 것을 관찰 대상으로 선택하는 대신 다른 것들

을 관찰 대상에서 배제한 결과다. 나름의 고유한 구별을 사용하여 무정형의 현

실을 절개(切開)함으로써 얻은 결과인 것이다(박순열, 2021). 그렇게 해서 세계

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관찰과 맹점으로 구축된, 서로 다른 경험과 논리로 만들

어진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가 다른 세계와 구별된다는 것은 각 세계가 고

유한 방식으로 관찰하고 개념이나 가치들을 스스로의 작동 방식에 따라 처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정의, 공정, 평등, 민주주의 등과 같은 규범은 각각

의 세계에서 그 세계의 방식대로, 그 세계가 다른 세계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접

합되기 때문에 각 세계에서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

질 수밖에 없다(박순열, 2021: 162). 이러한 세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는, 즉 다른 세계와 구별되는 세계를 만들고 그 차이를 세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질서로 만드는 데에는 권력 행사, (의사)결정, 협상 등이 요구된다. 무언가를 보

거나 보지 않는 힘, 특정한 담론을 선택하고 연결짓는 결정과 협상에 의해 세계

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립된다.

이 연구는 다른 세계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커먼즈를 만들고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 즉, 커먼즈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다. 그

리고 커먼즈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접근법을

커먼즈 정치 접근법이라고 부른다.8) 특히 관찰의존적 세계를 전제하면서, 무엇

을 어떻게 관찰하는지를 커먼즈를 구성하는 주요한 힘이자 정치적 행위로서 조

명한다.

8) Ⅱ장 3절 ‘커먼즈 정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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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커먼즈

커먼즈는 공동의 것을 칭하는 말이다. 커먼즈에 대한 합의된 역어는 없다. ‘공

유지(共有地)’, ‘공유자원(共有恣原)’, ‘공유재(共有財)’ 등은 경제학적 재화 분류

틀에 따르는 커먼즈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역어다(Ostrom, 1990 참고). 커먼

즈가 함께 향유(享有)하는 자원이라는 의미에서도 ‘공유자원’, ‘공유재’로 번역하

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공유’는 공동의 것에서 창출되는 가치나 이익을 공유한

다(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곽노완, 2015; 황진태, 2016; 한윤애, 2016; 전은

호, 2017 참고). 이에 따르면 공유재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자원인데, 국내 행정법에 따른

공유는 공동소유(共同所有) 또는 지자체 소유(公有)를 일컬으므로 혼란을 피하

기 위해 ‘공유’가 아닌 다른 역어를 찾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최현, 2016). 또,

공동의 것을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규칙, 규범이 형성되고 그러한

규칙, 규범이 공동체 문화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 따라서 공동의 것 없는 공

동체를 상상할 수 없고, 공동체 없는 공동의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

시키고자 연구자들은 ‘공유’ 대신 ‘공동(共同)’(최현 외, 2016; 2017; 2019)이나

‘공통(共通)’(Hart & Negri, 2009; 조정환, 2011; 권범철, 2017)을 역어로 선택한

다. ‘공동’이나 ‘공통’이라는 역어 모두 자원과 공동체 사이 관계 맺음을 부각시

키는데, ‘공동’에서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공통’에서는 자원과 공동체

의 관계를 관통(通)하는 가치가 좀 더 강조된다. 다양한 역어에도 불구하고 ‘자

원’이나 ‘재’라는 용어는 커먼즈가 자원이나 재화로 환원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역어라는 지적이 많다. ‘공동자원체계’(장훈교, 2019), ‘공통계’(권범철,

2019) 등은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역어로, 공동의 것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커먼즈를 공동의 것을 단순 지시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 이

상의 정치적 잠재력을 가진 개념으로 이론화시켜 왔다. 커먼즈는 대안 이론의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으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다(솔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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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환경학자, 환경 보전론자들은 커먼즈 개념에 일찍이 주목한 사람들이다

(Bollier, 2007). 영국의 권위있는 환경 저널 이콜로지스트(The Ecologist)는 나

무, 숲, 땅, 광물, 물, 먹거리, 동물, 언어, 시간, 거리 등을 공동체가 함께 접근하

고 향유해야 하는 커먼즈라고 보았다(The Ecologist, 1993). 시에라클럽(Sierra

Club),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리버키퍼(Riverkeepers) 등 저명한 시민

(환경)단체들도 개발 압력에 맞서 땅과 물을 보전하기 위해 커먼즈 개념을 활용

한 바 있다(Bollier, 2007 재인용).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자유로운 분할과 교환, 상품화 흐름 속에서 커먼즈가

갖는 함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Federici, 2010). 공동의 것으로서 향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 예컨대 하천과 산림, 먹거리, 의료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경각심이 고조된 것이다.

커먼즈라는 개념은 공동의 것이 국가나 자본, 혹은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

어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공동의 것을 되찾자(reclaiming)는 주

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동

의 것을 부각시키는 기능도 한다(Bollier, 2014; Bollier & Helfrich, 2019). 또, 커

먼즈 개념은 위기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하는 기

능을 한다. 공동체의 존속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분할 상품화되지 않는 시스템, 공동체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공동의 발

전에 필요한 커먼즈가 유지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상된다.

커먼즈 논의는 그 스펙트럼이 넓고 이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다양하다. 커먼

즈 논의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통적/현대적 커먼즈, 촌락/도시 커먼즈,

생태적/사회적 커먼즈 등 커먼즈의 물질적 속성이나 시공간적 맥락을 기준으로

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Parker & Johansson, 2012; Bollier, 2014; Dawney et

al., 2016) 이러한 구분 방식은 동일한 커먼즈를 다루더라도 커먼즈에 대하여 상

이한 입장과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힘들다.

반면, 각 커먼즈 이론이 커먼즈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고 있는가에 방점을

두어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파파디미트로풀로스는 커먼즈 연구 흐름을 크게 자

유주의와 개혁주의 흐름으로 구분하였고(Papadimitropoulos, 2017), 정영신은

Hardin 그룹, Ostrom 그룹, 정보 커먼즈 그룹, 자유주의, 개혁주의, 반자본주의

등으로 구분하였다(Jeong, 2018). 권범철(2017)은 Bollier/Bouwens 그룹, 반자본

주의(De Angelis, Negri/Hart, 페미니즘) 등으로, 권범철(2020)은 재화로서 커먼

즈, 공동자원 관리제도로서 커먼즈, P2P협력모델으로서 커먼즈, 대안적 생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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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서 커먼즈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커먼즈 연구들이 커먼즈와 국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

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국가와 시장은 커먼즈의 탈구성을 야기하거나(가령 신자

유주의 국가의 탈커먼즈 정책) 또는 구성하는(가령 국가 또는 시장 접근법을 통

한 커먼즈 관리) 기제로 이야기되어 왔기 때문에 커먼즈 이론은 국가, 시장을

포함하여 커먼즈의 탈구성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방법

론적으로 국가/시장 접근법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경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 등의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커먼즈 이론들이 커먼즈와 국가,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서 커먼즈를 구상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 커먼즈 비극론

커먼즈 비극론은 국가나 시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커먼즈가 비극에 이를 것

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커먼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

도이용과 무임승차 문제를 겪는다. 커먼즈 비극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개릿 하딘

(Garrett Hardin)이다. 그는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

는 논문에서 개방된 목초지를 예로 들어,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커먼

즈의 작동 방식을 설명했다. 커먼즈에 감소성이 있고 이용자가 더 많이 이용할

수록 얻는 편익이 크다면, 과도이용과 무임승차로 인해 커먼즈가 황폐화될 것이

라는 주장이었다(Hardin, 1968). 커먼즈가 비극에 이르지 않으려면 국가가 강하

게 규제하거나 자원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

커먼즈 비극론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은 하딘이 커먼즈를 주인 없는 것과

혼동했기 때문에 커먼즈를 실패한 패러다임으로 보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Bollier, 2014). 그런데 하딘의 커먼즈 비극론은 그를 반박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커먼즈가 주인 없는 자원으로서 비극에 이른다는 주장이 아니었다.

하딘은 인구학자로서 지구 규모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었는데, 개방된 목초

지 우화는 지구 규모의 커먼즈가 인구 문제로 인해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는 은

유였다(정영신, 2016). 즉 커먼즈 비극론은 지구 규모의 커먼즈, 초지역적 커먼

즈가 무주자원과 유사해질 수 있다-탈커먼즈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커먼즈 비극론은 큰 규모의 커먼즈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 시장 개입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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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활용되는 한편, 커먼즈를 만드는 공동체의 집단적 규범이나 행동, 의

사결정 등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정영신, 2016; 권범철, 2020). 커먼즈

가 비극에 이르는 원인을 자원의 감소성, 개개인의 과도 이용으로 설명한 탓에

커먼즈 시나리오에 원자화된 개인과 공동체와는 절연된 자원만이 존재하게 된

다는 것이다.

나. 공동체 자치관리론

공동체 자치관리론은 커먼즈가 공동체의 것이며, 무조건 비극이나 희극에 이

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제도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학자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다. 여기서 커먼즈는 공동관

리재로서, 베제가능성이 낮고 감소성이 높은 자원이다(Ostrom, 2010).

구분
감소성(subtractability)

낮음 높음

(잠재적
이익의)
배제가능성
(excludabilit

y)

낮
음

공개재(공공재, Public Goods)
예)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
국방, 지식, 방화, 일기예보 등

공동관리재(Common-Po
ol Resources)

예) 지하수 유역, 호수,
관개 시스템, 어업, 숲 등

높
음

회원재(Toll Goods)
예) 극장, 사모임, 보육원 등

사유재(Private Goods)
예)음식, 옷, 자동차 등

자료: Ostrom(2010: 645); Ostrom(2010)은 기존의 재화 분류틀(Ostrom, V. & Ostrom, E.,
1977)을 수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소비의 경합성(rivalry of
consumption)을 이용의 감소성(subtractability of use)으로 대체한다. 둘째, 이용의

감소성과 배제가능성을 있음/없음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높음/적음으로 구분한다. 셋
째, 공동관리재는 사유재가 가지는 감소성, 공공재가 가지는 배제의 어려움을 모두
가지는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숲, 물 시스템, 어장, 지구적 대기 등을 모두 공동관리

재로 분류한다. 이것들은 모두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
다. 넷째, 클럽(club)재 대신 회원(toll)재라고 지칭한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원
은 사적 집단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기관에서도 제공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표 1. 오스트롬의 재화 분류 틀

공개재나 사유재가 국가나 시장 접근법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자원인 반면

에 커먼즈는 누군가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잠재적 이익을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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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며, 누군가 해당 자원을 이용할 때 다른 이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므로 관리가 까다롭다. 오스트롬은 커먼즈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체 제도의 디자인 원리를 정리함으로써, 잘 디자인된 공동체 내부 관

리 제도에 따라 커먼즈를 이용·관리한다면 커먼즈가 비극에 치닫지 않고 지속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Ostrom, 1990). 국가의 강제나 사유화가 아니

더라도 제3의 길, 즉 공동체를 통해 자치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자치관리론은 커먼즈의 성공적 관리 요인이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토착 지식, 공동체 문화, 규범, 규칙 등 커먼즈의 내적 동학에 있다고 설명한다.

맥케이와 애치슨은 세계 각지의 공동체가 커먼즈를 어떻게 자치적으로 관리하

는지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를 집적하였고(McCay & Acheson, 1987; 정영신

2016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오스트롬과 동료 연구자들은 커먼즈를 관리하는

공동체의 제도에 따라 커먼즈가 희극에 이를 수도, 비극에 이를 수도 있음을 보

여주는 <커먼즈의 드라마(The Drama of the Commons)>를 펴냈다(Ostrom et

al., 2002).

또 오스트롬은 소규모 공동체 제도로 관리되기 힘든 커먼즈 문제를 다중심적

인 연합 제도(polycentric system)로 해결하고자 했다(Ostrom, 2010; 2012). 각

공동체가 고유의 자율성을 가지고, 복수의 중심이 인정된 공동체 연합에서 공동

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큰 규모의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다. 이는 소규모 커먼즈 사례에 근거한 오스트롬의 이론이 큰 규모의 커먼즈로

도약·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것으로(Harvey, 2011; Araral, 2014),

오스트롬 그룹은 규모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커먼즈 구조의 논리적 유사성에 기

초하여 소규모 커먼즈가 큰 규모의 커먼즈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통로라는 입장

을 취한다(장훈교, 2019).

공동체 자치관리론은 커먼즈를 자원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정의한 후, 관리의

성패 요인을 소규모 공동체든 공동체의 연합이든 공동체가 만든 제도에서 찾고

나머지는 외부 변수로 취급하는 특징이 있다(Ostrom, 1990; 2009; McGinnis &

Ostrom, 2014). 커먼즈 비극론을 반박하면서 커먼즈가 국가나 시장 접근법이 아

니더라도 공동체 제도에 따라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며,

국가나 시장의 힘보다는 공동체 및 공동체 연합의 집합적 힘의 가능성을 이야

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커먼즈를 자원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규정하면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커먼즈가 구성/탈구성되는 사회적 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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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전개되기 어렵고(최현, 2016), 경계가 고정된 공동체를 상정하기 때문

에 경계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국가, 시장, 커먼즈를 병렬적으로 구분하고 커먼즈 내부의 지속가능성

에 집중하면서 커먼즈가 외부와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3의 길로서 커먼즈가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방식인지 오히려 현 시스템을

증식하고 강화하는 방식인지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커먼즈는 자본 축적

에 적대적이고 축적을 방해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자본의 축적과 양립가능하

거나 축적에 일조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 오스트롬식 커먼즈론은 커먼

즈가 외부와 형성하는 관계에 무관심한 채 랍스터 어장, 알프스 목초지와 같은

상품 생산 커먼즈(commodity-producing commons)의 ‘성공적’ 관리를 논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의 순환 시스템에 일조한다는 것이다(Caffentzis, 2004). 공동

체 자치관리론이 커먼즈의 경계를 설정해 놓고 경계 안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자치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주로 논의하기 때문에 커먼즈를 둘러싼 시

스템에 대하여 커먼즈가 어떻게 대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는 관심 밖이라는

비판이다(권범철, 2020).

이와 같은 비판은 다중심적 접근의 오스트롬이 아니라 중소규모 공동체의 자

원 관리 경험을 분석한 오스트롬만을 상대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장훈

교, 2019) 오스트롬 그룹이 다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상하고 있는 공동체 연합

제도도(설령 그 연합에 정부나 기업이 포함되더라도) 국가-자본 시스템의 변화

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자치관리론에서 커먼즈 관리 문제

는 공동체들의 조정과 협상 문제이지 국가-자본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문

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 공공 신탁관리론

공공 신탁관리론은 커먼즈를 국가, 시장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봄으로써

커먼즈, 국가, 시장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다. 대표적인 학자는 우고 마테

이, 우자와 히로후미 등이다. 이들은 커먼즈를 ‘사회적 기능’이 인정되는 즉, 인

간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하는 ‘사회 전체의 공통 자산’으

로 본다. 커먼즈는 국유나 사유처럼 법적 소유권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

차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능은 공공 신탁관리론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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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그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어떤 자원이 커먼즈로 인정될 경우, 그 법적

소유권이 어디에 있든 일반 성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

에서 마테이는 법적으로 국유라 하더라도 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커먼즈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국유재가 쉽게 사유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유재

의 커먼즈화를 주장한다(이병천, 2018 재인용).

사회적 기능 차원에서 커먼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자와의 사회적 공통자본

론에서도 나타난다.9) 우자와는 자연, 기반시설, 의료·교육 제도 등의 사회적 공

통자본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장치’로 정의하면

서(宇澤弘文, 2005), 사회적 공통자본은 사회 전체의 공통 자산이므로 국공유가

원칙이고 법적으로 국공유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우자와는 신탁(trust) 관리를 생각

한다. 그는 신탁 관리자를 기본적으로 국가로 설정하지만 사회적 공통자본의 특

수성에 따라 최적의 사회적 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열어둔다(宇澤弘文. 2015).

공공 신탁관리론은 법적 소유권 상위에 커먼즈에 대한 기본권을 설정하고 커

먼즈를 신탁할 공공(public)의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키는데 주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커먼즈를 신탁 관리해야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고, 책임있

는 국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나 요

구를 간과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을 담아내고자 한다. 이는 국유재의 민영화

흐름을 저지하고 국유재의 커먼즈화를 기획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 물 사유화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하

고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촉구하는 데에 공공 신탁관리론의 논리가

기여했다(이병천, 2018).

그럼에도 한 국가나 도시에 속한 커먼즈, 법이나 행정 영역의 개선 등을 주로

논의하다보니 공공 신탁관리론에서 다루는 커먼즈는 대체로 영토성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애그뉴(Agnew)는 근대 사회과학이 세계를 경계 지워진 배타적인

영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영토적 함정(territorial trap)’에 빠져있

다고 비판했다(Agnew, 1994). 영토주의에 함몰된 사회과학은 실제 영역들이 사

9) 사실 우자와는 사회적 공통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특정한 범주의 자연 자원을 커먼

즈라고 보았다(이병천, 2019 재인용). 그는 커먼즈와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계를 해명
하는 과정에서, 커먼즈를 특정한 장소, 경계, 공동체가 확정된 자원으로 국한시켜 오

스트롬식 정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우자와가 좁은 의미로 설
정한 커먼즈 개념보다는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개한 논의가 오히

려 커먼즈론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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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구성되고 끊임없는 관계 맺음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신탁관리론의 공동체가 영토적 공동체(예컨대 국민국

가)로 제한될 경우, 커먼즈는 여타 공동체와는 절연된, 영토적 공동체의 독자적

독립적 메커니즘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컨대 우자와의 경

우에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탄소세 징수나 저탄소 도시를 설계함으로써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데(宇澤弘文. 2015),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커먼즈 문제에 대해 국

민국가 틀 내에서 신탁 관리자인 국가를 활용해 해결하려는 방식이라 할 수 있

다. 또, 공동체가 국민국가와 행정구역의 틀에 고정된 채로 미리 주어지게 되면,

공동체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희박해진다. 공공 신탁관리론이 한 국가/도시의

법행정적 영역에서 독자적 메커니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커먼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공공 신탁관리론은 한 국가나

도시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초국가적이고 초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 삼두 체제론

삼두 체제론은 국가, 시장, 커먼즈를 필두로 하여 한 협력 체계를 구상한다.

대표적인 논자는 미셀 바우웬스, 바실리스 코스타키스 등이다. 이들은 시민 사

회에서 P2P(peer-to-peer, 동료생산)가 확대되고, 국가는 ‘파트너 국가(partner

state)’로, 시장은 ‘윤리적 경제(ethical economy)’로 변모하는 삼분 전략을 기획

한다(Bauwens & Kostakis, 2014)(그림 4).

‘윤리적 경제’란 시장 경제(market economy)와 다르게 커먼즈가 중심이 되며

커먼즈를 지향하는 사회적, 호혜적, 연대적 경제이다. 이들은 두 가지에 기대어

윤리적 경제의 출현을 이야기한다. 하나는 P2P의 잠재력이고, 다른 하나는 ‘파

트너 국가’의 도움이다. P2P는 대체로 인터넷 기반의 파일 공유의 의미로 사용

되는 용어이지만 사민주의 커먼즈론에서는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사회적 생산

과 상호(평등주의적) 연결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P2P의 잠재력에

대하여 바우웬스와 코스타키스는, P2P가 시장 독점 지대를 축소시킬 수 있고,

생산자들 간 자유로운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국유/사유의 틀을 뛰어 넘어 커먼

즈의 영역을 재건할 수 있다고 본다. 이후에 살펴볼 체제 대항론에서도 시민의

자율적, 사회적 생산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자본에 흡수되는 것을 경계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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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삼두 체제론은 P2P가 자본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는 데 차이가 있다.

또 ‘파트너 국가’는 시장에 종속되지 않는 국가이자 국가, 시장, 커먼즈 삼두

제의 조정자이다. 파트너 국가는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유, 시민사회의 자율적 프

로젝트 간 최적 혼합 지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테면 시민사회에서 자율

적으로 형성되는 커먼즈를 지원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커먼즈화하거나, 퍼블릭-

커먼즈 파트너십(public-commons partnership)을 통해 커먼즈의 활성화에 기여

하는 역할을 한다. 또 파트너 국가는 윤리적 경제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

써 개방형 상업 구조를 구축하거나, 시장 경제와 윤리적 경제의 융합을 위해 공

정 무역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형태를 장려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생태적으로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Bauwens &

Kostakis, 2014; Bauwens et. al., 2017).

자료: Bauwens and Kostakis (2014)

<그림 4> 국가, 시장, 커먼즈의 삼두 체제

삼두 체제론은 정부와 기업이 시민사회와 대립하기보다는 커먼즈화를 지원하

고 활성화하는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커먼즈 지향적인 정부 및 기

업과, 자치적, 주체적 역량이 증대된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Bauwens & Kostakis, 2014) 그것을 담보하는 어떤 장치가 가능한가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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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상태다. 이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파트너 국가’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파트너 국가’가 관할 구역 내 공동체(국민국가)의 사회적 기준만을 고려하여 커

먼즈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공공 신탁관리론이 갖는 영토성의 한계는 벗어나

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한편,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한다 하더라도

각각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각각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누구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하게 될 것인지 등에 따라 커먼즈

화의 방식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삼두 체제론을 통한 커먼즈의 구상

은 상당히 열려있는 상태다.

마. 체제 대항론

체제 대항론은 대체로 현 체제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시장 체제로

보고, 커먼즈를 만들어 이 체제에 대항하고자 한다. 이때 커먼즈는 국가나 시장

을 통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시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한 것이다. 삼두

체제론에서도 시민의 자율적, 집합적 생산을 강조하지만 동료 생산의 결과가 자

본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고 보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새로운 협력 구조

를 모색하는 반면, 체제 대항론에서는 자율적, 집합적 생산의 결과가 자본에 흡

수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가-시장 체제를 탈바꿈하는 기제로 커먼즈를 바라본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체제 대항론에는 맑스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갈래

가 있으며 논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르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내파

하는 씨앗으로서 커먼즈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탈(脫)자본 또는 반(反)자본 커먼

즈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권범철, 2017).

체제 대항론 중 맑스주의에 속하는 대표적인 논자는 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 맛시모 데 안젤리스 등이다. 이들은 이탈리아 자율주의 학파를 형성하

고 있는데, 이탈리아 자율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대항 담론으로서 커먼즈론을 발

전시킨 중요한 흐름 중 하나다. 하트와 네그리는 아이디어, 정보, 이미지, 지식,

코드, 언어, 사회적 관계, 정동(affect) 등 비물질적 커먼즈에 주목한다(Hart &

Negri, 2009). 이와 같은 커먼즈는 집합적이고 자율적, 창조적으로 생산될 수밖

에 없고 그 효과가 사회 전체에 부과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품 생산과 자

본 축적에 매몰되어 있는 현재 체제를 내파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들

은 끊임없이 비물질 커먼즈를 생산하고, 상품이 아닌 삶을 목적으로 생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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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삶정치적 생산) 스스로 통치할 다중(multitude)의 출현을 기대한다. 데

안젤리스는 비물질 노동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초점을 두어 커먼즈

논의를 전개하긴 하지만, 네그리 하트와 유사하게 축적이 아니라 삶 생산이 중

심이 되는 커먼즈 만들기, ‘자본의 외부 되기’를 강조한다. 이윤과 축적을 추구

하는 대신 삶에 근거한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 체계로서 커먼즈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De Angelis, 2007).

체제 대항론 중 페미니즘 흐름에 속하는 논자는 조지 카펜치스, 실비아 페데

리치(Silvia Federichi) 등이다. 맑스주의 커먼즈론이 자본과 커먼즈를 대립 항으

로 설정한다면, 페미니즘 흐름에서는 자본 축적에 복무하는 커먼즈를 경계하는

특징을 보인다. 삶의 재생산 영역은 공동체가 함께 만든 커먼즈이지만 자본의

축적 지점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여기에서 창출된 공동의 부

가 자본 축적에 활용될 수 있고(Caffentzis, 2004) 커먼즈를 통해 삶이 재생산되

지만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인 노동력을 무상으로 재생산

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Federici, 2012). 따라서 이들은 자본 축적을 위해 활

용되는 커먼즈를 공동체가 자기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

써 자본 축적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체제 대항론은 커먼즈를 만드는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이 현 체

제 변화를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씨앗이라고 본다. 또 일관되게 자본의 축적

으로부터 빠져나온 커먼즈 만들기를 구상함으로써 현 체제를 완전히 탈바꿈하

는데 초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다.



- 28 -

2. 대기 커먼즈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여러 방식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대기를 커먼즈로 보지

않는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기를 커먼즈가 아니라 자유재나 경제재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관점과 비교하였을 때 대기 커먼즈라는

관점의 유용성이 보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대기를 자유재, 경제재, 공동관리재로 보는 방식

먼저 대기가 자유재 혹은 무료재(free goods)라는 관점은 대기가 무한하게 공

급되는 자원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

는 것이다. 대기는 햇빛, 물과 함께 무료재의 주요 사례로 등장한다. 이 같은 관

점은 자연이 무료라고 간주할 수 있을만큼 충분하다는 이유로 시장 메커니즘으

로부터 제외하여 각종 회계를 산출하는 고전 경제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관점이

다(Odum, 1976; Groot, 1987). 대기를 무료재로 보게 되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

염 등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외부 효과(external

effects)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 즉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로 해석된다.

대기를 경제재(economic goods)로 보는 관점은 외부효과로 여겨졌던 대기오

염 등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하여(internalization; 내부화) 보는 방식이다. 이때

대기는 교환가치로 환산된, 오염시킬 수 있는 총량으로 이해된다. 대기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대기를 오염시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산

정하기 위해서는 대기를 균질하게 분할하여 교환가치로 환산된 오염가능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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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를 자유재로 볼 때는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으로, 경제재

로 볼 때는 대가를 지불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대기를 이해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 중에 각종 물질을 배출한 결과인 대기오염, 기후변화가

많은 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기는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기를 이용하는 데에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제재의 접근을 취하더라도, 대기 이용의 대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

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삶과 생존을 좌우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대기를 자유재로 보면, 대기 중에 각종 물질을 방출하는 대가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기오염,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대기 중에 각

종 물질을 방출한 효과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방식) 단순히 시장

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취급하는 수밖에 없다. 즉 대기오염이

나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기를 경제재

로 보는 방식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사고하게 도와주지만 대기가 경제재인 이상 교환가치로만 환산할 수 있기 때문

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경제력이 크다고 해서 대기를 오염시킬 권리가 있는

가’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에 답할 수 없다.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관점은 대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거

나, 대기를 교환가치에 따라 분할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분할할 수 없는 공동의 것이라고 두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공동의 쟁점과 질문

을 따라 대기를 사유한다. 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

되어 왔는데(Buck, 1998; Torres, 2001; 윤순진, 2002; Bollier, 2004; 2014) 그 밑

바탕에는 대기 중 각종 물질들이 국지적인 대기 상태부터 기후 시스템까지 영

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이나 삶의 재생산에 어려움을 발

생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대기를 무료재로 보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

리고 누군가가 다른 누구보다 대기를 더 많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문

제의식 속에서 대기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비판하고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만

드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대기를 경제재로 보는 관점과 상이하다.

물론 대기를 커먼즈로 보더라도 대기 이용에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이를테면

공동체 자치관리론에서는 공동관리재를 이용할 때 공동체가 용인하는 만큼 비

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기를 경제재로 보는 관점

과는 상이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용인하는 정도에 따라, 즉 교환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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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따라 대기의 이용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용인하는 정도의 대기 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떠

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공동체가 용인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대기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규칙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커먼즈 이론의 스펙트럼이 넓듯이 대기 커먼즈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도

단일하지 않다. 여기서는 대기 커먼즈를 이해하는 몇몇 방식들을 살펴본다. 이

때 커먼즈 비극론의 관점은 제외한다. 커먼즈 비극론도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다양한 관점 중 하나이지만 대기를 커먼즈로 볼 때 비극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

리면서 대기 커먼즈라는 관점을 폐기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 신탁관리론을 통해 대기를 커먼즈로 바라볼 수 있다(Torres, 2001;

박태현·이병천, 2016). 국가가 (국민)공동체에게 신탁 받아 대기를 관리해야 한

다고 보고 대기 관리 제도를 수립, 이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대기 커먼즈

가 공공신탁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 있는 국가’를 촉구한다. 커먼즈 비

극론의 ‘강한 국가’가 개인의 대기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체로서 모든 권

한을 가지고 대기를 관리한다면, 공공 신탁관리론의 ‘책임 있는 국가’는 대기 커

먼즈에 대한 신탁 관리자로서 공동체의 ‘사회적 기준’에 의해 그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공동체 자치관리론과 삼두 체제론을 통해서도 대기를 커먼즈로 바라볼 수 있

다. 공동체 자치관리론의 핵심은 공동 관리 집단(common-pool)의 관리 제도에

따라 커먼즈가 비극에 치닫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Ostrom,

1990). 공동체 자치관리론의 시각에서 대기는 큰 규모의 커먼즈이므로 개인 행

위자가 아니라 기구,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 관리 집단을 상정한다

(McGinnis & Ostrom, 1996). 대기 관리를 위해 정부, 기업, 단체, 국제정부기구

등이 구축하는 상호 감시 및 제재 제도, 협력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대기 관리는 삼두 체제론과도 맞닿아 있다. 대기 커먼즈

는 바우웬스, 코스타키스와 같은 삼두 체제론자들이 크게 주목하는 커먼즈가 아

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을

통해 대기를 관리할 수 있다.10)

10) 예외적으로, 오스트롬의 공동체 자치관리론을 통해 지구적 커먼즈(global commons)
논의를 전개한 벅(Susan Buck)은 대기가 커먼즈라는 관점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자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Buck, 1998). 오스트롬의 커먼즈 관리 원칙, 원리를 변형
하고 추가하더라도 대기 관리에 적용하기는 힘들므로 대기는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

화하는 방식으로, 즉 시장화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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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관점은 무료재나 경제재로 보는 것보다 대기를

통해 제기되는 공동의 문제를 풍성하게 사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

다. 무료재나 경제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혹은 개인화된 집단)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장 제도 하에서 비용-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별자이며 대기와는 시장

을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다. 대기를 무료재나 경제재로 보는 관점은 대기와 관

련된 각종 문제를 시장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한다(혹은 시장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인간은 시장 제도의 종속변수처럼 취급되거나,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과 삶의 조건을 바꾸어내는 인간의 집합적 역량이

간과된다.

이에 비해 공공 신탁관리론, 공동체 자치관리론, 삼두 체제론 등의 대기 커먼

즈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별자가 아니라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공동의 규칙과 제도를 구상하며, 책임과 권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공동체 또는 집단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대기 커먼즈라는 관점은 대

기의 문제를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해 준다.

대기 커먼즈라는 관점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신탁관리론, 공동체 자치

관리론, 삼두 체제론 등 커먼즈 이론 각각이 가지는 한계가 있고(Ⅱ장 1절 참

고) 이를 통해 대기 커먼즈를 구상할 때의 난점도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무

엇보다도 대기 커먼즈를 바라보는 기존의 많은 방식들이 공통적으로 대기를 관

리하는 효과적인 제도와 규칙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대기를 인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의 균질한 덩어리, 인간이 이용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시선이 유지된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를 무료재로 보든, 경제재로

보든 CPRs로 보든 대기의 존재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틀거리로는 누구의

관점에서 대기가 커먼즈로 규정되었는지, 대기에 대한 공동의 권리는 수많은 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과 서사로 채워지는지, 그것은 어떤 현실과 경험들

이 선택되고 연결된 결과인지 등을 논의하기 어렵다. 이 질문과 논의를 위해서

는 커먼즈 정치(politics of the commons)라는 틀이 필요하다. 커먼즈 정치에 대

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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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먼즈 정치

가. 커먼즈 관리 접근과 커먼즈 정치 접근

커먼즈 정치 접근법은 커먼즈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 접

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커먼즈의 성격이나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체는

자명하거나 미리 주어져 있지 않고 일정한 종류의 (정치적)실천을 통해 구성된

다는 점을 환기시키기에 중요하다. 커먼즈를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위

치시키면서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이자 산물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커먼즈 정치

가 면밀하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는다(정영신, 2020).

커먼즈 정치 연구는 커먼즈 관리 연구와 어느 정도 구분된다. 커먼즈 연구들

은 각각이 따르는 이론적 계보에 따라 커먼즈를 정의하는 방식이나 주요 관심

사, 연구 질문 등을 상이하게 설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객관주의, 신제도주의를

토대로 커먼즈 관리 제도를 연구하는 흐름인 커먼즈 관리 연구,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을 토대로 커먼즈 정치를 연구하는 흐름인 커먼즈 정

치 연구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진다(정영신, 2016; 2020). 두 연구 흐름은 긴밀하

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하게 다른 관점으로 커먼즈

에 접근한다.

커먼즈 관리 연구의 전제는 커먼즈를 정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이

다. 예컨대 커먼즈는 낮은 배제가능성과 높은 감소성을 가진 자원이라고 자원의

물리적 속성이나 자원이 놓인 객관적 상황에 따라 커먼즈를 정의하고 나서 커

먼즈 상황에 놓인 자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한다(Ostrom, 1990).

대체로 문제는 커먼즈를 이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혼잡, 무임승차, 과도 과소 이

용 등이다. 이러한 커먼즈 정의와 문제 설정을 공유하는 연구들은 커먼즈가 어

떤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성공적인 커먼즈 관리

사례, 커먼즈 관리의 원칙 원리에 관심을 갖는다. 바다 커먼즈를 예로 들면, 바

다를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관심을 둔다. 어획량, 어획 시기, 이

익의 분배, 처벌 등에 대한 어촌 공동체의 제도, 국제 협약 등이 여기에 포함된

다. 커먼즈 관리 제도가 바다 커먼즈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바다 커먼즈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반면, 커먼즈 정치 연구는 커먼즈 상황이라는 연구의 초기 조건을 설정하지



- 33 -

않는다. 커먼즈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독특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 커먼즈가 정의

된다는 전제 하에 그 과정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진다. 즉 무언가를 공동의 것으

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향유하고자 하는 커먼즈 구성 과정(commonisation)과 공

동으로 향유할 수 없게 만드는 커먼즈 탈구성 과정(decommonisation) 사이에서

커먼즈가 어떻게 규정되며 만들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Nayak & Berkes,

2011; 정영신, 2019). 가령 바다 커먼즈는 해녀들에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수

산물 채취권이 보장된 ‘우리’ 바다이지만 수중 레저 활동을 하는 스쿠버다이버

들에게는 누구나 접근할 권리가 있는 ‘모두’의 바다다(정영신, 2020). 해녀 입장

에서 바다 커먼즈는 역사적,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의해 구성되지만 모두의

바다를 주장하는 스쿠버다이버들에 의해 탈구성된다. 스쿠버다이버에게 커먼즈

의 탈구성 기제는 우리의 바다라고 주장하는 해녀들의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

로, 바다가 ‘모두’의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보장된 접근과 통행의 권리는 다국적

기업의 시초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포르투갈 바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

는 근거로 활용되었다(Capra & Mattei, 2015). 포르투갈 입장에서 네덜란드 동

인도회사는 ‘모두’라는 이름 아래 바다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커먼즈 정치 연구에서 커먼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커먼즈를 인식하고 어떤 경계와 내용

으로 커먼즈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커먼즈가 정의될 수 있다. 국민국가의 세계에

서 바다 커먼즈는 영해에 속하는 바다로, 해녀, 스쿠버다이버, 다국적기업의 세

계에서 바다 커먼즈와는 상이한 경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세계에

서 통용되는 바다 커먼즈에 대한 권리는 해녀나 스쿠버다이버, 다국적기업이 구

성하는 바다에 대한 권리와는 상이한 것이다. 나아가 영해를 연안으로부터 몇

해리 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국제법상 기준이 변화하고, 영해에 대한 권리가 접

근권, 수익권 등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이름의 경제적 주

권으로 설정되는 과정은 커먼즈의 경계나 내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변화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秋道智弥. 2004).

이에 커먼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보다는 커먼즈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의미

로 규정되는지, 커먼즈에 대한 권리는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를 담지하며 주장되

고 경합하는지 등을 탐구하는 것이 커먼즈 정치 연구의 접근이다. 커먼즈가 구

성되는 과정에서 커먼즈의 경계와 권리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설정하는지 탐색

하는 것이다. 커먼즈 정치가 커먼즈 관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요약하면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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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접근법

커먼즈 관리 연구 커먼즈 정치 연구

이론적
기반

․객관주의 ․구성주의

커먼즈에

대한 가정

․자원이 놓인 객관적 상황(예:

비배제성과 감소성)에 따라
커먼즈가 정의됨

․커먼즈는 사회적으로 규정되

고 구성됨

문제 설정
․커먼즈 이용에서 나타나는
혼잡, 무임승차, 과도 과소
이용 등

․서로 다른 커먼즈 구성과 그
사이의 긴장 및 경합

․커먼즈 구성에서 나타나는
배제, 식민화, 권리 상실 등

주요 관심
․커먼즈를 관리하는 제도
․커먼즈의 지속가능한 이용

․커먼즈를 구성하는 과정
․커먼즈에 대한 권리의 경합

주요 연구

질문

․커먼즈 상황에 놓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커먼즈의 구성에 어떤 정치

가 작동하는가?

자료: 정영신(2020) 재구성

표 2. 커먼즈 관리 연구와 커먼즈 정치 연구

대기 커먼즈 연구는 커먼즈 관리 접근을 취할 수도, 커먼즈 정치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 커먼즈 관리 연구는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기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구축, 그 결과로 도출되

는 대기 커먼즈의 성공적 관리가 주요 관심사이다 보니 대기 자체는 이용 관리

대상인 한 덩어리의 물질에 불과하게 취급된다. 커먼즈 정치 관점에서 보면 대

기는 한 덩어리의 이용 관리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커먼즈 구성 방식만큼이나

다중적으로 존재한다. 대기가 공동의 것이라고 보며 고안된 제도는 대기의 무엇

을 포착한 결과이고(대기의 모든 것을 포착하면서 제도를 고안할 수는 없다),

‘공동’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상정하며(대기는 인류 모두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기 관리 제도는 늘 모든 인류를 향하지 않는다), 상정된 공동체

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 책임을 책정하는가?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누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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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커먼즈를 구성하는지, 그 커먼즈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긴장이 존재하는

지와 같은 대기 커먼즈 정치의 질문에 대하여 커먼즈 관리 접근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특히나 커먼즈 관리 연구에서는 대기를 규모가 큰 커먼즈 혹은 지구적 커먼

즈라고 규정한 채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커먼즈 정치 연구에서

는 대기 커먼즈가 객관적 실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속에서

대기를 커먼즈로 구성하는 여러 입장들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기를 ‘지

구적 규모’라고 고정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대기 커먼즈를 관리하는 집단이

국가들이나 국제협의체로 미리 주어질 수도 없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대기를

커먼즈로 바라보고 커먼즈에 권리를 가진 공동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대기 커먼즈를 관리하는 공동체가 미리 고정될 수 없

기 때문이다.

대기 커먼즈에 대한 이 연구는 커먼즈 정치 접근을 택하고 있다. 대기 커먼즈

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구상하는 대신 커먼즈 정치 접근

을 통해 어떻게 서로 다른 세계에서 대기 커먼즈가 구성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나. 커먼즈 정치 접근과 커먼즈 구성

커먼즈 정치 접근에서 대기의 커머닝(commoning)이나 대기 커먼즈의 구성

(커먼즈화; commonification)은 어떤 의미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커머닝이란 무언가를 커먼즈로 만드는 과정이다. “커먼즈를 만드는 행위 없이

커먼즈는 존재할 수 없다(There is no commons without commoning)”는 말처

럼 커먼즈를 만드는 공동의 인식과 규칙, 관행 등에 의해서만 커먼즈가 커먼즈

로 존재할 수 있다(Linebaugh, 2008; Bollier, 2014). 커먼즈는 공동체에게 선물

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커먼즈를 만드는 행위자(commoner; 커머너) 또는 공

동체(community)가 커먼즈를 만드는 행위(commoning)를 통해 커먼즈를 만듦으

로써 커먼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Kip et al., 2015). 커머닝이라는 개념은

커먼즈에 대한 정의가 자원 자체에 근거하기보다는 커먼즈를 만드는 사회적 행

위에 근거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도출된 이후(Linebaugh, 2008; Helfrich,

2012) 국내외 많은 커먼즈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Bollier & Helfri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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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et al., 2015; 김자경, 2017; 윤여일, 2017; 김우창 외, 2020).

무언가를 커먼즈로 만드는 과정(커먼즈 구성 과정 또는 커머닝)이 있다면, 커

머닝의 산물 즉 커먼즈로 구성된 상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커머닝의 결과

로 커먼즈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커먼즈 관리 접근에서

는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필요가 없었다. 애초에 커먼즈를 자원의 물질적 속성

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커먼즈는 커머닝에 앞서 이미 존재하며, 커머닝의 대상이

커먼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지만 커먼즈 정치 접근에서는 이 질문이 중요하

다. 커먼즈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커머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면 커머닝의 결과 (어느 시점에라도) 그것이 커먼즈인 상태라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해녀와 스쿠버다이버의 바다 커먼즈 사례로 돌아가 보면, 해녀가 바다를

커머닝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해녀 공동체의 관행과 제도 및 규범

을 준수하는 것이다. 입회 기준, 물질의 방식이나 빈도, 각종 책임과 의무 등 준

수하고 상호 감시함으로써 해녀들은 바다를 커먼즈로 구성할 수 있다. 반면, 스

쿠버다이버에게 바다를 커머닝한다는 것은 누구나 바다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녀에게 바다가 커먼즈로 구성된 상태란, 공동체

제도를 통해 바다에 대한 접근이 적절하게 제한되면서 해녀 공동체가 지속적으

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유지되는 상태다. 그에 반해 스쿠버다이버에게

바다가 커먼즈로 구성된 상태란, 누구나 바다에 접근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바

다 생물을 볼 수 있는 상태다. 바다가 커먼즈로 구성된 상태란 유일하지 않다.

커먼즈 정치 관점에서 보면 ‘바다가 커먼즈로 구성된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를

묻기보다는 ‘누구에게, 바다가 어떤 커먼즈로 구성된 상태인가’를 묻는 것이 보

다 적절하다.

대기 커먼즈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기 중에 특정 오염물질이 적다면 대기가 커

먼즈로 구성된 상태일까? 특정 지역에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대기를 커먼즈로 만드는 과정일까? 대기를 커먼즈로 만든다는 것이 특정한 상

황에 처한 A에게는 대기 중 먼지량을 줄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와는 다른 상황

에 놓여 다른 현상과 사건을 관찰하고 있는 B에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것이 대기를 커먼즈로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또, 대기 중 먼지량을 줄

여야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보더라도 ‘공동의 것’

을 C는 ‘도시의 것’으로, D는 ‘국민의 것’으로 설정할 수 있고, E는 여러 세대에

걸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대기 중 어떤 물질에 주목하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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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공동’이라는 경계를 긋는지, 어떤 대기 상태를 공동이 함께 누리기 좋은

상태라고 보는지, 누구의 입장에서 그것을 규정하는지에 따라 대기 커먼즈의 상

태와 과정은 달라진다. 대기가 커먼즈로 구성된 상태와 대기를 커먼즈로 구성하

는 과정은 고정될 수 없기에, 대기 커먼즈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누가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대기 커먼즈를 독특하게 위치시키는가를 살

펴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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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론

가. 정치생태학적 연구

이 연구는 정치생태학적 연구다. 정치생태학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非)정

치’생태학에 도전하는 연구다(Robbins, 2004: 36). 비정치생태학이란 자연이나

환경의 변화, 생태적 상황은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 또는 환경

을 정치와 무관하게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방법론이다. 반면, 정치생태학

은 자연, 환경 혹은 생태가 정치적 산물이라고 보며, 인간과 자연 관계의 정치

를 탐구한다(Robbins, 2004: 43; Biersack, 2006).

비정치생태학에 도전하는 정치생태학의 출발은 비정치생태학이 담지하고 있

는 인간/자연, 사회/자연 이분법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자연 이분법 속

에서 자연은 사회가 아닌 것, 사회 밖에 있는 순수한, 고정된, 단일한, 시간적으

로는 무한한, 공간적으로는 저편에 있는 것들이다(최명애, 2016). 동물, 서식지

(강, 습지, 바다, 숲 등)와 같은 생물리적 세계가 자연으로 규정되며, 능동적인

인간이 수동적인 자연에 개입하는 틀이 설정된다. 자연은 인간의 개입을 통해

파괴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이용, 관리할 수도 있는 ‘자원’이며, ‘위기에 처한

자연’은 즉각적인 인간의 개입을 요청한다. 많은 과학자, 정책 결정자, 보전주의

자들이 이러한 근대적 자연 개념, 즉 인간/자연 이분법에 따르는 자연 개념을

채택하고 자연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특정한 보전 행위를 수행, 정당화한

다(Ibid.).

생태적 한계론과 생태적 근대화론도 비정치생태학의 인간/자연, 사회/생태 이

분법이 적용된 사례로 분류된다(Robbins, 2004: 37). 생태적 한계론은 사회적 과

정과 무관하게 이미 주어진 지구적인 생태 용량이 주어져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생태’를 절대적 조건으로 고정시킨다. ‘생태’의 절대적 부족과 결핍을 주장하는

생태적 한계론은 ‘생태’를 불변 요소로 설정함으로써 탈정치화 시킨다. 생태적

근대화론은 최적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기술로 ‘자연’(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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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다면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연’을

최적 가격 설정과 기술 적용을 기다리는 자원으로 보는 생태적 근대화론에는

자연을 그러한 모습으로 만든 정치가 생략되어 있다(Ibid.).

비정치생태학의 인간/자연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어진다. 하나는 맑스주의 생태학에서 발전한 자연의 생산 논의, 다른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기반한 자연의 사회적 구성 논의다(최명애, 2016). 맑스

주의 생태학은 맑스의 ‘물질대사(metabolism)’ 개념을 활용해 인간과 자연의 관

계를 설명하고자 한다.11) 독특한 사회적 관계(특히 자본주의적 생산)가 자연을

물질적으로 특정한 형태로 생산한다(Production of Nature; 자연의 생산)는 점

을 강조한다(Smith, 2008). 이 ‘자연의 생산’ 개념은 자연과 사회가 단순히 상호

작용한다거나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와 자연의 관계가 사회

적 관계의 발전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으로(이상헌, 2015: 94), 사회적 관계 속에

서 정치화되는 자연을 조명한다.

한편, 재현(representation)이 실재를 중립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기반하여, 자연의 사회적 구성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환경사학자 크

로넌(William Cronon)은 아메리카 문화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용어인 ‘야

생(wilderness)’이 개척자(frontier)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연을 인간 문명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미개척지로 낭만화한 것이라고 보았다(Cronon, 1996). 자연의

사회적 구성 논의는 자연이 언어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관심을 두

고, 자연에 대한 재현과 담론 구성에 내재된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최명

애, 2016). 사회적 관계(특히 정치적, 문화적 권력 관계)가 자연을 특정한 의미

로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자연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자연의 생산, 자

연의 사회적 구성 등의 흐름은 각각 물질 체계와 재현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

긴 하지만 정치생태학의 기본적인 가정을 공유하면서 정치생태학의 본격적인

11) 맑스의 ‘물질대사’ 개념이란, 자연과 인간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대사 작용을 통해

물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이 자연과 인간의 물질대사에 균열
(metabolic rift)을 가져온다는 개념이다. 맑스의 물질대사 균열론과, 맑스주의 지리학

자인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의 생산(Production of Space)’ 개념에 영감을
받은 스미스(Neil Smith)는 자연의 생산(Production of Nature) 개념을 고안했다

(Smith, 2008). 그에 따르면, 사회에 주어진 1차 자연(first nature)(ex. 땅)은 자본주
의 경제, 노동의 사회적 분업 속에서 2차 자연(secondary nature)(ex. 상품으로서 토

지)으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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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에 기여했다.

비정치생태학은 자연이 인간 밖에 존재하는 물리적이고 고정된 세계라는 존

재론적 가정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자연을 탐구할 수 있다는 인식론을 통해

비정치생태학이 성립될 수 있었다. 정치생태학에서 자연이란 인간을 포함한 수

많은 관계 속에서 생산된 자연 또는 개념화를 통해 틀지어지고 구성된 자연이

기에(Biersack, 2006) 자연의 보전이나 환경의 악화, 생태의 변화 등을 공학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여기에는 자연, 환경, 생태에 대한 특정한 서사를 선

택하고 따라서 여타의 것들을 배제하는 정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Stott

& Sullivan, 2000: 4). 환경과, 그것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획득하고, 유통하

고, 제도화하는 등의 과정은 고도로 정치적인 과정이다(Neumann, 2005;

Goldman, M. J. et al. 2011).12)

정치생태학적 가정을 공유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도 대기는 객관적, 중립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인간 저편에 있어 인간이 이용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순수

자연 혹은 천연자원이 아니다. 대기를 보전하려는 행위들도 단지 인간 저편에

존재하는 대기의 물질적 조성을 기술공학적, 제도적 도구로 조정하는 행위가 아

니다. 대기 보전을 위해 대기의 속성을 틀짓는 방식, 누가 어떤 책임과 권리를

갖는지 규명하는 방식, 대기 보전을 위해 동원되는 담론과 이데올로기 등이 존

재한다. 대기 보전은 진공 상태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맥락과 의미

를 담지하며 정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정치생태학은 이 연구에서 대기를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순수 자연으로 바라

보지 않고 대기를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을 탐색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전제

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정치생태학의 구성주의 철학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

칫 대기에 대한 다양한 인식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인식론적 다원주의

(pluralism)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기가 단지 인식론적 구성물일

뿐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면서도

12) 골드만 등은 환경 정치가 곧 환경 지식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만큼, 환경 지식이 생

산되고 적용되고 순환되는 일련의 과정은 고도로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Goldman, M. J. et al. 2011). 그에 따르면 환경 지식이 생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특정한 아젠다(혹은 연구 아젠다)가 형성되고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지원받고 사회적
으로 지향되거나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환경 지식이 적용되는 것 또한 지

역 사회가 어떠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는지, 인간과 환경, 과학, 기술이 사회문
화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지, 어떠한 환경 관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 등이 복합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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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나. 정치적 존재론: 존재의 층위와 이질적 행위자

자연을 각 문화 사회 집단마다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구성한다고 보는 포스

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 논의는 실재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가 하는 인식론적 차이와 갈등을 설명한다. 그런데 다원주의는 바로 그 실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Blaser, 2013: 19-20). 다원

주의 논의에서 실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확립되고 고정되어 있어 존재론적 긴

장이 존재할 수 없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다원주의 논의의 관심 밖의 논의

이므로 존재론적 긴장은 생략된다(Ibid.).

몰(Annemarie Mol)의 의료인류학적 연구 <다중적 몸: 의학 실천의 존재론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에 따르면, 질병 있는 몸은

유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중적으로 즉, 복수(複數)의 것으로 존재한다(Blaser,

2013; 서보경, 2020 재인용). 그는 검사 방법, 진단 척도, 환자의 느낌, 의사의

판단 등에 따라 질병이 있는 몸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부재한다고 보았

다. 질병 있는 몸이 유일한 실체로 존재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식 체계와 행위들을 통해 복수의 몸과 질병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Ibid.). 그의 연구는 인식론적 다원주의를 넘

어 존재론적 다중성(ontological multiplicity)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암묵

적으로 객관적이고 유일한 실재를 가정했던 기존의 정치 분석을 넘어 다중적

존재론의 정치를 분석할 수 있는 지평을 열고 있다(Blaser, 2013).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다중성에 터하고 있는 다중 자연(multiple natures) 논

의들은 단일한 버전의 자연과,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입장만이 존재한다는 인식

론적 다원주의에 도전하고 있다(Green, 2013). 인간(문화)이 자연의 진리를 발견

하기만 하면 된다거나(본질주의) 다양하게 해석할 뿐이라고 보는 대신(인식론적

다원주의), 제한된 세계 속에서 연결되는 각종 사물과 지식, 법제도 등을 통해

독특한 ‘자연’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 자연은 복수의 자연으로 존재한다.

존재의 다중성 논의는 유일하게 타당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반

론을 제기하면서도 그러한 반론이 인식론적 다원주의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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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다양한 존재의 방식을 고려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존재의 다중성이라는 관점을 구체화하는 도구 내지 틀은 다소 미비하다.

특히 일부 사물, 지식, 인식, 기술, 법제도 등이 연결됨으로써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논하지만 그 각각이 분명히 다른 층위에서 존재한다는 점(예컨대 사물에

대한 경험이나 감정이 존재하는 층위와 실제 사물이 존재하는 층위는 다르다)

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는 틀이긴 하지만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에서 존재의 층위 개념

을 빌리기로 한다.

바스카는 실재로서 존재하는 것과(the real), 현실에 존재하는 것(실제; the

actual),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것(the empirical) 등을 범주적으로 구분하고 그것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Bhaskar, 1978/2008). 바스카에게는 ‘실재=현

실=경험’이라는 존재론을 구축하는, 즉 존재의 층위를 뭉뚱그려 하나의 존재처

럼 취급하는 경험론이나 합리론이 비판의 대상이다. 이 세 층위가 일치되는 상

황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14)

그에 따르면 먼저, 실재의 층위에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구조

나 원리,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인간의 인식 가능성과 무관하게 수많은 메커니

즘이 존재하고 작동한다. 예컨대 인간이 그것을 알려고 하든 그렇지 않든 대기

중에는 어떤 물질들이 떠다니는 원리나 상호 반응하여 독특한 물질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인간의 사회적 과정과 함께 대기가 배치되고 구성되는 메커니즘이 존

재한다. 현실의 층위에는 실재하는 구조나 원리,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 발생한

각종 사건과 현상이 존재한다. 수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메커니

즘은 각종 조건, 다른 메커니즘과의 섭동에 따라 작동할 수도,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작동하더라도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과 현상이 현실의 층위에 존재하는 것

이다. 예컨대 실제 대기 중에 특정한 물질이 부유하고, 특정 지역에 그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등의 사건과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과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경험할 수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

다. 경험의 층위에는 발생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부분적인 경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존재의 층위를 구분함으로써 바스카는 인간의 관찰이나 인식과 무관하

게 실재하는 것들이 있으며, 그 실재가 무엇인지 인간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

13)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 도식(Blaser, 2009: 889, 2013: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평평하고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4)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의 의의는 이기홍(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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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실제 현상과 사건을 경험하고 추론함으로써 실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이영철, 2010 재인용).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은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 추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해 온 경험론이나 합리론을 적절하

게 비판하며, 그 진리 탐구의 행위들(관찰, 경험, 추론 등)이 어떤 층위의 존재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게 해준다. 또한 복잡한 세계를 단일한 층위

로 뭉뚱그리거나 평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설명 분석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도

구 내지 틀로서도 유용하다.

관행적인 사회과학 틀 가운데 비판적 실재론의 성취는 두드러지지만 그럼에

도 비판적 실재론은 유일한 세계와 진리를 가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더 적절한

관찰, 경험, 추론을 행한다면 더 진정한 혹은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타당한 진리와 방법에 끊임없이 다가

가는 과정으로서 (사회)과학을 위치시킨다. 여기에는 무수한 관찰자와 관찰의존

적 세계에 대한 고려가 없다. 하나의 초월적 관찰자와, 초월적 관찰자에 의해

파악 가능한 보편타당한 세계만이 고려된다.

이 연구에서는 존재의 다중성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비판적 실재론의 성취를

일부 사용한다. 즉 본질주의, 인식론적 다원주의에서 전제하는 유일하게 타당한

존재 방식 대신, 이질적인 행위들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복수의 존재 방식

을 고려하되, 그 연결은 평평하지도, 단일한 층위에 놓이지도 않으므로 분석적

으로 존재의 층위를 구분한다. 존재의 층위를 구분하면서 관찰의존적인 세계를

산출하는 이질적인 행위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고안한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6). 실재(the real; R) R1, R2, …, RN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현실(the

actual; A) A1, A2, …, AN이 발생하는데, 특수한 맥락과 위치에서 행위자는 그

중 일부만을 관찰하고(AX) 수많은 경험 가능성(the empirical; E)(E1, E2, …,

EN) 중에서 특정한 경험으로 구성하며(EX) 이를 통해 실재를 추론한다(RX). 여

기서 이질적인 행위자가 산출하는 독특한 세계들을 고려하게 되면, 행위자는 특

수한 맥락과 위치에서 서로 다른 현실을 바라보고 경험을 구성하며 실재를 추

론함으로써, 즉 실재와 현실과 경험을 부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스스로의 세계

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자에게 대기X는 선택적으로 관찰

한 현실 AX, 이를 통해 구성한 경험 EX, 이를 통해 추론한 실재X의 연결을 통

해 존재한다. 같은 방식으로 복수의 대기(대기1, 대기2, …, 대기N)가 존재한다.

복수의 대기는 행위자의 관찰의존적 세계에서 실재, 현실, 경험의 부분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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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존재한다.

<그림 6> 존재의 층위와 대기들이 존재하는 방식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대기 기후 보전 실천은 복수의 대기를 존재시키는 실

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이 고유의 맥락과 위치에서

대기와 관련된 현실의 사건 및 현상을 일부 관찰하고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가

특정한 의미로 경험한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 대기 커먼즈

의 탈구성 기제를 추론하고, 대기를 커먼즈로 구성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추론한

다는 점을 살핀다. 각자의 관점에서 추론된 실재, 관찰한 현실, 구성된 혹은 의

미화된 경험 등을 독특하게 연결하여 복수의 대기, 복수의 대기 커먼즈를 구성

한 것이다.

다. 관찰의존적 비판

이 연구는 관찰의존적 세계들에 대한 기술(記述)이자 비판이다. 이후 살펴보

겠지만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비판은 관찰의존적 비판으로, 첫째, 다른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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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인다는 의미의 관찰의존적-외재적 비판과, 둘째, 한 세계의 맹점과

그에 따른 한계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관찰의존적-내재적 비판을 수행한다.

우선, 관찰의존적 세계를 비판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비판이 가능하다면 그것

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찰의존적 세계를 관찰

하는 관찰자 곧, 2차 관찰자로서 연구자에게도 관찰의존적 세계가 적용되기 때

문이다.

잠수함의 비유(Maturana & Varela, 1987)를 상기해보면, 잠수함이라는 관찰

의존적 세계가 작동하는 것은 잠수함 내부의 행위자가 각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관찰하고 경험하고 추론한 결과다. 잠수함 외부에서 잠수함을 관찰하는 관

찰자, 즉 2차 관찰자로서 연구자 또한 고유의 상황과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 따라 관찰하고 추론하고 판단한다. ‘바닷가’, ‘암초’, ‘수면’ 등 오직 그 2차 관

찰자에게 타당한 방식으로 관찰하며 기술한다. 2차 관찰자가 특정한 세계의 가

능성과 한계,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면(예컨대 ‘잠수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등) 그것은 2차 관찰자 고유의 시각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차 관찰자는 고유의 관찰과 기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비판은 사실

상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유용성은 2차 관찰자에게 귀속되지 않겠

는가?

이 연구에서는 특정 세계와 그것을 작동시키는 실천 및 정치에 대한 2차 관

찰자의 비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이나 유용성이 2차 관찰자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이라는 개념이 어떤 지형 속에서

논의되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관찰의존적 세계를 전제한 비판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논의의 지형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아가 그 새로운 지형

에서 비판이란, 전체세계를 볼 수 있는 초월적 관찰자가 유일한 진리에 비추어

볼 때 각 세계들이 갖는 한계를 판단하는 활동(초월적 비판)이 아니라, 2차 관

찰자가 관찰자의 맹점을 드러내어 다른 세계가 가능함을 보이거나 해당 세계의

내적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관찰의존적 비판)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성의 활동이 강조되었던 계몽의 시대(age of enlightenment)에 비판이란,

중세 사회 질서와 이를 떠받치고 있던 신학적 세계관을 해체하는 이성의 활동

을 의미했다. 이성을 통해 이성의 한계를 포착한다는 의미로 ‘비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다. 칸트 이후 비판은 우연적인 경험과 유동적인

역사 속에서도 이성적 판단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이성의 한계를 성찰하는

작업으로서 논의되어 왔다(박영도, 2011).15) 논점은 무엇이 더 나은 비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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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비판을 통해 세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비판할 때

실제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 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칸트

는 자기의식의 동일성16)에서, 마르크스는 사회적 노동의 구조에서, 하버마스는

언어의 상호주관성에서 찾았다(Ibid.). 비판에 대한 논의가 오랜 기간 풍성하게

이루어져왔음에도 이 연구가 그간의 비판 논의들 중 어느 것도 곧바로 차용할

수 없는 이유는 관행적인 비판 논의가 (1)누구에게나 공통으로 펼쳐진 세계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2)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하나의 비판 기준이나 규범이 있

으리라 가정하면서 그것을 고안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했으며 이때 (3)비판이라

는 행위를 하는 비판자를 초월적인 관찰자의 위치로 격상(혹은 현실에서 제거)

시켜왔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채택하지 않았다. 주지하다

시피,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실, 언제나 참/거짓으

로 판별될 수 있는 진리, 유일한 객관성은 실험실 상황에서 임의적인 약속 내지

가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17) 이러한 가정은

복잡한 현실을 풍성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가로막고 연구자가 단일한 진리,

보편적 규범, 유일한 객관성을 찾아야 할 사명을 기꺼이 감당케 한다.

스스로가 전체세계에 대한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통찰력, 더 나은 규범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비판 이론들(혹은 비판 연구자들)에 대항하여, 관찰

의존적 세계의 관점에서 비판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한 학자 중 하나는 루만

(Niklas Luhmann)이다.18) 루만은 비판이 관찰자와 대결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15) 칸트 이후 헤겔과 마르크스, 하버마스 등이 고안한 비판 문법은 박영도(2011)의 연구
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칸트와 헤겔, 마르크스, 하

버마스는 이성 활동의 한계를 성찰하는 방식으로 비판 논의를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
들이다. 그들은 비판을 정당화할 근거를 이성 외에 어딘가에서 찾아야만 했다. 칸트와

헤겔은 주체의 의식에서 비판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비판의
정당성이 절대화되었으며, ‘의식 패러다임’이라 불릴만한 흐름이 퇴조하고 ‘노동 패러

다임’에 기초한 비판 문법(마르크스)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또한 비판의 정당성을 역
사철학적으로 절대화함으로써 독단에 빠졌다. 이후 ‘언어 패러다임’에 기초한 비판 문

법(하버마스)이 발생했다. 이 같은 비판 문법의 역사는 비판의 구조적 특징, 즉 “안전
장치 없이 공중그네를 타는 것처럼” 비판의 정당성을 절대화하는 독단의 위험을 피하

면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에서 비롯한다.
16) 자기의식의 동일성이란, 인간이 사물의 질서의 내부에 위치한 경험적 주체인 동시에
사물의 질서를 조직하는 선험적 주체라는 의미다.

17) 이러한 가정은 양자역학에서 지지하고 있다(Luhmann, 1997: 1277) 양자역학은 뉴턴

의 고전역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험 결과들이 새로운 역학을 필요로 한 결과 고안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관행적으로 채택해 온 가정들이 현실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이끈다면 이 가정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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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관찰자와 그의 관찰을 관찰하고, 관찰자의 맹점을 기술함으로써 가능한

반성적 작업이라고 보았다(Luhmann, 1997: 1274-1288). 그에 따르면, 2차 관찰

자가 전체세계를 볼 수 없고 자신이 관찰하는 관찰자보다 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 있고 관찰자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관찰자가 독특한 상황

과 맥락에 처해 있어 보지 못한 현실들, 제외된 경험과 추론들은 그 관찰자의

맹점이다.19) 2차 관찰자에도 맹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2차 관찰자의 잠재력은

관찰자의 맹점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관찰자는 자신이 관찰하는 관

찰자와는 다른 맥락에서 사태를 바라봄으로써, 즉 다른 구별법과 기준, 관점을

가짐으로써 다른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차 관찰자도 자신이 관찰하는 관찰자보다 덜 볼 수 있고 달리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차 관찰자에게는 잠재성 개념도 다른 의미를 얻는다. 관찰되는 관

찰자의 맹점과, 이 관찰자가 볼 수 없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사회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통하는 것은 이 관점에서 보면 인위적이고 우

연적인 어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다르게 했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그러한 기술은 또다른 대상으로서의 사회

를 산출하기 위한 처방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주의력과 민

감성이 이동을 가져올 뿐이다(Luhmann, 1997: 1278-1279, 강조는 필자).

이때 2차 관찰을 통한 비판의 유용함은 더 나은 새로운 세계를 산출하기 위

한, 새로운 세계로 이행하기 위한 처방을 내리는 데에 있지 않다. 다양한 관찰

이 용인되는 세계들을 전제하고, 2차 관찰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드러났을 때, 언제나 어느 한 쪽이 오류가 있어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Luhmann, 1997: 1284). 2차 관찰을 통한 비판의 유용함은 어느 한 세계

를 폐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더 민감한 관찰, 더 주의깊은

추론을 요청하는 데에 있다.

정리하면, 비판 개념은 비판이란 행위가 일어나는 세계, 비판과 비판 대상의

관계, 비판이 가능한 근거와 비판의 유용성 등을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전

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 채택하는 비판 개념이 ‘관찰의존적 비판’이

라면, 그와는 상반된 가정들 위에서 논의된 비판 개념을 ‘초월적 비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루만은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논의를 사회학에 적용한 학자다.
19) 관찰의 맹점은 마투라나와 바렐라의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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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월적 비판 관찰의존적 비판

비판

외재적

비판
상대 주장과 대결함

다른 세계의 가능성, 따라서 다

른 진리와 다른 객관성이 가능

함을 보임

내재적

비판
상대 주장의 모순을 보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관찰, 경

험, 추론에 근거한 세계의 한계

를 보임

비판이 가능한

이유

초월적 관찰자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음

2차 관찰자가 관찰자의 맹점을

관찰할 수 있음

표 3. 초월적 비판과 관찰의존적 비판

초월적 비판은 우리 모두가 공통의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전제 한다. 공통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인식과 주장들에 대하여, 비판은 상대 주장과 대

결하는 방식(외재적 비판)과, 상대 주장 안에서 모순을 찾는 방식(내재적 비판)

으로 가능하다(박영도, 1994: 17). 외재적이든 내재적이든 비판이 가능한 이유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사태의 본질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거나, 더 나은 통찰력,

더 나은 규범적 기준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관찰의존적 비판은 각자 서로 다른 관찰과 경험, 추론에 의거해 서로 다른 세

계를 만들며 살아간다고 전제한다. 동시에 맹점도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관찰자

나, 관찰자를 관찰하는 2차 관찰자나 각자의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차

관찰자의 비판은 관찰자의 맹점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해진다. 2차 관찰자가 관찰

자의 맹점을 볼 수 있는 이유는 2차 관찰자가 관찰자와는 다른 맥락과 상황에

서 관찰하기 때문이지, 전체를 볼 수 있어서가 아니다. 2차 관찰자의 비판은 첫

째로, 다른 관찰, 다른 객관성과 진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유일하게 합당한 관찰과 추론, 유일하게 도출될 수 있는 객

관성과 진리에 대한 반증이며, 복수의 합리성, 복수의 객관성, 복수의 타당성의

문을 여는 방식이다. 둘째, 관찰자에게 합당한 관찰과 경험, 추론이 그 맹점에

비추어 볼 때,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접합물이며 따라서 그 세계가 어떤 내적 한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각자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주의깊은

관찰과 민감하고 세심한 추론을 요청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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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대기 정치를 살펴보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저널 <Body & Society>의 2020

년 특별호 ‘호흡과 신체, 세계에 대한 간학문적 관점’(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Breath, Body and World)에 실린 논문들, 주어진 것으로서 공

기를 탈자연화하려는 작업들이 그 예다(Oxley & Russell, 2020). 이 특별호는

대기와 인간이 단순히 생물리적이고 보편적인 자극-반응(호흡)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라는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행위들 속에 어떤 것들이 비가

시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방법

을 보고한다. 대기를 중심으로 한 정치지리학적 연구(Jackson & Fannin, 2011;

Graham, 2016), 현상학적 연구(Anderson, 2009), 민족지 연구(Choy, 2011) 등에

서도 여러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가능성들 속에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대기오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발

생한 시민운동을 사례로 하여, 각각에서 대기 커먼즈를 특정한 내용과 방식으로

규정하고 고유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행위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아래에

서는 이 연구에서 왜 ‘운동’을 사례로 선택하였고,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발생한

대기 기후 운동 중에서 몇몇의 운동을 선택한 근거는 무엇인지(‘가. 연구 사례

선정’), 시민운동이라는 광범위한 사회 현상에서 어떤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

고 무엇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나.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설명한다.

가. 연구 사례 선정

1) 연구 사례

이 연구는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서 대기에 독특한 경계가 지어지면서 이야기

되고 규정되며, 대기 커먼즈가 고유한 방식으로 틀지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

이다. 대기 기후 운동은 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대기 기후 운

동은 운동 집단이 처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의미로서 대기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주장되는 보전해야 할 대기는 각 대기 기후 운동마다 상이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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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범주로 구성되며 운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 재생산된다. 이 같은 대기

기후 운동은 대기를 커먼즈로 포착하고 대기 커먼즈에 대한 특정한 추론을 생

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대기 기후 운동 집단은 특수한 맥락과 상황에 위치한 관찰자이

자 행위자다. 대기 기후 운동은 각각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대기, 대기 중 물질,

일련의 사건과 현상을 선택적, 부분적으로 관찰하고 대기 기후 보전에 관한 나

름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경험적, 추상적으로 고유한 세계를 산출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사회운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발전해 온 사회운동론(social

movement theory)과는 다소 상이하게 운동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회운동은 크고 작은 시위나 봉기의 역사 속에 늘 존재했으나, 학술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프랑스 혁명 전후다. 슈타인(Lorenz

von Stein)이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Socialist and

Communist Movements since the Third French Revolution)』(1848)에서 사회

운동(social movement)이란 처음 용어를 사용한 이후 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와 설명이 이루어졌다(Tilly, 2004). ‘노동 계급이 자의식과 권력을 얻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슈타인의 정의 외에도,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엘

리트나 관계 당국, 다른 집단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연대하고 집단적으

로 도전하는 것’(Tarrow, 1994), ‘보통의 사람들이 지속적, 조직적, 공적 노력을

기울이며 집합적으로 주장하는 것’(Tilly, 2004) 등 사회운동에 대한 여러 정의

가 고안되었다. 다양한 개념화가 시도되긴 했으나 사회운동론에서는 대체로 정

체성이나 지향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정치적 혹은 문화적 변화에 개

입하려는 집합적 상호작용을 사회운동이라고 일컫는다(Diani, 1992). 집합체 혹

은 사람들의 무리를 무엇이라고 보는가(예를 들어, 군중, 공중, 조직, 비공식 네

트워크 등) 집합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보는가(예를 들어, 정체성, 목표, 이념, 요

구, 이익, 감정, 행동, 전략 등)에 있어 논자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독특한

무언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공동의 요구나 주장을 표출하면서 모종

의 사회 변화에 개입하려는 행동을 사회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다루는 운동은 사회운동론처럼 인간 무리의 행동적 측면을 포착하려

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운동이 발생한 원인이나 과정, 그 특징, 유형, 성격,

의의 등 사회운동론의 관심사와도 조금 떨어져있다.

사회운동론은 사회운동이 사회과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흥미로운 사례이거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간주하면서-이를테면 사회운동은 보통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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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요 통로로 여겨진다(Tilly, 2004)-사회운동이 왜 발생하

고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20) 결핍 이론, 자원 동원론, 정치적 과

정론, 신(新)사회운동론 등은 운동의 발생과 지속, 소멸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

이다(구도완, 1996: 56-68). 여기서 사회운동론은 운동의 바깥에서 운동을 바라

보면서 운동의 등장, 과정, 특징, 유형 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기계

론적 실천론처럼 사회운동을 하나의 운동 기계처럼 다루거나, 연구자(2차 관찰

자)의 세계 속 사회운동의 움직임과 사회운동 자체의 작동 방식을 등치시켜 논

의해 왔다.21)

예컨대 자원 동원론자들은 사회운동의 변수로 언론, 전문가 집단 등 외부 지

원, 자금, 동조자 등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것들의 조합이 사회운동을 발생시키

는지를 분석한다. 정치적 과정론자들은 ‘정치적 기회 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에 따라 사회운동이 성장 또는 쇠퇴한다고 분석한다. 여기서 사회운

동을 특정한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 혹은 기계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발견된다.

생물이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고 그 기관들의 작용을 통해 움직이는 기계적 총

제이기보다는,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즉 스스로의 시각이 만들어 낸 고유한 세

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위자라고 볼 때, 그리고 여러 세계들이 다중적으로 존재

한다고 볼 때, 우주의 풍요로움과 변화무쌍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Uexküll,

1956: 213-234). 사회운동 또한 스스로의 시각으로 만들어 낸 고유한 세계 속에

서 행동하는 관찰자이자 행위자로 볼 때, 인간 집단들이 만들어 내는 수많은 세

계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주되는 우주를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또, 잠수함의 비유(Maturana & Varela, 1987: 155-157)를 고려할 때, 대부분

의 사회운동론 논의는 (a)연구자가 관찰하고 기술하는 사회운동의 발생, 지속,

성장, 쇠퇴, 성/패 등이 (b)사회운동 고유의 작동방식과 완전히 다른 지평에 있

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았다. 사회운동론의 전반에서 둘의 차이는 진지하게 고려

되지 않았으며, 둘을 등치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회운동론이 세계들 간의 차이를 없는 것처럼 다루거

나, 그 차이에 무감각하거나, 그 차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논의를

20) 환경운동을 사회 변화에 있어 의미있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환경사회학 연구
에서 환경 운동을 다룰 때 자주 활용된다(최병두, 1993; 구도완, 1996; 김민정, 2015).

환경교육학 연구에서도 환경 운동을 사회 변화와 인간의 변화(학습)를 이끄는 현상
으로서 의미있게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한다(Krasny, 2020; 장미정, 2011, 조미성 윤

순진, 2016).
21) 서론의 ‘연구의 전제와 용어 정의’ 중 ‘실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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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해 왔다면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의 작동

방식을 그 세계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존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대기 기후 보전 운동을 연구사례로 선택한다면

사회운동의 사례로서 혹은 대기 보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모종의 요구를 담

은 집합적 상호작용 사례로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대기

기후 보전 운동을 고유의 관점과 작동방식을 가지고 고유한 보전의 세계를 창

출하는 행위, 대기에 대한 독특한 관찰, 경험, 추론을 통해 보전의 세계를 만드

는 행위로 보며 사례로 선택한다. 즉 대기 기후 보전 운동은 대기 기후 보전 실

천이 수행하는 세계 구성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사례이다.

2) 연구 사례 선정

이 연구에서는 대기 중 특정 물질을 문제 삼으면서 대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보전하고자 한 한국의 네 가지 대기 기후 보전 운동을 사례로 선택한다.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이 그것이다. 각

각은 모두 대기 중 특정 물질을 관찰하면서 대기를 일정 수준으로 보전하고자

한 사례다. 반공해 운동은 대기 중의 공업 부산물을, 블루스카이 운동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대기 중 미세먼지를, 청년 기후 운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문제 삼고 대기라는 공간을 보전하고자 했다.

각각은 한국에서 의미 있거나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으로 여겨지는 사례다. 반

공해 운동은 공해병 문제를 제기하는 등 1970∼1980년대 반공해 담론을 활발하

게 생산하였고(구도완, 2006) 블루스카이 운동은 2002년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

벤트(mega event)를 전후로 환경단체와 정부가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보전

을 추진하였고 실질적인 도시 제도 개선과 시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냈다고 평가

받는다(전북일보, 2002.7.27).22) 2010년대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온라인 커뮤니티

(online community)를 기반으로 수만 명이 결집하여 미세먼지 관련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고(한영익, 2017.4.5.; 박선영, 2017.11.4) 청

22) 메가 이벤트란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을 포함하는 초대형 행사로서 여타 이벤트
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김애란 외, 2016). 메가 이벤트는 세계의 이목

이 집중되는 국제 행사로서 대체로 대규모 관중이 동원되고 공공 부문에서 주도적으
로 유치·개최하며, 준비단계에서 도시의 물리적 재개발, 개최시설 건설이나 사회기반

시설 구축에 대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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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후 운동은 세계적인 청년 기후 운동과 흐름을 함께하며 한국의 기후 침묵

(climate silence)을 깨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김현우, 2020).

이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가 아니라 다중 사례 연구 전략을 택한 연구다. 물

론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도 시민단체들, 정부 부처들, 기업들 등 여러 조직 및

단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기 커먼즈 정치를 분석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다중 사례 연구 설계는 시민이 어딘가에 고정될 수 있거나 균질하

게 취급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시민 또한 경계짓기의 대상,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가능성을 가진다. 대기를 보전하려는 시민이라고 해

서 늘 유사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기 커먼즈를 주장하지도

않으며 상이한 입장과 논리들로 커먼즈 정치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국가/시

장/시민 영역을 나누어 커먼즈 정치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커먼즈를 탈구성하는

지배적인 세력과(주로 국가나 시장) 커먼즈의 탈구성에 저항하며 커먼즈를 구성

하려는 특정한 세력(주로 시민) 간의 경합을 분석하고 그 의의나 한계를 분석하

는 데 집중하는데, 이 연구 설계는 그러한 커먼즈 구성 시도가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커먼즈를 규정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

반공해, 블루스카이, 미세먼지 대응, 청년 기후 운동을 사례 안에서도 다양한

운동 집단과 이질적인 움직임들이 존재하기에 분석을 위한 사례 선택이 필요하

다.

반공해 운동 단체는 크게 세 그룹 나뉜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공문연), 공해

추방운동청년협의회(공청협),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공민협)23) 등 민주화 운동

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여 공해 추방을 주장한 반공해 단체들, 환경과공해연구

회 등 대학 교수와 연구자 단체, 한살림모임 등 생명운동 단체 등이다(조홍섭,

1992). 그 중 반공해 단체들은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자본과 국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뚜렷했다(Ibid.). 구체적으로, 1982년 만들어진 공문연은 한국 최초의 반

공해 운동 집단이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으나

1980년 광주 항쟁과 전두환 세력의 유혈 진압 이후 공개적인 민주화 운동을 하

기 어려웠던 시기였다(신동호, 2007). 공문연은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종교인들로부터 필요한 자금과 안전망을 지원받은 청년들이 만든 운동 집단이

다(Ibid.). 공문연은 공해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단행본 내 땅이 죽어간

다(1983), 삶이냐 죽음이냐(1985), 한국의 양심에 호소한다(1985), 한국의

23) 이후 공청협, 공민협의 통합으로 공추련(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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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지도(1986) 등과 정기 간행물 공해연구를 발간했다. 그리고 1984년, 대학

생을 주축으로 하여 공청협의 전신인 반공해운동협의회(반공협)이 만들어졌다.

공청협은 자본과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강한 집단이었다. 공청협은 정기

간행물 새로 서는 땅을, 공문연과 함께 어디로 갈거나(1986)를 발간했다.
한편, 공해연구회(환경과공해연구회의 전신)와 같은 연구자 단체는 한국기독

교사회문제연구소(기사연)의 이름으로 보고서 한국의 산업화와 공해문제
(1981), 공해문제의 인식(1982), 우리 애들만은 살려주이소!(1987) 등을 발간

하고 최초의 반공해 마당극인 ‘청산리 벽폐수야’(1982)24) 공연을 주관하는 등 활

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스스로가 시민운동 단체가 아니라 시민운동을 보호해

주는 연구 단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신동호, 2007). 공해연구회는 공문연 등

의 반공해 운동이 정치 투쟁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면서, 그보다는 공해 문제

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고 연구 및 전문지식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Ibid.).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스로를 시민운동으로 인식하면서 공해에 관련하여 자본

과 국가에 대한 뚜렷한 논리와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공문연, 공청협, 공민협 등

을 ‘반공해 단체’라고 지칭하고 반공해 단체들의 반공해 운동을 첫 번째 분석

사례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블루스카이 운동은 2002 한 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환경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들었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1999년 월드컵 유치가 확정된 이후부터 2002년 월드컵 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월

드컵에 초점을 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2000년대 후반 경유 사용 줄이기에 중

점을 둔 시기이다. 전자에서는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환

경단체들과 환경부의 파트너십이 두드러지나 후자에서는 정부에 대한 경유 규

제 요구가 두드러진다. 특히 2007년부터 녹색연합 등은 호흡기 질환을 앓아 온

서울시민 23명을 원고로 하여 서울시와 현대 기아 등 자동차 회사에 소송을 제

기하기도 했다. 블루스카이 운동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두 운동

은 별개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의 블루스카이 운동이

이후에 살펴볼 미세먼지 대응 운동의 맥락과 상황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 운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 만들기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미세먼지 대응 운동의 맥락 및 상황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24) ‘청산리 벽폐수야’는 황진이의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에서 제목을 따서 만든 마당극

이다. 대기오염으로 농작물 피해, 각종 공해병에 시달리던 지역 주민들이 여천공업단
지의 진해화학을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하고 패배한 것을 소재로 했다(문화포털 예

술지식백과, 2021.9.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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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례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월드컵을 중심으로 다루

어졌던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블루스카이’ 만들기를 선정했다.

미세먼지 대응 운동도 여러 갈래로 진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의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과 함께 미세먼지가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그런데 2013년 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다. 2016년 미세먼지를 주제

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것이다. 2016년 5월 개설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

합니다’(미대촉)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녀를 둔 부모(특히 여성)들이 주요 운

영진으로 참여했다. 미대촉의 회원 수는 2017년 4월 기준 4만 4천 명, 2018년 3

월 기준 7만 5천 명 가량이었다(한영익. 2017.4.5.; 이범수. 2018.3.28.). 2016년 12

월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미세본부)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개설되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자녀를 둔 여성들이 만든 커뮤니티로, 2019년 3월 기준

회원 수는 약 5천 명이었다(백종국, 2019.3.16.). 이들은 모두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집회를 열고, 정부회의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관련 법안 논의 및 발의

과정에 참여한 집단들이다. 그 중 이 연구에서는 미대촉을 연구 사례로 선정했

다. 다른 세 사례의 자료가 별도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자료(open access)임

을 고려할 때,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자료인 미세본부의 자료에 비

해, 접근이 자유로운 자료인 미대촉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25)

청년26) 기후 단체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Green

25) 미세본부는 가입에 대한 승인 과정을 거치는 반면, 미대촉은 가입에 대한 별도의 승

인 과정이 없다. 미세본부를 후보사례로 선정하고 해당 온라인 카페의 승인을 얻어
가입 후 자료를 수집한 바 있으나, 이 연구의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자료의 접근성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 연구 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26) 청년(youth)을 청소년과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청년과 청소년
은 주로 출생 시기나 학교 제도를 기준으로 구분되곤 한다. 예컨대 청소년은 10대로,

청년은 20∼30대로 보는 방식, 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생 이상으로 보는 방식 등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청년 기후

운동에서 청년(youth)이란 젊은 사람(young people)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칭하는 연
령대가 모호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15∼24세 정도의 젊은 사람들에 의한 기

후 운동을 청년 기후 운동으로 보고했고(UNFCCC, 2020.8.12), 한국에서 청년 기후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은 10대부터 30대까지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을 특정 연령대의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청년으로 범주화한 집단으로 본다. 이는
청년을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주의적 세대 규정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경험

을 한 일군의 사람들을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집단으로 환원시키고, 연구자들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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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Youth Korea)(2014),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

Wave)(2016), 청소년기후행동(2018),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Guardians of

Climate)(2019), 청년기후긴급행동(2019), 대학생기후행동(2020) 등으로 다양하게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2018년부터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ForFuture)’이라는 전 세계적인 청년 기후 캠페인 이후 형성된 청년 기

후 단체들은 이전에 형성된 단체들에 비해 집회를 조직하거나 집단 고유의 목

소리를 내거나 특정한 요구들을 발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단체들 중 청

소년기후행동(청기행)은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기후 담론을 형성한 단체 중 하

나다. 2021년 10월 기준 회원 수는 230여 명이고 상임활동가로 30여 명이 활동

하고 있다(참여연대, 2021.10.3.).

네 사례는 수년 간 운동이 지속되면서 운동 고유의 관찰과 추론이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생산, 재생산된 사례이기도 하다. 어떤 집단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

안 만들어낸 이야기에서도 그 나름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세계

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포화된(saturated)’ 자료를 연구자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가 택한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자료의 ‘포화(saturation)’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포화란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태나 충분히 많은 자료를 검토한 상태가 아니라 연구자가 잠정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누적되어 자료 수집을

중단할 수 있는 상태다(Low, 2019).27)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2차

자료 수집을 택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단기간 진행되거나 충분한 2차자료가 부

족한 대기 기후 운동 사례를 선정하기는 어렵다.28) 네 사례는 이러한 측면을 충

족하는 사례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연구의 관심은 사회운동론의 관심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대

기 기후 운동 중 어떤 사례를 선정할 지에 대한 기준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대기 기후 운동을 운동 기계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이 왜 발

생하고 어떻게 지속되는지, 즉 운동의 발생과 지속, 성장과 쇠퇴를 설명할 수

의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론적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선기, 2016).
27)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포화 상태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모호하다. 주로 자료가 반복

적으로 수집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되지만 사실
‘자료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 돌아가면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가 출현하지 않는 지점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Low, 2019). 분석은 결코
종결되지 않으며, 자료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통찰이

만들어진다(Ibid.).
28) 2차자료를 분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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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인 분석을 주요 과제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운동이 그 성장과 쇠

퇴를 설명할 만큼 흥미로운 사례인지는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 환경 운동의 역사, 변화, 발전 양상, 흐름 등을 분석하거나

정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이 연구의 사례들이 어떤 시기나 운동

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대기 기후 운동을 통해 대기가 정

치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밝히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대기

중 특정 물질을 문제 삼으면서 대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보전하고자 한 사례들

을 통해 대기 커먼즈 정치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선택한 사례들이 대기 커먼즈 정치를 분석하는 최적의

사례들이라기보다는 대기 커먼즈 정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 누락된 많은 대기·기후 운동들

이 있다. 그 외에도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 빅애스크(Big Ask) 운동 등

대기 커먼즈를 주장하는 상황과 조직, 방식이 독특하더라도 이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대기·기후 운동이 다수 존재한다. 또다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드러낸

대기 커먼즈 정치는 새롭고 풍성한 논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

다시피 이 연구의 목적이 대기·기후 운동의 역사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 흐름상 중요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포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연구 사례 선정의 타당성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 자료 수집과 분석

늘 그렇듯이 사례는 너무나 방대하다. 한 개인을 연구 사례로 하더라도 개인

의 모든 것을 연구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각 사례에서 무엇을

분석하는지, 즉 분석 단위(analysis unit) 또는 분석 질문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어떤 집단, 지역, 현상, 제도, 문화 등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능한 이유는 몇몇 분석 질문만을 가지고 사례를 관찰하

기 때문이다. 분석 단위 및 질문이 정해지면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분석할 것인지, 분석 결과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

지 등을 정한다. 이 연구에서 대기 커먼즈 정치의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선정한 분석 단위 및 질문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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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각 대기 기후 운동에서 누가 어떤 맥락에서 대기를 커먼즈로 발화

하는지, 대기 커먼즈에 권리를 갖는 공동체는 어떤 범주와 내용으로 상정되는

지,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는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대기 커먼즈를 구성할

방안과 책임은 어떻게 주장되는지 등을 분석한다. 각 운동이 하나의 단체나 조

직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고 관련 조직이나 단체들이 함께 하나의 통일된 주

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가정과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대기 커먼즈 정치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분석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각 운동을 구성한 단체들이

작성하거나 발간한 2차 자료(secondary data)이다. 2차 자료는 그 시기의 맥락

을 잘 드러내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 자료 작성자의 당시 관점

과 상황에 따라 작성된 자료다. 이 연구는 맥락과 상황 속에서 각 사례를 분석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각 시기에 발행된 2차 자료를 주로 수집하였다.

블루스카이 운동은 여러 환경단체들과 환경부의 협력 하에 진행되었으므로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단체들이 함께 발간한 문헌, 환경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블루스카이 운동 관련 글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미대촉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Naver Cafe)’를 기반으로 형성, 진행되었으므로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글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주요 소통 경로로 하는 청기행의 경우도 SNS 게

분석 단위 분석 질문

커먼즈
발화의

맥락과 상황

․각 사례의 대기 커먼즈 발화를 둘러싼 맥락과 상황은 어
떠한가? (각 사례와 연결되는 대기 중 물질의 배치, 법
제도, 담론, 운동 등은 무엇인가?)
․각 사례에서 대기 커먼즈를 발화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커먼즈에
대한 관찰과

경험

․각 사례에서 무엇이 어떻게 관찰, 경험되는가?
․대기 커먼즈에 권리를 가진 공동체는 어떻게 상정되는

가?

커먼즈에
대한 추론

․각 사례에서 대기 커먼즈를 탈구성하는 기제는 어떻게
추론되는가? (따라서 대기를 커먼즈로 구성할 책임과 방
법은 어떻게 추론되는가?)

표 4. 분석 단위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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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글, 윤해영(2020) 등 청기행의 청년들이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사례의 대기 커먼즈 발화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를 살펴볼 때에는 각 사례에

서 드러난 논리, 담론 등이 어디에서 도출된 것인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적했다. 관련 법제도, (환경)사회 운동, 각종 사건들 등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

하고 있는 신문자료, 보고서, 학술논문 등을 수집했다.

모든 사례 연구가 그렇듯이 이 연구 또한 필연적으로 사례 내에 존재하는 다

종다양한 양상들을 생략하고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그것이 얼마나 방

대하든 사례를 대표할 수 없고 사례 내의 이질성을 모두 담아낼 수도 없다. 따

라서 사례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를 왜 활용했는지 밝힘으로써 연구 결과를 왜

곡해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연구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대기 커

먼즈가 고유한 방식으로 규정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각 운동을 형성한 여러 단체들의 발간 문헌, 보도자료, 단체 구성원들의

인터뷰 자료, 자기보고서 등을 최대한 수집한 후 여타 대기·기후 운동과의 차이

가 두드러지거나 여러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논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최종 분석 자료는 대기 커먼즈에 대한 각 운동의 독특한 관점과 논리가 잘 드

러난 자료들로 판단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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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기 커먼즈, 네 가지 이야기

1. 반공해 단체의 ‘공해 추방’

반공해 운동은 1970∼8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란

맥락에서 등장했다. 공문연(한국공해문제연구소), 공민협(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

회), 공청협(공해추방청년협의회), 이들의 통합체인 공추련(공해추방운동연합)

등 ‘공해 추방’을 주장한 반공해 단체들은 특정한 관찰과 경험, 추론을 통해 고

유의 대기 커먼즈를 구성했다.

가. 맥락과 상황: 2차 관찰자의 관찰

1) 중화학공업단지화와 대기의 배치

1960년대 초, 많은 개발도상국이 수입 대체에 중점을 둔 것과 다르게 한국은

수출 확대에 초점을 둔 대외 지향적인 개발 전략을 채택했다. 1960년대 한국의

수출은 1959년 시작된 동광메리야스의 스웨터 수출, 1962년 시작된 국제상사와

동신화학공업의 신발 수출 등 경공업이 중심이었다. 가발, 옷감, 장난감 등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들이 전국적으로 수집되는가 하면(최청림,

1976.12.3.) 수출용 다람쥐 포획29)과 잔디씨 채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경

향신문, 1962.3.23.; 매일경제, 1973.6.15.) 수출 가능한 매우 다양한 품목들이 발

굴되었다. 이 시기 수출 확대 정책은 수출 품목과 수출 기업을 늘리는 데에 초

점이 있었다.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입품을 대체하고, 1차

산업 중심의 수출 증대를 통해 빈곤을 탈피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조 경제에 기대고 있었던 한국의 상황에서 1차 산업

29) 한국의 다람쥐의 수출은 1962년부터 당시 야생동물관리를 담당했던 농림부 산하 산
림청에 의해 시작되었고 다람쥐 포획을 전면 금지한 1991년까지 이어졌다(한상훈,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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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로는 자립 경제의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 특히 석유제품이 국가의

자립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는 인식이 1960년대 이전부터 정부와 경제 엘리트

사이에 존재했다(김동완 김민호, 2014).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선석유주식회사가

건설하다가 공정이 멈춘 울산 정유공장을 완공하는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가 과업이었다(Ibid.). 울산은 동아시아 전쟁의 병참기지로

개발될 계획이었고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정유공장 건설은 그 일환이었는데, 해방

이후 공정이 멈춘 상태였다(Ibid.). 정유공정은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내연기

관을 움직이는 동력원이자 화력발전의 자원으로 쓰이는 석유제품과 기타 석유

화학산업의 원료 제품을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공정으로, 한 국가의 자원과 에너

지 순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제품인 석유제품들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결정적이었다(Ibid.).

공장들이 함께 입지하는 공업단지화에 대한 구상도 정부와 경제 엘리트 사이

의 일종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경제재건촉진회(전국경제인연합회 전신)는 부

정축재 혐의를 받은 기업인들이 처벌을 피하는 대신 경제재건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면서 1961년 결성된 단체다. 이들은 한국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①임해지역이나 내륙 요지에 공업지구를 갖추고 ②외자도입

법을 합리적으로 만들며 ③투자 형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츠버그

와 디트로이트 공장 지대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공업 지대를 구상했다(김동완,

김민호, 2014). 당시 국토건설청 차장은 정유, 제철, 비료를 종합한 울산공업센터

구상에 이 같은 기업인들의 건의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진술한다(한삼건, 2012

).30) 국내 첫 공업단지이자 석유화학공업단지인 울산공업센터에는 1962년 2월 3

일 기공식 이후에도 기계공장 부설이 논의되는 등(경향신문, 1962.4.3.) 공장의

밀집화, 단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울산공업단지에 본래 위치했던 삼양

사(1959) 이후 1963년에는 울산화력이, 1964년에는 정부와 미국 걸프사의 합작

으로 설립된 대한석유공사 정유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문기 엮, 1991). 이어

한국후지카(1965), 한국석유(1965), 한국비료(1967), 동양합섬(1967), 영남화력

(1967), 공영화학(1967), 동양나이론(1968), 현대자동차(1968), 조선비료·태원물산

(1968), 한국알미늄(1969), 쌍용양회(1969) 등이 울산공업단지 내에 준공되었다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31)

30) 당시 국토건설청 차장인 안경모는 종합공업지대 선정 당시 정부 조사단장으로 임명
되어 울산공업단지 조성에 개입했다. 1962년 6월부터 1963년 3월까지 울산개발계획

본부 본부장직을 맡았다.
31) 울산상공회의소(1981)는 울산이 첫 공업단지로 지정된 것이 ①울산이 우수한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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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인들의 국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 공업 지대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돈에 대한 열망과 기대도 표출되었다.

공업지대 조성 당시 울산 주민들 사이에 화제는 관광호텔이었는데, 호텔을 “지

어 놓기만 하면 땅짚고 헤엄치지 격으로 수지맞을” 것으로 기대했다(김진현,

1962.2.9.). “앞으로는 틀림없이 잘 살게 되리라는 희망”도 있었다(Ibid.). 각 지역

에서 공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정유공장, 제철공장, 가성소다(caustic

soda)공장32) 등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결정적인 활로가 될 것이라는 기

대였다(김진현, 1962.2.22.). 목포에서는 울산공업센터의 정유공장, 제철공장만으

로는 국내 유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전망, 일본과 미국의 정유공장이 목포

에 건설될 것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나타났고, 마산에서는 재일교포 재벌이 종합

제철공장을 세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Ibid.).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공업단지화 계획은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작성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을 통해 가시화되었다(국가기록원 웹사

이트). 중화학공업이 국가의 산업 부문 투자 계획의 약 60%를 차지했고,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공업을 6대 전략 업종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1973)이 뒤따랐다. 울산석유화학공단을 시작으로 구미전자공단, 창원

기계공단, 온산비철금속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 공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7). 이 같은 중화학공업화와 공업단지화는 정부에서 내건 ‘1980년까지 100

억 불 수출, 1인당 1,000불 소득’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전략이었다(국토연

구원, 2013).

공업단지화는 단지 지역에 다수의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

다. 공업단지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연과 노동력을 빠르고 큰 규모로 흡수했

다. 울산의 경우, 1967년 하루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12만 톤이었고, 1962년 울산

공업단지 기공 당시 인구가 약 8만 5천 명이었던 도시에 5년 간 일자리를 찾아

입지해 있다는 점, ②당시의 정책입안자가 대부분 군인이어서 6·25의 경험을 살려
안전한 위치를 고려했다는 점, ③경제인협회가 울산개발을 건의했다는 점 등 때문이

라고 본다. 그러나 한삼건(2012)은 ①일본이 울산을 임해공업지역 적격지로 결정해서
실제로 개발을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공업지역으로서 검증되었고, ②일본인이

남긴 수백만평의 공장부지가 국유지로 남아 있어서 개발 비용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1962년 1월 울산공업센터 지정 가능성 논의

부터 같은 해 2월 기공식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현지조사, 경제인협의 건의, 경제개
발 5개년 계획 발표, 특정공업지구 의결 주문과 선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없었

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32) 제지, 섬유, 세제, 금속, 식품, 전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무기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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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이민자가 약 4만 명에 달했다(미형준, 1967.9.25.).

자료: 류승한(2018). 노란색은 국가산업단지. 파란색
은 일반산업단지.

<그림 7> 1964∼1979년 주요 공업단지 분포

각 지역에는 공업단지와 함께 대기 중 공업 부산물도 배치되기 시작했다.

1962년 울산공업센터 기공 치사문(1962)에서는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업 부

산물로서 소음(‘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과 대기오염(‘검은 연기’)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음과 대기오염은 한국이 빈곤을 극복하고 ‘민족숙원의 부귀’를

얻기 위해 건설한 공업 도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와 ‘검은연기’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사천 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 울산을 찾아 여기에 신공업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 제2차 산업

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

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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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1962년 2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

대장 박정희(김종경, 2011.6.1., 강조는 필자).

국가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검은 연기’의 확산과 그 효과는 울산공

업단지 기공 이후 많은 공장들이 단지 내에 들어서고 가동된 1967∼1969년 경

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울산시, 1970; 문기 엮, 1991). ‘검은 연기’는

‘대기 속에 뻗어나가’ 사라지지 않았다. 인근 주택과 학교, 경작지로 이동하고

지역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었다. 당시 공장들은 주택이나 학교에 근접하여 입지

할 수 있었고, 공장들이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울산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86: 2). 학

생을 포함한 거주민들의 건강 피해, 농작물 피해가 두드러졌다. 보건사회부에서

발간한 ‘주요공업단지 공해도 조사’ 보고서(1968)는 울산공업단지 인근 주민

1,014가구(5,388명)가 질병과 과수농작물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했다(매일경

제, 1968.5.28.). 울산시 소재 한 국민학교 학생들 중 83%가 악취를 느끼고,

35.4%가 매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bid.). 울산만과 태화강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석유화학공업, 동쪽에는 기계공업 공장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피해는 석유화학공업단지 인근에서 두드러졌고 서북부로 확장되어 나타났다(울

산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86). 울산 울주군, 경북 월성군까지 확산된 피해 지역

범위를 추산하면 2천 만 평 정도였다(Ibid.)

피해가 가시화되자 ‘검은 연기’의 실체 조사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1970년 울

산시 조사에 따르면, 대기 중으로 확산된 ‘검은 연기’에는 황산화물(SO3, SO2),

암모니아(NH3), 먼지(분진) 등이 포함된다(울산시, 1970: 128). 1978년 보건사회

부와 경남보건연구원은 울산공업지대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2.87ppm으로 환경기

준치인 0.05pp,의 약 57.4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울산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86).

2) 공해 보상과 이주 대책

공해(公害)는 일본에서 공익(公益), 공리(公利)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다. 전후(戰後) 고도경제성장기(1955∼1973)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미나마타 병, 이타이이타이 병, 욧카이치 천식, 니가타 병 등을 ‘공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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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표현하면서, 공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인권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자리잡게 된다(宮本憲一, 2014). 오염(pollution)이

물리적 속성에 주목하는 용어라면 공해는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pollution

damage)를 부각시킨 용어였다(Ibid.).

우리나라에서 공해라는 용어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미나마타 병이

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과 수질오염방지법을 참고하

여 1963년 공해방지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권숙표, 1984). 하지만 당시 공해방지

법은 일본법을 참고하여 만든 초안을 최고회의에서 별 논의 없이 통과시킨 법

이었기 때문에 공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Ibid.). 공해방지법에서

는 공해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화학

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오염, 소음, 진동에 의한 국민의 보

건에 미치는 위해와 생활환경을 저해함으로서 발생되는 피해’라고 정의하였으나

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에 명시된

오염물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로 한정되었다(Ibid.).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한 물질, 법에 명시되지 않은 물질, 허용기준이 적정한

지와 무관하게 기준치 아래로 배출한 물질은 공해의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또 잠재적이거나 비가시적으로 축적된 피해는 공해로 여겨지지 않았다(Ibid.).

1967∼1969년 경 울산 공업단지 인근의 피해가 가시화된 때에도 농작물 피해

보상, 이주 논의가 더 활발했다. 울산 삼산평야의 벼 생산량이 급속하게 줄어들

어 1969년 농민들이 한국알미늄에 항의하였으나 보상받지 못했고, 1970년 울산

경찰서장 등 기관장들과 농민들이 한국알미늄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

나 기존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게 보상을 받는 등 공장과 농민 사이에 피해 보

상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지속되었다(구도완, 1994).

울산시(1970)는 보고서 <우리 시의 공해문제와 그 대책>에서, 공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질환, 안질환, 피부질환, 악취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체 영향에 대한 측정치가 없어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해는 주로 피해액으로 환산된 농수산

물 피해로 다루어졌고, 농수산물 피해 보상과 녹지 조성, 주민 이주 등이 주요

공해 대책으로 언급되었다(울산시, 1970). 주민들의 항의, 피해보상과 이주 요구

에 대해 언론도 동조했다(구도완, 1994: 103∼104). 이 시기에 공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반정부, 반체제적 활동으로 여겨졌기에 사회 운동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Ibid.), 공해를 논의하는 방식은 피해보상 및 이주에 집중되어 전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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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3) 민주화 운동과 민중 담론

1970∼1980년대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던 때였다. 긴급조치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부의 독재 정치와 탄압에 저항하며 유신 반대 시위(1973),

부마 민주 항쟁(1979) 등이 이어졌고, 반(反)독재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강

하게 드러났다. 민중은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피지배계층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

로 사용되어 왔다. 그 기원은 동학 농민 운동, 신채호와 백남운의 사상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박치현, 2019). 민중이라는 오래된 용어는 1970년대 들어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된 대중을 가리키며 민중신학, 민중문학, 민중사학 등에서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Ibid.). 민중신학, 민중문학, 민중사학 등 다양하게 분화된 민

중 담론이 민중을 소외된 계층일 뿐만 아니라 사회변혁 내지 사회운동의 주체

로 바라보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나. 관찰과 경험

1) 농어민의 피해: 민중의 고통과 불평등한 대기

반공해 단체들은 공업단지 인근 농어민의 피해를 관찰했다. 그 중에서도 울산

과 온산 공업단지 인근의 피해는 주요하게 관찰된다. 이들에게 울산은 ‘우리나

라 최초, 최대의 공업지대이자 우리에게 공해의 무서움을 처음으로 깨우쳐 준’

곳이다(울산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86). ‘6백 40개 업체가 1천 5백만 평 위에 5

개 지구로 입주, 가동 중’인 ‘공업전진기지’였다(Ibid.). 또한 온산은 울산 중심지

에서 18km 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1974년 5백만 평이 비철금속공업단지로 지정

된, ‘가장 무서운 공해산업이며 선진국에서는 발붙이기조차 어려운 중금속 제련

가공공장들의 집결지’였다(Ibid.: 5). 특히나 울산 및 온산공단의 중화학 공장들

33) 조홍섭(1992)은 이 시기 피해 보상 요구는 매우 격렬한 양상을 띠었으나 환경 문제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부재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
해의 인과관계를 파고들 과학기술적 역량도 없었고, 그런 지원을 해 줄 사람도 없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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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규모로 한 지역에 밀집하여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임업이 이루

어지는 바다, 농경지, 학교 등과 뒤섞여 위치했다. 공장의 입지를 ‘개별 기업에

맡겨 편리한 대로 공장 부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Ibid.: 2). ‘다른 공단처럼 산

업기지개발공사가 일괄적으로 주민 이주를 시킨 후 공장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부지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다(공문연, 1985: 2). 온산의 경우, ‘기

업들이 보상비가 적게 드는 임야와 논밭을 매입하고 어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해안지역을 피하여 공장 부지를 조성한 결과, 주민들은 공장과 공장 사이에서,

공장 지대와 바다 사이에서 살게 되었다.’(Ibid.)

자료: (좌) ▧은 울산 삼산평야와 야음동, 선암동, 부곡동 등에 걸친 ‘공해우심지역’을 표

시한 것이다(문기 엮, 1991). 대한알루미늄, 한국비료, 영남화학, 제1발전소, 제2발전
소, 동양나일론, 정유공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 ●은 온산에서 신경통 환자가
집단 발생한 달포, 이진, 원봉, 당월, 우봉 마을을, ∎은 인근 온산, 당월 국민(초등)

학교를 표시한 것이다(공문연, 1985: 2). 인근에는 고려아연, 풍산금속, 효성알미늄,
제일물산, 한국제지, 동해펄프, 비철2·3차공업단지 등이 있다.

<그림 8> 울산, 온산의 공해 지역

울산의 ‘대한알루미늄공장 등이 있는 삼산, 달동 지구, 영남화학 부근의 여천

동, 조선비료 주변의 야음동,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선 부곡동 지구, 매암동, 선암

동, 용잠동 등 11개 동’은 ‘울산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지역’이었다(문기 엮,

1991: 27). ‘살찐 들녘의 젖줄이던 태화강, 외황강, 회야강, 수산물의 보고이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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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이 모두 병들어 죽어가고’,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 눈병, 피부병 등 각

종 공해병에 신음’했다(Ibid.). ‘온산 주민들도 매연과 폐수 속에서 호흡기 질환,

눈병, 피부병 등 각종 공해병에 시달렸다.’(울산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86: 7)

온산의 ‘부유분진(TSP) 중 중금속 농도를 서울 구로공단과 비교하면 구리는 10

배 높고 카드뮴은 4.7배 높았고, 대정천 하류에는 중금속 폐수가 흘러들어가 수

은을 제외한 모든 중금속들의 함량이 매우 높았다.’(Ibid.) ‘온산 앞바다는 납이

0.417(기준치 0.1ppm), 카드뮴이 0.045ppm(기준치 0.01ppm)으로, 기준치를 4∼5

배 초과했다.’(Ibid.)

반공해 단체들은 공해를 겪는 농어민들을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고통받

는 ‘민중’으로 이해했다. 이들이 보기에, 민중은 ‘약한’, ‘가난한’, ‘궁핍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저액 소득자’, ‘노동자 계급’, ‘하층 중산계급’으로, 공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공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었다(공문연, 1983: 24-27;

공민협, 1986: 4-5). 공해는 민중에게 집중될 뿐만 아니라 불가역적이고 회복 불

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남겼다(Ibid.). 오염된 대기는 계급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다.

고액 소득자가 저액 소득자에 비해서 좋은 환경을 향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이것은 진실로 공해문제의 본질을 나타내는 응답이었다. …. 대기오

염을 격화시키는 경향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자 계급 내지

하층 중산계급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 고소득자는 소음, 진동의 영향

이 적은 견고한 주택에 살며 공기 청정기를 가동시키고, 세계 각지의 오염

되지 않은 생선이나 자연식을 가져오게 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생활을 즐긴다.

만약 병에 걸려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고, 요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여기에 반해서 궁핍한 사람은 정면으로 환경파괴의 영향을 받는다. …. 환

경파괴에 의한 죽음에는 경제적 서열이 있다(공문연, 1983; 24-27).

선진공업국에서 그렇듯이 부유한 계층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을 찾아 거주

지역을 옮기는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공해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공민협, 1986: 4-5).

이러한 계급적 불평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실 중 하나는 공해로 인해 집

단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 이주하지 못한 채 공해병을 앓는 주민들의 삶의 모

습 이었다(그림 9). 울산 공업단지 주변에서는 1979년 ‘500여 명의 2∼17세 아이

들이 온 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눈이 따끔거리는 원인 미상의 괴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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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연, 1984c: 3). 울산 여천동 주민들에게도 피부병과 눈병이 발생했다(Ibid).

자료: 공문연(1985). 왼쪽 위부터 ①온 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마비 증세가 온 온산
면 환자. ②국민학생의 피부병, ③손가락으로 번진 피부병. 왼쪽 아래부터 ④

고려아연으로부터 50m 떨어진 온산초등학교 교정에서 말라죽은 아름드리나
무와 국민학생들, ⑤중금속으로 오염된 온산 앞바다의 미역을 말리는 어민들

<그림 9> 온산 지역 공해와 주민의 삶에 대한 관찰

온산면의 해녀들은 병든 어패류를 목격하고 ‘죽어버린 바다에 들어가기 무서

워’했다(공문연, 1985).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이들이 살아갈 방법을 잃었다

(Ibid). 농사짓는 이들은 ‘곡식이 싹이 나면서부터 오갈병’이 들거나, 꽃이나 열

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수확이 1/2이나 1/3로 줄었다고 했다(Ibid.). 아이들은 피

부병에 시달렸고, 안질이 심해져 학교를 휴교하는 일도 생겼다(Ibid.). 특히 온산

공단의 공해병, 일명 ‘온산병’은 ‘공단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과는 차원

이 다르게, 전신신경통, 전신마비 등’으로 고통스러운 질환이었다(공문연, 1985).

공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공해 공장에서 나오는 악성 폐수와 유독 매연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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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오다 끝내 공해에 쫓겨 고향을 떠나’야 했다(공청협, 1987a: 6). 주민들은

‘이주에 대한 보상을 (정부와 공장으로부터) 충분히 받고 하루라도 빨리 공해지

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보상이 미뤄지거나(공청협, 1987a: 6) 한

가구당 연 20∼30만 원 정도의 적은 보상액이 지급되거나(공문연, 1985), 10년째

이주가 지연되거나, 이주비용 문제로 일부 주민의 이주만 이루어졌다(Ibid.). 이

주하지 못하고 공업단지 인근에 남게 된 ‘가난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매일

공단의 매연을 마시고 중금속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살았다(Ibid.).

반공해 단체들은 공해가 단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고 축출’한다고 보았다(울산기독교교회협의회

외, 1986). ‘공업단지 건설→농어업 폐허화, 주민들 건강 위협→집단이주’라는 악

순환이 진행되면서 공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Ibid.). 반공

해 단체들은 공해의 피해자를 가난한 ‘민중’으로 보았으며, 민중이 환경을 향유

할 권리와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피

해와 권리 침해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대기를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로 바

라본다.

2) 한국과 일본 공해: 공해 수출입

반공해 단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공해를 관찰했다. 미나마따 병, 이타이이타이

병 등 일본에서 발생한 공해병은 중요한 관찰 대상이었다(공문연, 1985). 미나마

따 병은 신일본질소(新日本窒素, 현 JNC)사 공장의 수은 유출, 이따이이따이 병

은 미쓰이금속광업(三井金属鉱業)사 공장의 카드뮴 유출로 인해 발생했다(Ibid.).

각각 1개의 공해 공장이 배출한 1종류의 중금속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비교했

을 때, 한국의 온산병은 공업단지 내 수많은 공장들이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발생했다(Ibid.). ‘온산병에 대해 환경청에서 공해병이 아니라고 부인

(1985년 1월)’했지만 반공해 단체들은 온산병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을 뿐

여러 오염물질과 중금속에 의한 신종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Ibid.).

일본 공해에 대한 관찰은 단지 한국의 공해가 심각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반공해 단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공해를 관찰하면서, 한국의 ‘공해 수

입’과 일본의 ‘공해 수출’을 확인한다(공문연, 1982a: 8; 1983: 174; 공문연 부산

지부, 1985; 유인호, 1985; 이덕희, 1985). 한국 중화학공업단지의 ‘중화학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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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공장들은 대부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합작회사들’이었다(문기 엮,

1991: 43). 이 공장들은 ‘선진국에서 무서운 공해산업으로 낙인찍혀 주민들의 격

심한 반발로 제대로 입지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로 진출한’ 공장들이다

(Ibid.). 예컨대 울산무기화학은 ‘건설화학’(현 강남제비스코)과 일본의 ‘일본화학’

의 합작 투자로 건설된 회사다. 일본화학은 1972년 도쿄시에 6가 크롬 폐기물을

묻었다가 크롬오염으로 도쿄시민에게 피해를 야기했고, 이후 도꾸야 만으로 공

장을 옮긴 후에도 크롬 폐기물을 해양에 매립하여 어장에 피해를 야기한 바 있

다(공문연, 1984d: 4-5). 이러한 일본화학의 한국 진출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일

본화학이 공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에 중크롬산공장을 세우려하고 있다’며

공해 수출 반대 시위가 수십회 이루어졌다(Ibid.). 울산무기화학은 3가 크롬 시

설만 있다고 보고하여 조업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공장 주변 농토가 피해를 입

었으며 1979년 울산공단 식수에서 6가 크롬이 발견된 바 있다(Ibid.).

일본의 공해산업으로 한국에 진출한 울산무기화학, 고려아연 등 각종 중금속

공장이 배출하는 온갖 공해물질로 인해 온산주민들은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

루 죽어가고 있다(공문연 부산지부, 1985: 8).

지금 온산에서는 세계적으로 공해병으로 문제가 되었던 온갖 중금속공장이

집결해 있다. 선진국에서 제나라 국민들이 죽어가자 더 이상 가동할 수 없

었던 죽음의 공장들이 집결해 있는 것이다. 오늘의 온산은 바로 전세계의

중금속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해병은 필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공문연 부산지부, 1985: 1).

이처럼 한국의 공해는 ‘일본 경제의 폭발적 성공의 찌꺼기’를 대량 수입함으

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었다(유인호, 1985: 111). 반공해 단체들에 따르면,

1960∼1970년대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의지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추진하려 했고, 이때 일본 정부의 과제는 고도성장과 함께 나타난 공해를 처리

하는 것이었다(공문연, 1984d; 유인호, 1985: 111).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

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일본의 공해산업을 한국에 진출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검

토되었다.’(공문연, 1984d: 4-5) 일본의 공해 수출 계획을 담은 ‘야쓰기 구상’이

추진되면서 일본의 공해 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했고(Ibid.) 한국은 점차 ‘공해

다발생형’ 산업 체질을 갖게 되었다(유인호, 1985: 111).

공해수출입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

해다발공장으로 낙인찍힌 대규모 나프타 분해설비 공장은 한국 럭키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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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되어(공청협, 1987a: 12) 여천 석유화학단지에 건설된다. 미국, 일본 등 선

진국들의 직 간접 투자 또는 기술 제휴 방식을 통해 공해 산업, 유해화학 공장

들이 후진 개발도상국에게로 옮겨졌다(이덕희 1985: 92).

반공해 단체들에게 한국의 공해는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또는 선진공업

국)의 공해를 수입하여 성장을 추진한 결과였다. 선진국에서는 산업 변화(노동

집약적, 에너지소비형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와 함께 공해다발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공해로 피해 입은 주민들의 강한 반공해 운동이 일

었다(이덕희, 1985). 후진국의 경우, 현재 기술 수준으로 접근 가능한 산업이 바

로 선진국이 이전시키는 공해 산업이었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고용 부

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해 산업을 유치하고자 했다(Ibid.) 그리고 기업들은 공해

규제가 느슨하고 공해 방지 비용이 적으며, 반공해 운동이 부재한 개발도상국에

공해 공장을 이전시킴으로써 충분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Ibid.). 이렇게

이루어진 공해 수출입은 한국과 같은 ‘제3세계 국민의 건강과 생존 자체를 위협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공문연 부산지부, 1985: 8).

다. 추론

1)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자본-국가의 대기 독점과 성장주의

반공해 단체들이 보기에, 대기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며 깨끗한

공기는 주민의 생존과 건강과 직결된다. 그런데 ‘양적 경제성장과 이윤추구에

집중한 대기업들이 이를 독점하고 오염시켜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했다(공민협,

1986). 대기 커먼즈를 대기업이 독점하여 이용하고 오염시켰기에 대기가 커먼즈

로 유지되지 못하고 공해가 발생했다는 추론이다.

이 시대의 독점체는 소유하는 토지의 영역을 넘어서 공공 공간이나 공공 시

설을 독점 이용한다. 그 때문에 무한의 환경 독점이 생긴다. 환경은 공짜 또

는 공짜와 비슷하기 때문에 독점체는 무한하게 오염을 시키게 된다. 독점

체는 이윤율의 저하를 대량생산으로 메우고 거대한 생산력과 독점 이윤을 수

중에 넣기 때문에 공해방지의 기술개발과 방지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

원리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한 공해방지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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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집적불이익이라는 대규모의 오염이 발생한다. …. 현대사회는 대기

업의 손에 환경이 독점 당하는 것에 의해서 주민의 환경권이 부당하게 침

해당한다(공문연, 1983: 22-24).

이에 따르면, 대기업은 ‘이윤 원리를 우선시하며 대량 생산을 통해 거대한 생

산력과 독점 이윤을 창출한다.’ 자본의 자기 축적 기제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외부의 규제 없이는 공해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공해 방지에 투자하지

않는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짜 또는 공짜와 비슷’한 대기를 독점하여 이용하

고 오염물질도 대기 중에 ‘공짜 또는 공짜와 비슷’한 비용으로 배출하는 것이

‘이윤율 저하’를 막는 길이다. 기업가에게 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는 이윤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업가는 이를 사회로 전가시켜 공해를 발생시킨다(공문연,

1982a: 8). 대기업의 대기 독점은 공해를 발생시켜 주민들이 대기를 향유할 권

리를 침해하는 기제다.

기업의 대기 독점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아니다. 반공해 단체들

은 대기를 독점하고 공해를 야기하는 산업에 투자한 국내 및 외국(특히 일본)

자본, 대기의 독점을 허용하는 정부 모두 공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공

문연, 1982a).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이 방만한 외자도입에 자극받아 일어난 고도성장이고 보

면 이것은 확실히 <수입공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해방지의 일

차적 책임을 져야할 사적기업가란 실은 그 산업의 국내투자가 및 그와 연

결되어 있는 외국자본(특히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

적 기업가가 스스로 공해방지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인가. 다국적기업의 세계

적 추세만 보더라도 그 대답은 명확히 <否>다. 공해를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

의 두 번째 측면은 경제개발계획을 주도한 정부가 공해방지에 소홀한 사적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 정부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국민경제의 재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공문연, 1982a: 8).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외자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에서 공해 산업에

투자한 국내 자본, 해외 자본, 특히 일본 자본은 공해의 원인 제공자였다(공문

연, 1982a). 또한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 추

구 활동을 저지하지 못했고, 특히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 속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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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공해 산업인 각종 중금속 공장이 수입될 수 있게 허용했다(Ibid.). 정부는

기업의 공해 방지를 의무화하고 공해 방지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킬 권한이 있

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정권과 결탁하고 규제를 완화시키거

나 기업이 지불해야 할 공해 방지 비용을 공적 비용으로 대체시키거나, 상품 가

격을 인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했다(공문연, 1983: 22). 나아가

공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정호경 김지하 외, 1985: 2). 공업단지 인근 주민

의 피해가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 때문인지 아닌지, 즉 공해병이냐 아니냐

하는 ‘과학 논쟁’은 정부가 공해 문제를 호도하는 한 방안이었다(Ibid.).

이에 따라 반공해 단체들은 대기를 탈커먼즈화시키는 기제가 ‘(공해를 일으키

는) 기술이 아니고 현대 경제체제 그 자체에 있다’고 추론했다(공문연, 1983:

23). 그것은 국가와 자본이 연합한 성장주의 경제 체제다. 자본은 자기 축적을

위해 공해 방지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공해를 외부화하며, 국가는 국가 경제 성

장을 위해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공해 산업을 수입하면서 자본과

연합한다(Ibid.). 이 같은 국가와 자본의 연합이 대기업의 환경 독점과 공해 발

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공해는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해산업을 무

조건 수입하고, 소수독점자본의 공해배출행위를 눈감아주는 반민중적 행위와 체

제’의 결과였다(공문연, 1986). 이런 경제 체제에서 민중의 생존권 요구는 철저

하게 외면당했다(공청협, 1987a: 6).

자료: 공추련(1990: 8)

<그림 10> 공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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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경제성장과 이윤증대에 급급하여

안전시설이나 공해방지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민의 피해를 증가시켰다

(공문연 부산지부, 1985: 8). ‘날마다 공해병에 농부어부 신음하고 온 누리가 헐

벗는데’도 한국 정부는 국민총생산 2500억 달러, ‘국민소득 오천딸라’, ‘(꿈의) 이

천년대’를 외쳤다(공청협, 1987a: 2).34) 한국 정부는 국민총생산(GNP)을 척도로

국가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지만 이는 민중의 복지를 수준을 반영하지 못

했다(공문연, 1983: 19). 대기와 물 오염, 공해병 확산은 GNP 산출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해에 취약한 노인이나 아동은 GNP 산출에 포함되는 노동 인구도 아

니었다(Ibid.). ‘GNP 성장은 곧 공해의 성장’이라 할 수 있을 만큼(공문연,

1982a: 6, 1983: 13), GNP는 공해와 그로 인한 민중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척

도였고, 이러한 척도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해와 민중

삶의 악화로 귀결되었다(공문연, 1983: 19). 기업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공해

방지비도 GNP 증가를 목표로 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

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공문연, 1982a).

‘GNP경제학’은 공해와 같은 사회적 손실은 마이너스로 평가되지 않고 반대로

플러스로 소득의 증대로 평가되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병 인정환자의 9할 가까이가 15세 이하 어린이나 55세 이상의 노인으로

서 노동력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GNP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

(공문연, 1983: 18).

GNP 위주의 성장은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당연히 부담되어야 할 경제적 비

용의 일부(공해방지비)를 기업이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인간생활을 해치는 외부불경제(폐기물, 매연, 폐수, 오염 등)의

누적=공해를 심화시켰다”(공문연, 1982a: 6).

반공해 단체들은 성장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기 독점이 발

생하며 이에 대기가 커먼즈로 유지되지 못하고 공해가 발생, 심화된다고 추론했

다. 경제 성장이라는 ‘고전적인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외부불경제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누적, 즉 공해라는 새로운 빈곤을’ 낳았고(공문연, 1982a:

34)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국민다수가 중산층으로서 물질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만족을 체감’하는 ‘자주, 자유, 자립의 부강한 나라’,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
수준을 기록하여 세계 15위 이내의 주요 경제국’ 등의 국가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일경제, 19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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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3: 14) ‘공해를 댓가로 얻은 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우리(민중)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공문연, 1982b). 그리

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재생산활동’을 저해할 할 것이라고 보았다(공

문연, 1982a: 8).

2) 대기 커먼즈의 구성: 피해자 민중 운동

반공해 단체들은 ‘민중’이 깨끗한 대기를 향유하며 생존할 권리를 침해하는

자본과 국가로부터 민중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공해

앞에 전면적으로 노출된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연대감으로 뭉쳐 공해에 대항하

는’ 민중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공민협, 1986: 4-5). ‘공해의 일차적

책임자인 기업과 정부는 공해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공문연, 1984b). ‘관(官)’,

중앙(정부)의 관료, 연구기관의 전문가, 기업 스스로가 공해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공문연, 1984a). 따라서 공해로 인해 피해를 겪는 ‘주민들 스스로가 앞

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공문연, 1984b). 이때 공해는 한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중의 문제이므로, 모든 민중의 자발적, 자주적인 공해 추방운동,

반공해 운동, 공해수입 반대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공문연 부산지부, 1985:

8).(공문연, 1982b; 1985: 8).

공해문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제3세계 주민자신의 자발적인 反공해운동,

공해수입 반대운동만이 보팔사건 같은 엄청난 불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

을 것이다(공문연 부산지부, 1985: 8).

이것이 한지역 주민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온산병

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민중뿐이다(공문연, 1985: 8)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공해 문제를

민중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 공해추방운동에 총력을 기율여야

(공문연, 1982b).

반공해 단체들은 삼화화학 머큐로크롬공장 건설 저지, 진로 주정공장 건설 저

지 등을 민중 운동의 성과로 보았다. 삼화화학은 일본 도야마화학과 합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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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머큐로크롬 공장 건립을 추진했는데, 도야마화학은 일본의 미나마따 병이

알려진 후 1973년 머큐로크롬 생산 중지를 발표한 기업이었다(공문연, 1984d).

도야마화학의 공해 수출 소식이 전해진 후 1974년 2월부터 인천 YWCA를 중심

으로 한 공장 건설 저지 요구가, 일본에서도 도야마화학의 공해 수출에 항의하

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후 삼화화학의 공장 건설은 중단된다(Ibid.). 목포에서

도 영산호 인근에 진로 주정공장 건설을 목포시에서 허가하고 이를 알게 된 목

포 주민들이 주정공장의 폐수 유입을 막기 위해 주정공장 건설 반대 운동을 시

작했으며, 결과적으로 공장 건설은 중단되었다.35)

이처럼 대기와 물 등을 커먼즈로 구성하는 방법은 피해자 민중이 주체가 되

어 강하게 연대하고 가해자인 공해 기업과 이를 돕는 정부에 대항하여 공해 추

방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특히 공해에는 분명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보면서, ‘공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고(특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책

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오염물질은 (시민이 아니라) 상품 생산과

정에서 자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일반 시민은 자본가에 의해 이미 만들

어져 상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상품의 소비를 통해 단순히 이전(배

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공청협, 1987b: 6). 게다가 오염물질이 적은 상품

보다 오염물질이 많은 상품을 시민이 사용할 때 얻는 이익이 크지 않고(예컨대

정부와 소수 기업이 연탄의 생산-공급 체계를 독점하여 가격을 형성하므로 시

민은 ‘저질 연탄’이라 하더라도 싼 값에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은 상품의 효용만

을 강조하여 시민은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에, 오염물질이 포함된

상품의 생산을 시민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Ibid.). 오히려 이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

는 공해 기업,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시민에게 알릴 책임을 방기

한 정부의 탓이다(Ibid.). 반공해 단체는 공해를 모든 시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공해 추방 운동을 ‘자연보호운동’으로 왜곡하거나 공해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 양 호도’하기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Ibid.).

이 땅에 공해를 몰고 온 ‘가해자’들은 … 공해추방운동을 쓰레기 줍자는 식의

자연보호운동으로 왜곡하여, 공해문제에 관한 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으며

35) 목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3년 10월 진로 주정공장 건설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건설 허가 전부터 불법 착공한 점이 드러났고 이를 근거 삼은 시민들이 건설

중단을 요구하자 최종적으로 공장 건설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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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짓 의식을 유포하고 있읍니다. 또한 공해

문제가 마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양 호도하며 민중들

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해문제에는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공청협, 1987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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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단체-환경부의 ‘블루스카이’ 만들기

블루스카이 운동은 ‘환경’ 담론이 확산되던 2000년대 초반 형성되었다. 블루스

카이 운동은 2002 한 일 월드컵이라는 메가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대기 커먼즈

가 독특한 방식으로 발화된 사례다. 발화 주체는 ‘반공해’ 대신 ‘환경’을 표방한

시민 환경단체들과 정부(환경부)였다.

가. 맥락과 상황: 2차 관찰자의 관찰

1) 리우회의와 “그린라운드”: 환경 관리와 투자

1990년대 초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로서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을 기치로 삼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구도완, 2006). 이는 공해 유발 기업, 이

를 규제하지 않는 정부 대(對) 고통 받는 민중이라는 구도를 설정하고 자본-국

가 연합의 공업화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가진 반공해 운동과 차이가 있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 ‘반공해’가 아닌 ‘환경’이 논의되고 그 논의가 확산된 중요

한 계기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

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이

하 리우회의)(1992)였다.36) 반공해 운동 단체를 비롯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리우

회의의 민간 협의체인 글로벌포럼(Global Forum)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

임을 가졌다. UNCED가 기업을 포함해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권고함에 따

라, 기업인, 연구자, 시민단체 구성원 등 100여 명이 리우회의 글로벌포럼에 참

가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으로서 ‘환경’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리우회의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에 만들어진 환경개발

센터(환경정의시민연대-지금의 환경정의-의 전신)는 충실하게 리우회의의 ‘환

경’,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채택한 단체였다(신동호, 2007).

36) 각국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되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와 각국 민간단체가 중
심이 되는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가 함께 개최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리우회

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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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발센터는 지역적인 것에서 지구적인 차원에 이르는 환경문제의 근원

을 인간에 의한 개발의 역사, 특히 산업혁명 이래 인간이 지녀왔던 가치관

과 문화 자체에 있다고 보아,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찾는 문화운동이라는 토대 위에서 환경운동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 현단계

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경제정책이 가져올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환경관리라는 개념에 입각한 정책대

안을 제시하며, 그것의 실행을 위해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국내외 타 시민단

체와 연대하고, 정부 및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형

태로서 나타날 것입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2: 1, 강조는 필자).

환경개발센터는 환경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가치관이나 문화 자체에 있다고

보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찾는 문화운동’을 지향했다.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인간의 가치관이나 문화 자체’로 보는 관점은 자본-국가 연합을 공해의

원인으로 보는 반공해 운동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 자본-국가 연합에

저항하는 대신, 시민단체가 정부 및 기업과 ‘대화’하며 환경 ‘관리’에 입각한 정

책 대안을 강구한다는 것 또한 반공해 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논리였다.

대표적인 반공해 운동 단체였던 공해추방운동연합도 1993년 “환경이 생명이

다”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환경운동연합으로 재출범했다. 배달(倍達)환경연구

소(녹색연합의 전신)(1991)37), 푸른한반도되찾기 시민의 모임(1991), 녹색교통운

동(1992), 녹색소비자연대(1996), 세민재단(녹색미래의 전신)(1997), 생명의숲

(1998), 여성환경연대(1999) 등 1990년대에 형성된 시민 환경단체들은 ‘반공해’가

아닌 ‘환경’, ‘녹색’, ‘생명’ 등을 내걸었다.38)

리우회의를 기점으로 국내에 부상한 의제 중 하나는 그린라운드(Green

37) 배달은 한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단군(檀君)의 단을 박달 혹은 배달로 부르는 데에서

기원하여 배달족, 배달민족, 배달겨레, 배달얼, 배달족역사 등으로 사용되었다(한국민
족문화대백과사전, 2021년 3월 23일 검색). 배달환경연구소는 “배달민족이 원래 가지

고 있던 오염되지 않은 토박이 환경을 ‘배달환경’으로 규정하고 ‘배달환경’, ‘배달문
화’를 되찾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배달환경연합, 1994: 28). 추후 배달환경연구소

는 1993년 배달환경클럽, 배달환경연합으로 재출범하고, 1994년 푸른한반도되찾기
시민의 모임, 대한녹색당 창당위원회 등과 함께 배달녹색연합으로 통합된다. 배달녹

색연합은 지구적 환경문제를 다루기에 민족적 지향이 담긴 ‘배달’이라는 개념에 한계
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6년 녹색연합으로 이름을 바꾼다(신동호, 2007).

38) 이 중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는 ‘블루스카이’ 운동에 참여한

주요 환경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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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였다. 리우회의에서는 오존층, 기후,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국제 협

약이 채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을 저해하는 상품이 규제 대상이 되

었다. 오존층의 오존을 고갈시키는 물질(ozone depletion materials)로 지목된

CFCs(chlorofluorocarbons)가 대표적이다.39) 그 연장선상에서, 국제적으로 합의

된 환경 기준을 만든 후 이에 미달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가하자는 주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의 녹색 버전인 그린라운드에 대한 구상이었다.

국내에서는 각종 신문, 방송, 잡지에서 특집으로 그린라운드를 다루었고, 정부

와 기업, 환경 운동 단체들은 그린라운드 대책 기구를 만들거나 세미나를 개최

했다(강성진, 1994). 그린라운드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갈래로 나타났다. 환경 보

호를 위해 국제 무역 규제를 강화하자는 그린라운드 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환경제국주의의 한 형태라고 비판했고(황태연,

1994)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무역의 그린화’라고 본 것이다(곽일천, 1994). 전자

에 따르면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환경제국주의를 담지한 그린라운드에 저

항하고 대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황태연, 1994), 후자에 따르면 그린라운드는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환경 규제 기준을 국제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인 삼아

환경 정책 개선, 환경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다(곽일천, 1994). 그린라운

드에 대한 국내의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은 후자 쪽이었다(강성진, 1994). 즉 그

린라운드가 환경 보전에 갖는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 우선주의에서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 기업은 친환경 상품과 환경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 시민단체는 그린라운드가 환경 보전

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에 요구하고 소비 양식 개선 운동도 해

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Ibid.).

국내 그린라운드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던 한국의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것과도 관

련되어 있었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OECD에 설치된 위원회 중 하나인 환

경정책위원회(EPOC; Economic Policy Committee)의 규정을 수락(혹은 조건부

수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OECD 가입이 1996년 이루어진 후 65개의 환

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법제도 개선을, 기업 측에서는 생산 방

39) CFCs는 전자제품의 세정제, 차량·선박·냉장고·건물용 냉매, 단열재·포장재·의류용의

발포제, 화장품·의료용의 에어로솔(aerosol) 등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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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변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된다(한택환, 1996; 황진택, 1996).

1990년대 리우회의와 ‘그린라운드’를 통해 국내에 확산된 환경 담론은 환경

보전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보다는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

식,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의 조화라는 지향점을 만들어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무역(경제)과 환경의 화해’ 시점이 왔으며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책과 기업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김소희,

1994). 환경 투자, 환경 경영,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논의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활성화되었다.

2) 자동차 도시와 시민 대기질 모니터링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196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

어 왔다. 자동차 매연 문제가 주요 사회 의제로 부상했고, 디젤 엔진을 사용하

는 경유 버스나 합승 택시40)의 배출가스를 관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원주영,

2020).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를 거쳐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파르

게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1990년 인구 천 명 당 1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등

록되었고, 1995년에는 1990년과 비교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었다(서울시, 2010).

정부는 대기환경지수(Air Environmental Index, AEI, 표 5)를 개발하고 그 정

보를 공개했다. AEI와 각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함께 게시하는 전광판은 1990년

서울 광화문 도로에 처음 설치되었다(그림 11). 전광판 설치 지점이 점차 확대

되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 기준도 1991년,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되

었다. 하지만 대기오염 ‘전광판에서 전달하는 대기 상태가 시민이 체감하는 대

기 상태와는 동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전광판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하

고 전광판의 정보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했다(조인원, 1996.9.1.).

40) 합승택시제도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초기 합승택시는 6·25전쟁 때 파손된 미군
지프와 트럭에서 엔진, 변속기, 차축 등을 떼어서 개조한 것이었다고 한다(김구철,

2015). 서울시에는 1954년 9인승 합승택시가 운행되기 시작해, 1957년에는 24개 노선
에 900대가 운행되었다. 1960년에는 11인승 합승택시가, 이후 16인승 마이크로버스가

등장했다. 합승택시는 1960년 기준 3,000여 대가 운행되었으며, 차체가 작아서 대형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비교적 좁은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들이 이용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년 9월 1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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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
CO(ppm)

8시간

NO2(ppm)

1시간

O3(ppm)

1시간

SO2(ppm)

24시간

PM10(㎍/㎥)

24시간

TSP(㎍/㎥)

24시간

20 4.5 0.05 0.06 0.03 80 150

40 9 0.15 0.1 0.14 150 300

60 15 0.6 0.2 0.3 350 375

80 30 1.2 0.4 0.6 420 625

90 40 1.6 0.5 0.8 500 875

100 50 2.0 0.6 1.0 600 1200

자료: 환경부(2000). AEI의 각 한계치는 20을 장기기준, 40을 단기기준으로 하고, 60, 80,
90, 100은 인체건강과 관련하여 주의농도, 경고농도, 위급농도, 심각한 위해농도에 해
당한다. AEI 0～20은 건강에 양호함, 20～40은 보통, 40～60은 나쁨, 60～80은 상당

히 나쁨, 80～100은 아주 나쁨의 의미다.

표 5. 1993년 기준 한국 대기환경지수(AEI)

자료: 임완호(1991.9.26.), 박중현(1993.1.19.). AEI 기준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꽤나

쁨’, ‘아주나쁨’ 등 5단계로 대기질 상태를 표기한다.

<그림 11> 대기환경지수(AEI)에 따른 대기질 상태 전광판

시민 대기질 모니터링은 정부가 제공하는 대기질 자료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 시민이 직접 대기질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 속에서 등장했다. 1993년 일본에서 개발된 간이측정기(Passive Air

Sampler; 패시브 에어 샘플러)가 한국으로 도입되고, 이후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시민 대기질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고재경 외, 2019: 92). 간이측정기는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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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cm로 휴대가 용이하고, 개당 가격이 5천원에서 10만원 사이로 기존 측정 비

용에 비해 저렴하며, 사용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었다(Ibid.).

배달환경연합(녹색연합의 전신), 환경운동연합,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오

염 측정실 등은 1993년부터 연간 2회씩 6년 동안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전국 2

만 여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했다(주완중, 1998.12.20.). 이산화질소(NO2) 흡착

용 종이를 붙인 캡슐형 유리관을 하루 동안 건물 벽 등에 설치해 시료를 얻고,

여기에 시약을 넣어 나타나는 분홍색 색도에 따라 이산화질소 농도를 기록하는

방법이었다(Ibid.). 이러한 시민 대기질 모니터링은 ‘시민이 자기 주변의 환경질

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환경문제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방법’이라고 여겨졌

다(배달환경연합, 1994: 4).

자료: 배달환경연합(1994: 4) 배달환경연합은 1993년 6월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에 의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12월에 두 번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림 12> 시민 대기질 모니터링

3) 메가이벤트 ‘2002 한·일 월드컵’

환경 담론이 확산된 1990년대, 한국 정부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월드컵이라

는 메가이벤트 유치였다. 메가이벤트는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세계의 이목

이 집중되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여타 이벤트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김애란 외, 2016). 대체로 대규모 관중이 동원되고, 공공 부문에서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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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치·개최하며, 준비단계에서 도시의 물리적 재개발, 개최시설 건설이나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대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 메가이벤트가 갖는 독

특한 특성이다(Ibid.).

2002 월드컵은 외환위기로 훼손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

하여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정보통신 산업이나 스포츠 관련 산업, 관광

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메가이벤트로 여겨졌다(2002

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1988). 월드컵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짓고 대회를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만, 선수와 보도진을 포함한 경기 참가자가

1만 3천 여 명, 관람객이 160만 여 명, 미디어 관람객이 410억 명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이므로 그에 따른 대량 생산과 고용 창출, 부가 가치가 매우 클 것

이라는 평가였다(Ibid.). 월드컵 개최 도시의 발전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 발전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되었다(Ibid.).

1996년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공동주최가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월드컵 개최

준비가 시작되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서귀

포 등 10개 도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되었고, 각 도시마다 1000∼2000억대

의 예산을 투입하여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착수했다.41)

나. 관찰과 경험

1999년 6월 10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16개의 부처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서 환경부는 월드컵을 ‘환경월드컵’으로 만든다는 계

획을 발표한다(환경부, 1999). 이 시기 환경단체들의 방향은 월드컵을 환경월드

컵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환경월드컵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도 정부와 충돌하지 않았다.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2002 월드컵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월드컵과 대기 보전을 연계한다는 취지에서 ‘블루스카이’ 운동을 기

획했다(박용신, 2001). 환경단체들과 환경부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블루스

카이’ 운동을 통해 ‘환경월드컵’을 만들고자 했다.

41) 1994년과 1996년에 각각 착공된 인천과 부산 경기장을 제외한 8개의 경기장은 1997
∼1999년 사이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10개 경기장 모두 2001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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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드컵 개최: 환경 국가로의 도약과 이미지 제고 기회

환경부에게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는 현실은 한국이 환경 국가로 도약

할 기회이자, 한국의 환경 국가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기회로 받아들여졌

다(환경부, 1999). 환경부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선수들이 대기오염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를 관찰하면서 한국의 ‘환경오염이 원활한 경기 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적의 환경대책이 수립되어야’한다고 보았다(정병

성, 1999.6.4.). 월드컵 개최국의 ‘환경 질은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에서 최선의 기

량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환경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

다. 그리고 이렇게 월드컵을 계기로 환경 보전에 힘쓴다면 한국이 환경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환경부, 1999; 정병성, 1999.6.4.). 여기서 환경

국가란 ‘아름답고 쾌적한’ 국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국가, ‘환경친

화적 생활양식’이 자리 잡은 국가다(Ibid.).

환경부에게 중요하게 관찰된 또다른 하나는 월드컵에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

된다는 것이었다. 월드컵은 ‘3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600억 명의 세계인

이 TV를 통해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는 ‘최대의 문화 이벤트’였다(정병성,

1999.6.4.; 환경부, 2002b). 이러한 월드컵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

은 기회로 보였다(Ibid.). 월드컵을 환경월드컵으로 만든다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한국’, ‘클린 코리아(Clean Korea)’라는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강하게 남기

고 한국이 ‘환경 국가’임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정병성, 1999.6.4.;

환경부, 1999; 2002b). 월드컵은 일종의 ‘복합 기획 상품’이다(환경부, 2002b).

2002년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가. 2002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

만, 더욱 중요한 것은 월드컵을 잘 치루어낼 경우 가능한 우리의 대외 이

미지 제고 효과이다. 국가 이미지를 결정짓는 환경 문화와 접목되는 월드

컵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환경

적으로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상을 정립하여 우리의 경제 문화적 위상뿐

만 아니라 아름답고 쾌적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세계인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겨야 한다(정병성, 1999.6.4.: 71-73).42)

88올림픽이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였다면, 이번 2002 월드

42) 정병성은 당시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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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에서는 한 단계 도약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미지 필요(환경부, 1999;

13).

월드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개최도시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세계인들에게 좋지 않게 비추어진다

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2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을 담아 국가 이미지로 제시해야겠

습니다(손숙, 1999.6.4.: 18).43)

환경단체들도 월드컵 개최에 발맞춘 환경운동을 모색했다. 환경단체들은 ‘서

울 대기오염물질의 86.5%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고 ‘부산 등 다른 대도시

에서의 (자동차의) 대기오염 기여도 역시 70%를 웃돈다’는 점을 관찰하면서 ‘자

동차 운행대수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

다(박용신, 2001). 이들에게 월드컵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이 대기질 보전

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단위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세

계 최상위권’인 한국의 대기질이 개선될 기회였다(Ibid.).

환경월드컵을 위한 환경부의 세 가지 계획 중 하나가 ‘월드컵 개최 도시 대기

질의 획기적 개선’이었던 만큼(환경부 1999; 2001a)44) 대기 보전 운동을 기획하

는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partnership) 논의가 이어졌다(환경부, 2001b: 99). 환

경부는 시민단체를 ‘사회적 문제해결과 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동반자’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Ibid.). 환경월드컵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간 파트너십은 중앙 정부로서 환경부, 지방 정부로서 월드컵

개최 도시들,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시민단체들이 환경월드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기장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도로 구상되

었다(그림 13). 그렇게 해서 도시의 환경이 개선되면 국내외에 홍보하여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 생산과 투자 유치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Ibid.).

43) 손숙은 당시 환경부 장관이다.
44) 환경부(1999)는 ①개최도시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 ②개최도시 환경기반 조성, ③아
름다운 개최도시 가꾸기 등 세 가지 중점 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②개최도시 환경

기반 조성 계획은 월드컵 개최도시에 도심하천을 조성하거나 경기장 인근의 폐기물
매립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 난지도 매립지를 비롯한 각 도시의

매립지가 공원화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③아름다운 개최도시 가꾸기 계
획은 도시 녹화, 특히 경기장 주변 지역에 생태연못이나 도시림을 조성하는 것과, 월

드컵 개최 도시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체계를 재구축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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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2001b: 105)

<그림 13> 환경월드컵 추진 도식

정부와 시민단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월드컵을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

서 2001년 지구의 날(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의 공동기획한 블루스카이 운동이 출범식을 가졌다. 환경단체들은

‘2002 월드컵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월드컵과 대기 보전을 연

계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대기 보전 운동의 취지를 밝혔

고(박용신, 2001), 환경부는 ‘복합 기획 상품’이자 ‘최대의 문화 이벤트’인 월드컵

을 환경월드컵으로 만드는 것이 ‘클린 코리아’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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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된다며 환경단체들의 대기 보전 운동을 지원했다(환경부, 2002b). 환경부뿐

만 아니라 유한킴벌리, 한국가스공사도 이 운동을 후원했다(환경정의 웹사이트,

2021.10.21. 검색).

블루스카이 운동의 출범식에 환경부와 후원사가 참석하여 축사 및 격려사를

발표했고, 시민 2명이 방독면을 쓰고 푸른 하늘과 맑은 하늘을 위한 시민 행동

10대 지침을 낭독했다(환경정의 웹사이트, 2021.10.21 검색). 환경운동연합의 환

경통신원, 녹색교통운동의 청소년, 환경정의시민연대의 한·일 공동 모니터링단

단원 등 출범식에 참여한 환경단체는 ‘숨 좀 쉬자’고 적힌 마스크와 방독면을

착용하고 ‘공해는 반으로! 건강은 두 배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

진했다(그림 14, 좌). 대기오염을 문제화하는 퍼포먼스로서 방독면 쓴 축구 선수

퍼포먼스도 수행했다(그림 14, 우).

자료: 방독면 행진 사진은 녹색교통운동(2001d), 방독면 쓴 축구 선수 퍼포먼스는 중앙일보
(2001.9.29.).

<그림 14> 방독면 행진과 방독면을 쓴 축구 선수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는 ‘한·일 월드컵 행사를 공해 걱정 없는 도시에서 치를 수 있었

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기획한 것이었다(환경정의 웹사이트,

2021.10.21. 검색). 이들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가 대기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

(혹은 대기오염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의 장벽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오염 없는 도시에서 월드컵을 치르는 것은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환경단체들도 월드컵 개최가 한국이 환경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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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한국의 환경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환경단체들은 ‘2002 월드컵축구대회 시민 환경실천 수칙’에서, 월드컵이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의 환경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환경수준을 한 차원 높

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했다(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 2002). 그리고

팸플릿에 ‘쾌적한 환경’을 가진 한국을 세계 각국이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삽화

를 포함했다(그림 15). 환경 월드컵을 한국의 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

는 좋은 기회이자 환경 이미지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을 획득하는 방안으로 기술했다.

2002 월드컵대회는…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의 환경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

고 국내 환경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지방의제21전국

협의회 외, 2002, 강조는 필자).

자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2002)

<그림 15> 환경월드컵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환경 월드컵은 국가 브랜드인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를 실현하는

길로도 이야기되었다.45) 다이내믹 코리아는 2001년 12월, 월드컵 준비상황 점검

국무회의에서 공식 인정받은 국가 브랜드다. 기존의 국가 브랜드였던 ‘조용한

45) 국가 브랜딩(branding)은 국가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 자

본, 관광객, 인재를 유치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한 방법이다(김유경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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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 나라(Land of Morning Calm)’ 대신, 월드컵을 맞이하여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환경모범국가’, ‘클린 코리아’

라는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월드컵은 이러한 국가 브랜

드의 실현으로도 여겨진 것이다.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작은 노력을 밑거름으로 환경월드컵의 싹을 틔우

고 생명 충만한 역동적인 사회(Dynamic Korea)를 만들 수 있습니다(지방의

제21전국협의회 외, 2002).

이처럼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은 메가 이벤트인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최될 현

실을 관찰하면서 한국이 대기질 관리를 통해 환경 국가로 도약할 기회로서 월

드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월드컵을 국가 이미지 구축 기회로 보는, 환경부의

관점은 정부-시민단체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월드컵’ 만들기라는 구도 속에서

환경단체들의 발화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 파트너십, 환경

단체의 대기 보전 운동에 대한 환경부의 지원 속에서 월드컵 개최를 환경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로 보는 틀이 자리잡았고, 이러한 틀은 환경부와 환경단체

가 한국과 일본의 대기질을 비교 관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토대로 작용했다.

2) 한 일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경쟁력 있는 대기

환경단체들과 환경부는 (모든 대기가 아니라)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를 관

찰하며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월드컵 개최 도시

의 대기질 관리는 ‘축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

록 하고, 월드컵 경기를 쾌적한 여건에서 치르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월

드컵 개최 도시를 ‘대표적인 환경 선진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환경부, 1999; 2001a). 그리고 추후 ‘월드컵 개최 도시의 사

례를 확산’시킨다면 국내의 환경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한국이 ‘환경모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Ibid.). 특히,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에 대한 관찰과

대기질 관리에 대한 주장은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는 일본 도시의 대기와 비교

속에서 이루어졌다.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의 환경 수준이 직접 비교되는 계기’

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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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월드컵대회는 공동개최국인 한·일간의 환경수준이 직접 비교되는 계기

가 되며(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 2002, 강조는 필자).

우리의 스포츠 행사를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준비 과정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환

경과도 관련 있지만 우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본과도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김재옥, 1999.6.4.: 9, 강조는 필자).46)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관찰은 월드컵 개최 도시를 경계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월드컵 개최 도시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귀포, 서울, 수원, 울산, 인천, 전

주 등 10개 도시,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인 가시마(이바라키), 가케가와(시즈

오카), 고베,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미야기), 오사카, 오이타, 요코하마, 우라와

(사이타마) 등 10개 도시의 대기질이 중요하게 관찰되었다(표 6). 환경부(1999;

2001b)와 환경정의시민연대 외(2001)에 따르면, 국내 월드컵 개최 도시의 이산

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농도는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에 비해 높았다(표 7). 국내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질이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질에 비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환경단체의 목표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환경정의 웹사이트, 2020.12.15. 검색a). 이들은 ‘시민이 직접 한국과

일본의 대기오염도를 조사·비교’함으로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 참

여에 의한 대기질 개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했다(Ibid.). 활동 내용 또한 월드

컵이 개최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블루스카이 2002 캠페인’이 주최하

고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주관한 ‘한·일 월드컵 개최도시 대기오염 모니터링’은 서

울, 인천, 수원 등 국내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도쿄, 오

사카, 나고야 등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질과 비교하는 활동이었다

(Ibid.).

46) 김재옥은 당시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위원장이다.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는 1994

년에 만들어진,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 환경정책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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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2(ppm) NO2(ppm)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평균 0.0094 평균 0.0044 평균 0.0240 평균 0.0201
서귀포 0.004 고베** 0.003 광주 0.016 가시마 0.007
서울 0.006 가케가와 0.004 서귀포 0.017 니가타 0.010
인천 0.007 삿포로 0.004 대전 0.021 오이타* 0.015
전주 0.007 가시마 0.004 대구 0.022 가케가와 0.016
대구 0.008 센다이 0.004 전주 0.022 삿포로 0.020
광주 0.008 우라와* 0.004 부산 0.023 센다이 0.020
수원 0.008 니가타 0.005 인천 0.025 요코하마 0.025
대전 0.010 오이타* 0.005 울산 0.028 우라와* 0.027
부산 0.012 오사카 0.005 수원 0.031 고베** 0.030
울산 0.021 요코하마 0.006 서울 0.033 오사카 0.031
* 1998년 6월 기준 ** 1999년 기준
자료: 환경정의시민연대 외(2001: 15). 1999년 6월 기준 비교 자료다.

표 6. 한·일 월드컵 개최 도시 대기오염도 비교

구분 SO2(ppm) NO2(ppm) PM10() O3(ppm)

한국
(‘00. 6)

0.008
(0.003∼0.014)

0.026
(0.018∼0.037)

54
(33∼78)

0.026
(0.020∼0.033)

일본
(‘99. 6)

0.005
(0.004∼0.006)

0.018
(0.007∼0.031)

28
(17∼36)

0.033
(0.023∼0.042)

주: ① 괄호 안은 개최 도시의 월 평균오염도의 범위 ② O3란 중 일본의 자료는 OX측정치
로서 오존, 광화학옥시던트(PAN)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비교 곤란

자료: 환경부(2001b: 5).

표 7. 한·일 월드컵 개최 도시 대기오염도 평균치 비교

월드컵 개최 도시에 대한 시민 대기질 모니터링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3

월까지 국내 604개 지점(서울 357개, 인천 101개, 수원 56개, 부산 30개, 울산 30

개, 대구 30개)에서 이루어졌다(환경아카이브, 2021.3.28. 검색). 희망하는 시민들

이 모집되어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 측정이 이루어졌다.

모니터링에는 1년 간 약 9천 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Ibid.).

모니터링 결과는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요코하마, 가와사키, 요카이치, 나고

야 등)의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되었다. 한국 월드컵 개최 도시 604지점,

일본 월드컵 개최 도시 573지점의 2002년 3월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24시간

평균)는 한국 약 27∼71ppb, 일본 32∼62ppb 였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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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모인 ‘한 일 공동 대기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2001.2.19.)과 ‘BLUE SKY 2002 운동본부 국제 심포지엄: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오염’(2001.8.28.)에서는 이러한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질 모

니터링의 의의가 이야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인 행사를 앞두고 우리나라 도시 대기오염 수준이 공동 개최하는 일본의 도시

들이나 외국의 대도시들과 비교할 때 과연 국내 월드컵 개최 도시들이 국제경

기를 진행하는데 적절한 환경조건을 갖추었는지, 국제경기를 관람하고 여가를

즐기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여 보고 개선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다(동종인, 2001.2.19.). 그럼에도 ‘대형 스포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공간에 실제 생활하는 다수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보았다(동종인, 2001.8.28.: 91-92). 모니터링은 ‘시민들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를 직접 체험하고 대기오염 정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Ibid.)

이처럼 환경단체와 환경부에게 월드컵이 개최되는 한 일 도시들의 대기질은

주요하게 관찰되고 비교되었다.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대기는 그 대기와 함께

생활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대기이기도 했지만, 지속

적으로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대기와 비교되면서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대기는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거나 없는 대기로서 경험되었다. 시민 대기질 모니

터링 활동은 대기오염 일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

라 월드컵 공동 개최국 대기질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의 대기질이 국제 경기를

진행하고 관람하는 데에 적절한지 시민 스스로 점검케 하는 활동이었다.

다. 추론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블루스카이’ 만들기는 월드컵 개최 도시를 경계 삼아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 것이다. 이들에게 대기 커먼즈를 탈구성하거나 구성하는

기제는 어떻게 추론되는가? ‘블루스카이’ 만들기를 위한 환경단체 및 환경부의

발화에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풍부한 반면 대

기 커먼즈를 탈구성하는 기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았다. 문화 변동(시민의 소

비패턴 변화 등) 및 정부의 미진한 대응 정책이 대기를 탈커먼즈화한 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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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추론되긴 했지만, ‘블루스카이’ 만들기를 논한 대부분의 발화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무엇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론이 생략되었다. 아래

기술한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추론들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어떻게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커먼즈가 구성될 수 있는가에 집중하여 추론

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문화 변동과 미흡한 관리 정책

‘블루스카이’ 만들기를 주장한 환경단체들이 보기에,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오염은 (대)도시 일반의 대기오염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환경부와 환경단

체들은 한국의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을 자동차로 꼽았다.

그렇다면 한국 도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

염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도시의 대기가 공동의 것으

로서 관리되지 못하고 탈커먼즈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에 대한 환경부

의 발화는 부재했고, 일부 환경단체들이 ‘문화’ 변동과 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한 정부 정책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 대기오염은 산업화, 국민

소득수준 향상, 시민의 소비패턴 변화, 높은 수준의 복지 요구 등의 역사적, 문

화적 변동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동종인, 2001.8.28.: 83). 시민들이 밀도 높은

대도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되고 고급 연료를 선호하게

되었는데, 정부는 여전히 대형 산업시설을 규제해 온 전통적인 관리 방식을 고

수하여 도시 대기오염이 악화되었다(Ibid.). 역사 문화의 변동과 그에 미처 대응

하지 못한 정부 정책 탓에 도시의 대기 커먼즈가 탈구성된 것이라는 추론이다.

한국의 ‘교통문화가 낙후’되었다는 추론도 있었다(녹색교통운동, 1999). 급출

발, 급정거 등 난폭 운전과 공회전은 ‘매연의 주범’인데(녹색교통운동, 2001a) 한

국 도시에서 교차로 엉킴, 불법주차, 엔진 공회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녹색

교통운동, 1999). 이는 교통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교통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악화시킨다(Ibid.). 그 외에도 ‘마이카’(자동차 소유), ‘나홀로 차량운

행’,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키는 등의 시민의 행동 양식도 문제였다(녹색교통

운동, 2001a).

이러한 추론들에서 시민은 ‘오염자이면서 피해자’였다. 많은 시민들의 생활양

식, 문화 변동이 대기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대기오염 피해에 노출되는 것

도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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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오염비중의 증가 등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오염

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오염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

(녹색교통운동, 2001b: 3)

자동차 공해 등과 관련한 도시 대기오염 문제…. 여기에는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시민들 자신이 문제의 제공자이고 피해자라는 속성과 매우 많은

오염행위 발생원이 산재해 있고 자동차의 경우 이동성이 강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의 관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과 원인 제공자인 자동차 제조

회사 및 정유회사 등이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였을 때 다수 대중은 그대

로 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동종인, 2001.8.28.: 90).

‘환경’ 담론을 채택한 환경단체가 ‘환경문제의 근원을 인간에 의한 개발의 역

사, 특히 산업혁명 이래 인간이 지녀왔던 가치관과 문화 자체’라고 보았던 것처

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2: 1), 환경 담론의 확산 속에서 진행된 ‘블루스카

이’ 운동에서도 인간의 생활양식과 문화 자체가 대기의 탈커먼즈화의 기제로 추

론되었다. 특히 월드컵이 (대)도시에서 개최되고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오염

이 중요하게 관찰되면서,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에도 이목이 집

중되었다. 여기서 환경단체들은 도시의 대기 커먼즈를 탈구성한 기제로서 도시

민의 생활패턴 변화 및 자동차 이용 문화를 도출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

며 오염자(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시민을 확인했다.

2) 대기 커먼즈의 구성: 시민 참여와 도시 관리 정책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커먼즈를 관리하는 것은 시민 참여와 도시 관리 정

책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추론되었다. 특히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로 꼽혔기에 시민의 실천과 도시 관리 정책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환경부는 월드컵 개최 도시의 자동차 관리를 위해 개최 도시의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월드컵 개최 기간에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오존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월드컵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며,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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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하는 등의 계획도 추진했다(환경부, 2001a).

환경단체들은 ‘시민 행동 지침’ 또는 ‘시민 환경 실천 수칙’을 세웠다. 대중교

통 이용하기,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받기, 자동차 부

제(部制) 운행 지키기, 오존 농도가 올라가는 낮 시간을 피해 주유하기 등이었

다(환경정의시민연대 외, 2001;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 2002).

①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자동차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시

다. ②자동차 운행시 급출발, 급가속, 급정거,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③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받읍시다.

…. ⑥오존 오염을 줄이고 연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오존 농도가 올라가는

낮 시간을 피해 주유합시다. ⑦오존 경보가 우려될 때 자동차 운행과 휘발성

물질 사용을 즉각 중지합시다. ⑧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공장, 업소,

매연 차량을 적극적으로 신고합시다(환경정의시민연대 외, 2001: 19).

시민 참여는 특히 강조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시민)의 작은 실천이 열

쇠’(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외, 2000)라고 보면서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환

경정의시민연대 외, 2001; 녹색교통운동, 2001c)고 주장했다.

방독면을 쓰고 월드컵을 하시겠습니까? ….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오

존주의보가 월드컵 기간 중에 발령된다면 월드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점점 늘어가는 폐암 환자 수, 환절기만 되면 병원에 넘쳐나는 호흡기 질환자,

…, 점점 떨어지는 가시거리! ….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푸른 하늘,

맑은 대기는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이며 가까운 미

래의 가장 가치 있는 경제적 자산입니다. …. 이제 시민이 나서서 직접 측정

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실천적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환

경정의시민연대 외, 2001: 6-9, 강조는 필자).

환경단체가 주최하고 정부 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친환경적 월드컵 개최를 위한 시민단체 심포지움’(민간환경단체정책협

의회·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1999), ‘환경친화적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한 전국 워크샵’(녹색연합 배달환경연구소 외, 2000) 등에서는 ‘환경월드컵’이

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환경월드컵 실현을 위해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녹색교통운동은 1999년부터 월드컵이 개최되는 2002년까지 한국의 ‘낙후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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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화’를 개선하고 교통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교차로 엉킴, 불법주차, 엔진공

회전 등을 지양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녹색교통운동, 1999). 이는 행정자치부

의 ‘문화시민운동’ 사업분야 보조금을 받아 ‘월드컵 개최도시 선진교통문화 정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한국의 도시 대기오염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국

을 방문하여 우리의 교통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일본과 비교했을 때 현격

히 교통문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캠페인이었다(녹색교통운동,

2000).

환경정의시민연대는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대기오염을 시민들이 직접 측정’하는 이 활동은 ‘앞으로 대도

시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었다(환

경정의시민연대, 2001).

월드컵 개막 3개월 전부터 월드컵이 개막되는 5월까지는 “환경 월드컵은 내

차부터”라는 이름의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시민 실천 캠페인’이 진행되었

다(환경정의 웹사이트, 2021.3.27. 검색; 한겨레, 2002.2.19; 한국일보, 2002.2.21.).

시민 참여가 중시되었던 만큼 ‘내 차부터’ 자발적으로 관리하여 대기질을 보전

하자는 취지를 가진,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대기질 개선’ 운동이었다(환경정의

웹사이트, 2021.3.27. 검색). 이는 환경부, 지자체, 언론사, 자동차 산업계와의 협

력 하에, 월드컵 개최 도시에 있는 현대, 기아, 대우, 르노삼성, 쌍용 등 자동차

기업 직영 정비소에서 시민들이 차량 점검과 간단한 정비 서비스를 무료로 받

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다(Ibid.). 점검 차량에는 점검 스티커를 붙였다.

이처럼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커먼즈는 도시 관리 정책과 시민 참여를 통

해 관리 될 수 있다고 추론되었다. 정부는 월드컵 개최 도시 내 버스 교체, 월

드컵 기간 중 자동차 부제 시행 등의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환경단체들은 시민

의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자동차 부제 참여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자동차를 이

용하는 생활양식이 한국 (대)도시에 자리 잡은 이상, 시민은 대기오염의 피해자

이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가해자이므로 대기 커먼즈 관리에서 시민 참여는 중

요한 기제라고 추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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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의 미세먼지 대응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 중 지름이 10μm 이하로 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지름이 10μm 이하이면 PM10, 2.5μm 이하이면

PM2.5이다. 보통 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물질’로

인식되지만(김영욱 외, 2016: 73) 개념상 PM10, PM2.5와 같은 미세먼지는 건강

영향과는 별개로 대기 중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을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

한 것이다. 그래서 입자 크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총 먼지가 많으면 그 중 입

자가 작은 먼지인 미세먼지도 많다. PM10과 PM2.5는 그 성분이나 배출원, 건

강 영향에 따른 구분이 아니지만 각각이 주로 어떤 화학적 구성을 보이는지, 어

떤 배출원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인체에 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현상 연구

를 통해 둘의 차이를 추정할 수 있다(정희정, 2020: 8).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은 화석연료를 투입하여 연소시키는 화력발전소, 내연기관 자동차, 폐기물 소각

과정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먼지는 배출원으로부터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

거나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가스상 물질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된다(환경부, 2007).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동

시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미대촉은 회원수가 1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였다. 미대촉에서 자녀를 둔

30∼40대 여성들은 주도적으로 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과 함께 입

법 과정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미대촉은 미세먼지의 초지역적 확산

문제와 미세먼지로 인한 아동의 건강 피해를 다루며 고유한 방식으로 대기 커

먼즈를 구성한 사례다.

가. 맥락과 상황: 2차 관찰자의 관찰

1) 자동차 도시의 미세먼지: 배출가스 정책과 소송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요 이동 수단인 도시에서 미세먼

지는 일상적으로 대기 중에 부유하는 물질이다. 자동차가 주요 이동 수단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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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196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1995년 이전까지는 총 부유 먼지(지름 50μm 이하, Total

Suspended Particles; TSP)를 측정, 관리해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아니라 자

동차 ‘매연’으로 논의되었다.47) 이후 대기 중 미세먼지(지름 10μm 이하, PM10)

농도에 대한 환경 기준이 마련되면서 미세먼지를 포함해 자동차 배출가스(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허용 기준도 마련된다. 이 배출가스 허용기준

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미세먼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001년 환경부는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경유차는 휘발

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소 시간이 짧아 불완전연소가 많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며,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차이가

없더라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에 비해 다량 배출한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이다. 정부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한 데에는 단순히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능뿐만이 아

니라 외국 경유 승용차의 국내 진입을 막고 국산 경유 승용차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요청도 작용했다(환경정의시민연대, 2003). 그런데 2002년

부터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경유 승용차를 제작하여 수출하려고 하자, 한국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EU 기준에 비해 강하다며 EU 상공회의소의 시장 개방

압력이 가해진다(환경부, 2003: 60). 당시 국내 기준이 EU 기준(유로3)보다 높았

는데(표 8), 한국이 경유 승용차를 수출하려고 하면서도 높은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설정하여 경유 승용차 수입을 막는다는 주장이었다(Ibid.). 현대자동차, 기

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 또한 경유차 수출과 국내 판매를 위해 환경부

에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47) 국내 대기환경법에 따르면,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
질, 매연이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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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종류 국내 EU(EURO-3) 비고

일산화탄소(CO) 0.5 0.64

탄화수소(HC) 0.01 0.06

질소산화물(NOX) 0.02 0.5 25배 강함

미세먼지(PM) 0.01 0.05 5배 강함

자료: 환경부(2003) (단위:g/km)

표 8. 2001년 국내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EU 기준

환경부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국제 통용 수준으로 조정, 즉 완화

하려고 하자 35개의 시민단체들이 ‘경유차 공동대책위원회’를 형성해 경유 승용

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에 반대했다. 곧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주도 하에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환경부,

2002a). 정부 측은 환경부, 산자부, 재경부로, 시민단체 측은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통운동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5개 환경단체로, 기업 측은 자동차 제작사, 정유회사, LP가스회사 등 12개

회사로, 전문가 측은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Ibid.). 기업 측은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시에만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 담당자,

시민단체 구성원, 전문가 등 15명이 민 관 협의체로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

다(Ibid.). 2002년 6월, 정부 기업 시민 공동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발표했다(환경부 환경정의시민연대, 2002). 첫째, 경유

승용차의 차종 분류 기준으로 EU 기준을 채택한다. 둘째, 기존 생산, 수입하던

경유 승용차 3종의 생산, 수입을 계속 허용하되 배출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다른 차종에서 줄임으로써 ‘총량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

다. 셋째, 기존 생산하던 경유 승용차 2종은 생산을 중단하되 EU의 유로3 기준

(NOx 0.39g/km, PM 0.03g/km 등)을 준수하는 시점에서 생산을 재개한다.

합의 결과는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EU 기준(유로3)으로 조정하여

국내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었다. 또 일부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는 경유 승용

차의 배출량 저감 대신 다른 차종의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하여 순배출량은 동

일하게 유지한다는 ‘총량적 접근’을 취했다. 공동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경

운동연합은 이 합의 결과가 ‘특정 차종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의도가 대부분 반영되었다’며 경유 승용차 차종 분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유

승용차 생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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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4). 또 시민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논의의 중심이 ‘정부

기업 시민 공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업계의 시급한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환경부가 시민 환경단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

다고 보았다(Ibid.).

이후 몇 차례의 회의 끝에 정부(환경부, 산업자원부)와 기업(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34개 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 사이 협약이 진행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

회에서는 해당 협약서가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이중 규제라는 점을 근거로

시정을 권고하면서 무산되었고(홍영식 강동균, 2002.9.6.) 2003년, 산업자원부와

자동차 제작사를 제외하고 환경부와 환경단체, 환경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져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합의 내용은 대

기 중 미세먼지 기준 강화,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조정, 경유 중 황함량

기준 강화, 관련 재원 확보 등 법제도가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경유승용차 배

출허용기준을 EU 기준(유로4)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 과도기에는 매연저감장

치(DPF)가 50% 이상 부착되도록 하여 유로3 차량과 유로4 차량을 50:50의 비

율로 판매하거나, DPF를 부착한 유로3 차량 또는 유로4 차량을 판매하는 방안

이 제안되었다(경유차환경위원회, 2003).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2003년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 승용차의 국내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합의안의

내용들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추후 검토하기로 유보되

었고, 유로4 차량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대체되었

다(환경부, 2003). 결과적으로 EU 기준보다 엄격했던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은 완화된 상태로 적용되어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시작되었다.

경유차를 통해 대기 중에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법적 논의로도

이어졌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서울 대기오염 소송이 그것이다. 녹색연합 산하

기구인 환경소송센터(녹색법률센터의 전신)는 2004년부터 시작된 동경 대기오염

소송을 모델로 삼아 서울 대기오염 소송을 준비했다. 동경 대기오염 소송은

1996년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들이 정부(동경도),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

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는 교통 부문, 특히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

으로 다루어졌다.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2002

년 동경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동경도가 도내 18세 이상 모든 천식 환자들의

치료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자동차 회사들도 동경도의

안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되었다(김주희 이두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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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이 소송을 모델로 삼아, 환경소송센터는 서울 지역에 살거나 서울 소

재 직장을 다닌 사람 중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환경소송센터, 2006.10.14.). 23명의 원고가 모집되어 2007년, 대

한민국, 서울시, 7개의 국내 자동차 회사(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 대

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서울 대기오염 소송이다.

서울 대기오염 소송에서 원고는 대한민국과 서울시 정부의 정책 아래 도로가

확장되고 교통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정부가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오염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은 채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였고 특히 디젤 배기미립자(Diesel Exhaust

Particles; DEP)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차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때

문에 호흡기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자신의 몸이 감지한 피해를 증언함으로써 피해 사

실을 인정받고자 했다(김주희 이두갑, 2020).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청구한 내용

은 첫째,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와 이

산화질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청구, 둘째, 원

고들의 피해에 대해 각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등이었다(Ibid.).

피고인 자본-국가는 당시 대기오염 관리 기준과 기술에 합당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서 도로 확충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로는 환경을 고려한 도로 및 교통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고, 자동차 회사들 또한 경유차가 DEP를 생성하기는 하지만 연료 소비량

에 비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물이 적어 사회적 유용성이 존재한다는 점,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최선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국

외에서 유입되는 황사의 영향, 2차적으로 생성되는 대기오염물질 등 자연적, 우

연적 요소들을 강조하며 자동차 배기가스가 서울의 대기오염에 가장 크게 기여

하는 배출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Ibid.). 자본-국가 연합을 상대로 한 서울 대

기오염 소송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2014년

대법원 판결을 거쳐 마무리되었고, 세 차례 모두 원고인 시민들이 패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8년, EU의 유로4 기준이 도입되면서 경유차에 디젤

미립자 여과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DPF)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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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환경 기준을 가진 경유차는 친환경차로 홍보되기 시작했다. 2009년 한국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클린 디젤’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유

차 구입을 격려했다. 이후 경유 승용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경

유차 등록 대수는 2008년 616만 6884대에서 2018년 10월 기준 987만 4149대로,

373만 7265대가 늘어났으며 이 중 87%인 323만 8022대가 승용차 증가분이었다

(김진오, 2018.11.21.).

이처럼 미세먼지는 도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경유 승용차는 다른 종류의 승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많이 배출 또는 2차 생성하는 자동차였다. 경유 승용차의 배기가스 허용기

준을 마련하고자 시민단체, 정부, 연구 기관, 기업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교통 시스템, 특히 경유차의 생산 판매 이용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배출

가스 허용기준이 완화된 채로 경유 승용차가 생산, 판매 되었으며 배출가스 허

용기준이 강화된 뒤로는 ‘클린 디젤’ 정책 시행으로 경유차의 운행 규모 자체가

커졌다. 대기오염 소송에서 정부와 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시민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부하였고, 법원 또한 정부와 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 대기 중 미세먼지 측정과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제

1978년 아황산가스가 처음으로 국가가 측정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된 이

후 1983년,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과 함께 먼지도 국가의 측정 관리 대상

이 되었다. 당시 환경부는 대기 중 먼지 농도를 총먼지(TSP) 농도로 측정했으

나 10㎛이하인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다는 점에서 PM10의 측정

도 필요했다(환경부, 2000). 1995년 PM10 농도에 대한 환경 기준 마련과 함께

PM10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고, 점차 TSP 측정기를 PM10 측정기로 교체하

여 2001년 TSP 농도를 대기환경기준 항목에서 삭제하고 PM10 농도로 대체했

다(Ibid.).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 경보 제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황사 발생이 잦은

봄철이나, 강한 황사가 발생할 때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고농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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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환경부, 2006: 50). 황사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

간 모래와 먼지가 강한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으로, 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과 만주 지역, 중국과 몽골의 접경 지

역에 걸쳐 있는 넓고 건조한 사막 지대(고비사막, 텐겔사막 등)로 알려져 있다.

황사의 발생 빈도나 강도가 클 경우 황사 기간과 비(非)황사 기간의 국내 대기

오염도에 차이가 생긴다(Ibid.). 2002년부터는 강한 황사일 때 황사주의보(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5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또는 황사경보(1시

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1,0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를 발령하는 황

사특보제가 도입되었다(환경부, 2006).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교육부, 행정자치부,

환경부는 시민에게 행동 요령을 전달하거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령 1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0㎍/㎥ 이상이고 그것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황사가 예상될 경우(황사경보)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 금지,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 학생 보호 조치,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 자제, ④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Ibid.: 191). 그 외에도 황사특

보제를 보완하여 예보제도 실시하는 것, 관측소를 확충 보강하는 것, 황사에 포

함된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 중국과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공유하는 것

등이 황사와 그에 포함된 미세먼지에 대한 주요 대응책들로 이야기되었다(Ibid.:

191)

고농도 미세먼지는 황사일을 제외한 시기에도 발생했다. 각 도시별 일평균 미

세먼지 농도가 120㎍/㎥ 이상인 사례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로 다루어지면

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환경부, 2006; 2007; 2008b). 이는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대기 정체와 같은 기상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Ibid.). 황사

일을 제외한 시기, 일상적인 시공간에 존재하는 미세먼지48)에 대한 정부의 대응

책은 대기환경지수(AEI)를 개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개별 대기오

염물질의 농도보다는 AEI와 같은 종합 지수가 대기질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환경부, 2000: 64).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개별적인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만으로는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더욱이 일반 사람들에게 대기오염을 각 오염물질의 농도

만으로 표현할 때 건강상의 영향이나 심각성 여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

48)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TMS(Telemetry system)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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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고 보았다(Ibid.). AEI지수가 전광판을 통해 공개되고(그림 11) 대기오

염물질에 대한 환경 기준도 1991년,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되었다. 1993년

개정된 미세먼지 기준은 연평균 농도 80㎍/㎥, 일평균 농도 150㎍/㎥이하였다.

여전히 대기오염 ‘전광판에서 전달하는 대기 상태가 시민이 체감하는 대기 상태

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조인원, 1996.9.1.) 속에서 2006년, 환경부는 대기환

경지수를 체감오염도 위주로 보완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별 인체 영향을

함께 기술하려는 목적으로 통합대기환경지수(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CAI)를 개발한다(환경부, 2007: 170).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은 1995년 연평

균 80㎍/㎥에서 2007년 50㎍/㎥으로, 24시간평균 150㎍/㎥에서 100㎍/㎥으로 강

화되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017: 26).

이 시기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PM2.5)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한국

에서 CAI 개발 당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PM2.5를 대기환경

지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 CAI에도 PM2.5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PM2.5는 입자 크기, 인체 영향 등이 PM10과 상이하므로 이를 별도로 측정하고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PM2.5 측정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

으로 한 도시대기측정망,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국가배경농도측정망에서 부분

적으로 수행되었다(환경부, 2008b). PM2.5에 대한 환경 기준은 2011년,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으로 설정되었고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각 지자체의 미세먼지 예 경보제가 시행되었다. 미세먼

지 예보제는 서울(2005년)을 시작으로 경기(2007년), 인천(2008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2011년) 등에서 시행되었다. 미세먼지 예보는 CAI에 따라 일평

균 미세먼지 농도가 0∼30㎍/㎥이면 ‘좋음’, 31∼80㎍/㎥이면 ‘보통’, 81∼120㎍/

㎥이면 민감군 영향, 121∼200㎍/㎥이면 ‘나쁨’, 201∼300㎍/㎥이면 ‘매우나쁨’,

301㎍/㎥이상이면 ‘위험’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이루어졌다(환경부, 2012). 미세먼

지 주의보는 1시간 평균 2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미세먼지 경보

는 1시간 평균 3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었다(Ibid.). 황사특

보처럼, 미세먼지 예·경보제에서도 호흡기 환자나 심질환자에게 장시간 실외 활

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민감군 영향’ 등급부터, 모든 사람이 실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위험’ 등급까지 등급별 행동 요령이 공지되었다. 또, 미

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자제, ③ 일반인(중고생 포

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등이 권고되었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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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국가의 관리 대상 물질이 된 이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를 제외하고, 황사와 비(非)황사 기간의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방침은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측정과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에 초점을

두어 왔다. 정부는 연평균, 일평균, 지역평균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 등을 꾸준히 측정·기록하고, 관측소를 늘려 측정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

어 왔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인체 유해성 추정과 그에 따른 환경 기준을 마

련하고, 황사특보제,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시민

들의 적절한 행동을 권고해 왔다.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그 인체 영향

정도를 쉽게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는데, 가령 서울시는 2011년 버스에 부착하

는 ‘맑은 서울 상징기’와 남산타워 조명을 활용하여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면서

버스에 ‘하늘색 깃발’이 달리거나 남산N서울타워에 푸른 등이 켜지면 시민이 안

심하고 운동·산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서울시, 2011.8.10.) 환경부는

2013년,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던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실

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SNS, 지자체 전광판 등으로 알릴 계획을 발

표했다(기획재정부, 2013.6.28.).

3)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와 발생원 찾기

한편에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예·

경보가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미세먼지를 포함해 경유차 배출가스 허

용기준을 얼만큼 완화·강화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미세먼지 예·경

보 등 대기질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려는 여러 방법들이 동

원되고 시민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행동 요령이 공지되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

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각종 정책 시행과 기술 개발 등 ‘최선을 다

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호흡기 질병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부했다. 배출가스 허

용기준에 논란이 있었던 경유 승용차 등록 대수는 점차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2년

디젤 배출가스의 블랙카본을,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게 된

다. 두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정희정, 2020: 21).

‘발암 연료 아닌 착한 연료 디젤 가능하다’는 제목의 신문 사설은 세계보건기구

가 디젤 배출가스를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은 그 ‘조사 환경이 닫힌 공간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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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디젤 엔진이 쏟아내는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일상적인 대기 환경과는 거리

가 멀어’ ‘과도하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디젤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

기준은 강화되어 왔다’고 이야기했다(한겨레, 2012.6.14.). 다만 디젤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은 적은 양이라고 해도 산성비,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킨다는 점과

‘서민용 에너지’인 디젤이 여전히 효용성이 높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디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보다 철저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Ibid.). 경유차 배출가스의 주된 발암 인자는 호흡성

원소탄소(respirable elemental carbon, REC)인데, 이는 매연저감장치(DPF)를

통해 잘 걸러지므로 DPF 기준이 없을 때(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보도도 있었다(김정수, 2012.6.14.). 경유차 배출가스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었지만

그것이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거나 도시 교통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

로는 잘 이어지지 않았다. 2018년 한국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지하

고 경유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경유차 배출가스의 블랙카본이 1군

발암물질이어서가 아니라 또다른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이

었다(권태훈, 2018.11.08.).

자료: 국내 언론 3사(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기사 중 ‘미세먼지’를 표제나 본문에 포함

하는 기사를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에서 2019년 8월 14일 검색하여

재구성

<그림 16> 국내 언론 3사 미세먼지 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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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와 비교하면,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이라는 WHO의 발표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 국내 54개 언론사의 미세먼지 보도

수는 2012년 14,84건에서 2013년 3,98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정희정, 2020).

그 이후에도 꾸준히 미세먼지 보도 수가 증가하여 2019년에는 68,706건이 보도

되었다(Ibid.). 특히 온라인 언론사의 수익이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 발생하기 때

문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 수를 높이는 어뷰징(abusing) 기사들이 대량 생산

되어 왔는데,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기사들, 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조금씩 다르게 하여 조회 수를 높이려는 기사들

이 양산되었다(Ibid.). “미세먼지란? 태아까지 위협 “얕보면 안되겠네∼” 충격!”,

“초미세먼지란? 환경기준 얼마나 초과했나 봤더니…충격!”, “초미세먼지란? “만

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쳐요 충격!” “초미세먼지란? 농도 급증한 원인은…이럴

수가!”(MBN, 2013.11.20.) 등이 그 예이다. 이 기사들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유해

한 물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존재를 충격적이고 공포스

러운 존재로 구성했다.

2013년 이후 미세먼지 보도의 주요한 특징은 ‘중국발(發) 미세먼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미세먼지 보도는 보통 사람들이 중국을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인식

할 만큼 ‘미세먼지=중국발'이라는 프레임을 주로 이용했다(김영욱 외, 2015a;

2015b; 장재연, 2019). 2011년과 2012년 미세먼지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이산화탄소, 황사, 호흡기 등이었다면 2013년과 2014년에는 중국, 수도권이 가장

자주 등장했고 그 이후에도 ’중국, ‘중국발 스모그’는 미세먼지 보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야기되는 단어 중 하나였다(정희정, 2020). ‘중국발 초미세먼지 한반

도 위협…조용한 살인자’(신미이, 2012.1.21.), 미세먼지의 ‘공습’(KBS, 2013.3.21.),

‘중국발 초미세먼지 한반도 습격…모르고 당했다’(김윤미, 2013.5.16.),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윤샘이나, 2013.12.6.) 등 언론 보도들은 미세먼지를 한국 바깥에

서 발생하여 한국으로 이동, 한국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물질로 포착했다. 그리

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으며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의 영향을 받

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한국으로 이동하

는 것으로 보이는 ‘미세먼지 유입 예상 경로’ 영상 및 사진도 보도에 활용했다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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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BC(2013.5.16.)

<그림 17> 미세먼지 유입 예상 경로 보도

‘미세먼지=중국발’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

음으로써 ‘미세먼지=중국발’이라는 공식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정희정,

2020). 2006년과 2007년에 보도된 ‘서울 미세먼지의 주범 車아닌 中오염물질(박

은호, 2006.9.4.)’, ‘미세먼지 주범은 경유차가 아니다’ 등의 기사들에서는 미세먼

지의 주요 배출원이 중국에 있고 국내 자동차, 특히 경유차가 국내 대기질에 영

향을 미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주장에는 신뢰

성 검증이 필요하고, 현재 중국 등 외부 영향을 34%로 배경농도로 설정하여 대

기질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외부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환경부, 2006.9.4.). 그에 비해 2013년 이후 미

세먼지 보도에 대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내용 자체에 대한 대응은 거의

없었다(정희정, 2020). 가령, 한 언론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습격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당국은 경보도 하지 않고 실시간 농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

도하자(김윤미, 2013.5.16.)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논의에는 대응하

지 않고 ‘환경부가 경보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 반박하면서

PM10의 실시간 농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예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국립환경과학원, 2013.5.16.).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 기자 간 논쟁이

2019년부터 점차 등장하긴 했지만(KBS, 2019.1.20.; 선정수, 2020.11.17.; 최우리,

2020.11.17.)49)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틀을 차용하지 않는 기사에는 다수의 악성

49) 선정수(2020.11.17.)는 언론사마다 미세먼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미세먼지는 중국 탓인데 우리 정부는 항의 한 번 못

한다’며 중국책임론을 주장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한겨레, KBS, CBS 등은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은 다양한데 모든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 문제 해결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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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달리는 등(정희정, 2020)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믿음체계가 표출되는 과

정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보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반복

적으로 재생산되었다.

한편, 2016년 5월 환경부는 “요리할 때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요리할 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므로 환기를

하여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환경부, 2016.5.23.).

특히 ‘밀폐된 실험주택의 주방에서 재료 종류별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한 결

과, 고등어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농도가 2,290㎍/㎥를 기록하여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Ibid.). 고등어구이 다음으로는 삼겹살 1,360㎍/㎥, 계란 후라이

1,130㎍/㎥, 볶음밥 183㎍/㎥ 등 순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고, 대부

분의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인 90㎍/㎥을 초과’했으며,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1군 발암물질이라는 점도 함께 보고했다(Ibid.).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가하고, 부서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세먼

지 발생원이나 대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환경부가 고등어

구이를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보도하자 즉각적인 반발과 반

박이 일었다. 이후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

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환경부, 2016.6.6.).

4) 미세먼지 대응 기술과 공간들

2010년을 전후로 미세먼지 측정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개인이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측정기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어 장치가 크고 설치가 복잡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소형 휴대용 측정기는

정밀도와 안정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특허청, 2013). 하지만 미세전자제어

기술(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이 개발되고 전자부품, 센서

등의 초소형화, 모듈화가 이루어지자 정밀도가 높고 처리 속도도 빠른 소형 휴

대용 측정기의 설계가 가능해 졌다(Ibid.). 2010년 이후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의 특허 출원 건수도 증가했다(Ibid.). 저가형 대기질 감지기(low-cost air

sensor)라고도 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작고 가벼우며 광산란방식을 적용하

여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에 비해 보다 짧은 시간(1초∼1분)에 측정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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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8). 가격대는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중고가

형 미세먼지 측정기에 비해 저렴했다(Ibid.).

자료: 변기성(2019.3.12.), 최평천(2019.3.5.)

<그림 18> 휴대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013년부터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로서 사회적 의제가 되자 휴대용 미세먼

지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이정은, 2016.6.13.). 2019년 6월 기준, 국내에 200여 종의 미

세먼지 간이측정기가 판매되고 있을 만큼 시장 규모도 커졌다(환경부, 2019). 특

히 국내 대기질 기준이 WHO 기준보다 느슨하다는 점, 직경 2.5μm 이하의 미

세먼지(PM2.5) 측정기가 없는 기초지자체가 많다는 점, 기상청의 미세먼지 예보

가 잘 맞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주변의 미세먼지 농

도를 직접 측정하고,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사이트

를 찾았다(임현석·최고야, 2016.6.1.).

미세먼지 측정 기술뿐만 아니라 대기 중 미세먼지가 호흡기 및 실내에 유입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기술, 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을

염려하는 살균·세정·의약 기술도 보다 활발하게 등장했다. ‘미세먼지 공포’ 속에

서 먼지 여과 필터 기능을 탑재한 에어컨, 청소기, 제습기, 가습기 등 ‘안티 더

스트(anti-dust)’ 가전제품 시장이 확대되었다(이지은, 2015.5.12.). 마스크, 공기

청정기, 창문 필터, 환기 장치, ‘스타일러’ 등 의류 살균 기계, 손·렌즈·구강 세정

제, 인공눈물, 클렌징 화장품 등은 ‘미세먼지 특수’로 소비량이 급증한 제품들이

다(서진우·이새봄. 2014.2.27.; 김영환, 2015.5.1.).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의 미세먼지 관련 보도 중 17%가 광고성 기사일 만큼 미세먼지 대응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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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각종 제품들은 적극적인 홍보 대상이기도 했다(정희정, 2020)

이렇게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둔

기술들은 각종 공간에도 적용되어 공간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했다.

아파트 건설사들은 실내 환기시스템에는 공기 중 먼지를 여과시켜 노출을 저감

하는 에어필터(air filter), 그 중에서도 0.3㎛ 입경의 입자를 99.97%이상 처리할

수 있어 전자 및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헤파(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필터를 적용하고 아파트 입구에 ‘에어샤워(air shower)’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배정철, 2019.4.24.).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지능형 공기청정 시스템을 개발’

하여 ‘열악한 외부 대기환경에서도 최대한 탑승자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고

자 했다(임세정, 2019.5.26.). 대기오염으로 인해 아동의 야외 놀이가 어려워졌으

므로 실내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들과 함께(김명순, 2018) 미세먼지 위험

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내 놀이터 및 키즈카페(kids cafe)가 인기를 끌

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나쁨’일 때 ‘보통’일 때보다 키즈카페 업종의 일평균 이

용액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수, 2019.3.7.). ‘노더스트족’ 부모는 자

녀와 여가 활동을 할 때 식물원 카페, 산소방 등 맑은 공기를 접할 수 있는 공

간을 방문하거나 아쿠아리움,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 공간을 선택해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노력했다(이세연, 2018.5.29.). 2018년부터는 시흥시, 성

남시, 세종시, 서울시(강남구, 양천구, 도봉구 등) 등 지자체에서 ‘공공형 실내놀

이터’를 열기 시작했다. ‘미세먼지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오늘날 실외

놀이 공간은 위험하며 가정에서도 어린이들이 층간소음 등으로 마음 놓고 뛰지

도 못하고 있으므로 어린이가 마음껏 숨 쉬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시급’했기

때문이다(이준호, 2019.3.11.). ‘미세먼지, 자외선 등으로 어린이가 야외에서 놀

수 있는 날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상업용 실내 놀이터는 이용비용이 커서50) 아

이들이 놀 기회에 불평등이 발생’하므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아이들의 놀 권

리를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했다(편해문, 2017.5.31.).

50) 키즈카페의 2시간 기준 이용료는 대체로 1만 원에서 1만 5천원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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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과 경험

미대촉은 미세먼지를 주제로 2016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다. 한국에서 온

라인 커뮤니티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해 2000년대부터는 일상의 많은 문제들

에 대해 공론하는 장이자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공간 중 하나였

다(류석진 외, 2016). 미대촉 회원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정부’(미대촉, 2018.11.22.)에게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촉구하자는

미세먼지 대응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회원의 약 85%는 30∼40대 부모(미대촉,

2017.8.11.), 특히 ‘대부분이 어린 자녀를 둔 엄마’였다(미대촉, 2018.1.20.). 이들은

스스로를 ‘일반 시민, 한 아이의 엄마’(미대촉, 2017.11.28.). ‘우리 소중한 아이들

의 엄마, 아빠’(미대촉, 2017.7.24.),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부

모’(2016.9.12.; 미대촉, 2017.5.21.) 등으로 지칭했다. 이들에게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다.

1) 미세먼지 수치와 대기 이동: 위험한 대기, 위험한 한국

미대촉 회원들은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이라는 점과 대기 중 미세먼지 측

정치를 관찰하면서 위험한 대기를 경험했다. WHO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

암물질로 지정한 것은 미대촉 회원들에게 대기 중에 암을 유발할 만큼 위험한

물질이 부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질이 ‘세계 180여개 국가

중 173위(OECD국가 최하위)’라는 자료51), ‘거의 매일 가시거리가 나쁘고 뿌연

하늘’을 관찰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고 보게 된다(미대촉,

2016.7.22.; 2019.3.18.). 미세먼지가 많은 대기는 미대촉 회원들에게 ‘숨 쉬기 힘

든’ ‘재난 수준의 환경’이자(미대촉, 2018.4.5.) ‘전국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미대촉, 2019.3.18.).

미대촉 회원들은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를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서 관찰할 수 있었다. 에어코리아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전국 대

기오염도를 공개하는 홈페이지다.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당시 10개의 월드컵

51) 이 자료는 2016년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발표한 환경성과 지수(EPI) 분석 결
과로, 한국의 대기질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나 논설에서 가장 많

이 인용된 자료 중 하나였다(장재연, 20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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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도시 경기장 주변에 측정소를 마련하고 16개 지점에서 아황산가스, 일산화

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의 농도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

이다. 대기 중 오염물질 측정소가 전국에 설치되면서 2005년부터 에어코리아 홈

페이지가 운영되었다. 여기서 지역별 일평균 및 1시간 단위의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미대촉 회원들은 에어코리아에서 공개하는 미세

먼지 수치를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에어코리아 수치를 믿고 싶지만 그러기엔

내 몸이 (미세먼지 농도를 다르게) 감지’한다고 이야기했다(미대촉, 2016.10.23.).

에어코리아에서 공개된 미세먼지 수치가 낮더라도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가

시거리가 나쁘다’고 느낀다(Ibid.) ‘이게(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

미세먼지 같아 불안’하다(미대촉, 2016.7.22) ‘체감하는 대기질과 에어코리아의

수치가 차이가 많게 느껴지니 에어코리아 수치가 조작된 건 아닌지 의심’도 된

다(Ibid.). 이러한 불안과 의심을 해소하고자 미대촉 회원들은 도시대기측정소에

방문하고 환경부 소속 사무관,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미대촉, 2016.10.23.).

위험한 대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져 어디로 이동하는가는 미대촉 회원들의 주

요 관심사였다. 미대촉 회원들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과 배출되는 양, 그 미

세먼지가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자료를 중요하게 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은 한

국의 대기 중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발생한 것이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 중국에서 이동해 온 것이라고 보았다(미대촉, 2016.7.1.). ‘중국은 베이징의

스모그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장의 대부분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

거나 이전 계획 중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2013년부터 본격화한 이 조치

로 인해 이미 1,500여 개의 공장이 허베이성 일대로 이전’되었으며 ‘편서풍 기류

로 인하여 한국은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미대촉,

2017). 미대촉 회원들이 보기에 ‘중국 산동 반도와 허베이 등 중국 내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에서 부는 서풍을 따라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것은 명백

한 사실’이다(미대촉, 2017.10.30.). 미세먼지는 상당부분 ‘중국의 무차별한 공장

가동으로 일어난 인재’다(Ibid.).

미대촉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5.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명백하

게 중국이다. 중국 산동반도와 허베이 등 중국내의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에서 부는 서풍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것은 이미 명

백한 사실입니다. …. 6. 미세먼지는 명백한 인재이다. …. 근 몇년간의 중국

의 무차별한 공장 가동으로 일어난 인재…(미대촉,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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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미대촉 회원들은 국내발이든 중국발이든 모든 미

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미대촉, 2016.7.1.). 그러나 미대촉 회원들이 보

기에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국내발 미세먼지

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책을 세웠다(미대촉, 2016.7.2.; 2018.11.22.). 게다가 국내

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현실적이지 않아 보였다(Ibid.). 예컨대 정부는 경유

차 규제 정책을 펴고,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등어구이 후 환기가 중요하

다는 보도자료를 발간했다. 이에 대해 미대촉 회원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를 너무 안일하게 대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보았다.

현재 정부와 언론은 국내요인 미세먼지만 문제삼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단

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카페는 언급되지 않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

하고, 더불어 국내발 미세먼지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개설되었

습니다(미대촉, 2016.7.2.).

미대촉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으로 고등어, 경유

차가 전부였던 시절, 중국발 문제를 빼놓고 미세먼지 문제를 너무나 안일

하게 대하는 정부의 무관심에 분노한 일부 국민들이 ‘이대로는 숨 쉬다 죽

겠다,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박함에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 진 곳입니다(미대촉, 2018.11.22., 강조는 필자).

WHO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는 ‘위험’한 물질이라 할 수 있

으므로, 일정 양 이상의 미세먼지가 포함된 대기는 ‘위험’했다. 미대촉 회원들은

대기질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는 자료, 에어코리아 등의 미세먼지 측정

치를 찾아보고, 짧은 가시거리, ‘뿌연 하늘’ 등으로 낮은 대기질을 체감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측정되더라도 체감되는 대기질과 다를 때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을 느꼈다. 나아가 중국에서 많은 공장이 가동되

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되고 있으며 공장에서 다량

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한국으로 확산, 이동된다는 자료를 관찰하면서, 그로 인

해 한국이 위험에 처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막대한 양

의 미세발암먼지로 인해 전국에 안전한 곳이 없고’(미대촉, 2019.3.18.) ‘숨 쉬기

힘든’ ‘재난 수준의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미대촉, 2018.4.5.). 2016∼2017



- 117 -

년 미대촉의 집회 포스터는 이처럼 위험한 대기와 위험에 처한 한국을 재현하

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그림 19).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의 이동은 위

험한 대기와 위험에 처한 한국으로 경험되었다.

자료: 미대촉(2016.7.29.; 2017.3.29.; 2017.9.25)

<그림 19> 2016∼2017년 미대촉 집회 포스터

이 같은 관찰과 경험 속에서 미대촉 회원들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한국

의’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중요하게 꼽은 것 중 하나는 ‘국외(중국발) 오염물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미대촉, 2017.5.21.). ‘한

국의 대기오염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

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미대촉, 2017: 5).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미세먼지 모델을 마련’하

고 중국에 항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미대촉, 2017: 10).

2) 미세먼지 기준과 대응: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와 의지

미세먼지 관리는 대기환경기준에 따르기 떄문에 미대촉 회원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 기준을 중요하게 관찰했다. 2017년 당시 PM10에 대한 환경 기

준은 연평균 50㎍/㎥, 24시간 평균 100㎍/㎥ 이하였다(미대촉, 2017). 그리고

PM2.5에 대한 환경 기준은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 이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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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Ibid.).52) 이러한 국내 환경 기준은 WHO의 권고 기준(Air Quality

Guidelines, AQG)과 미국, 일본 등의 환경 기준과 비교되었다(표 10).

구분
PM10 PM2.5

연평균 24시간 평균 연평균 24시간 평균

WHO 권고기준 20 50 10 25

한국 환경기준 50 100 25 50

미국 환경기준* - 150(150) 12(15) 35(35)

일본 환경기준 - 100 15 35

*자료: 미대촉(2017)을 토대로 재구성, 미국 환경 기준에서 괄호 밖 숫자는 민간 취약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차(primary)기준, 괄호 안 숫자는 공공복지(시정, 동물, 건축물,
쾌적한 생활환경)를 보호하기 위한 2차(secondary) 기준이다.

표 9. 미세먼지에 대한 WHO의 권고 기준과 한국·미국·일본의 환경 기준

WHO의 권고 기준은 PM2.5의 경우 연평균 10㎍/㎥, 24시간 평균 25㎍/㎥,

PM10의 경우 연평균 20㎍/㎥, 24시간 평균 50㎍/㎥ 이었다.53) 미국과 일본은

PM2.5에 대하여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을 환경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미대촉, 2017: 4). 그에 비해 국내의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은 WHO

에서 정한 권고 기준의 두 배 이상이고 다른 나라(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

느슨했다(Ibid.). 그러다보니 ‘국제(미국, 일본 등) 환경 기준으로 볼 때 ‘나쁨’에

해당하고, WHO 권고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나쁨’에 해당하여 실외 활동을

자제, 금지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환경 기준으로는 ‘보통’에 해당할

52) PM10에 대한 환경 기준은 2007년에, PM2.5에 대한 환경 기준은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
53) WHO의 권고기준은 공중보건 관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각
국가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국가별 환경기준

과는 차이가 있다(조준목, 2021). 이에 따라 잠정목표(Interim Targets)를 3단계로 설
정하고, 각 잠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더 강화된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는 권고기준에 도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분
PM2.5 PM10

연평균 24시간 평균 연평균 24시간 평균
잠정목표1 35 75 70 160
잠정목표2 25 50 50 100
잠정목표3 15 37.5 30 75

표 10. WHO가 제공한 미세먼지 잠정목표



- 119 -

수 있다.’(미대촉, 2017: 13). ‘한국에서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대기오염 상황이 심각할 때조차 대기질이 ‘보통’이라고 발표되는 일이 허다하

다.’(Ibid.)

미세먼지에 대한 느슨한 환경 기준은 미대촉 회원들이 보기에, 정부가 ‘국민

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

은 것이었다(미대촉, 2017: 4). 환경 기준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

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Ibid.). ‘WHO가 제공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

보면, 기준 수치 이하로 노출되었을 때라도 건강상 유해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미세먼지에 반응하는 정도와 건강상 유해도가 상이하므로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잡고 생활하여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기를 권장한다.’(Ibid.) WHO

의 권고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느슨한 환경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적절

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기준이며, 정부는 그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Ibid.).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

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국가가 정하는 환경 기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부가 세워 놓은 환

경 기준 수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부족으로 비추어집니다(미대촉, 2017:

4).

더불어 미대촉 회원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관찰했다. 이들이

보기에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미대촉, 2017: 14) ‘미세먼지 예·경보 기준 자체도

너무 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어코리아에 발표된 미세먼지 수치는 발표

전 1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 값이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므로,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된 후 최소 3시간 후

에나 시민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Ibid). 경보 발령 기준 권역 또한 넓게 설정

되어 있어서 ‘한 권역 안에 포함된 여러 지역 간의 농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다(Ibid.). 또 미세먼지 예보는 정확도가 ‘63퍼센트에 불과’하며 예보일수도 ‘단

며칠간의 예보일 뿐’이라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미리 일정 등을 계획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미대촉, 2017: 16) 시민(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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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결되어 있는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미대촉 회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

부를 경험했다.

미대촉 회원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 강화를 주장하면서, ‘기준 강화

를 반대하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관찰하게 된다(미대촉, 2019.3.18.).

‘대기질 개선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기준만) 강화 시켜 놓으면 대다

수 국민들이 우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Ibid.). 이에 대하여 미대촉은 ‘미세

먼지 수준이 나쁘면 나쁘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정상이지, 대기질 수준

이 나쁘다는 걸 알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안심시키려고 나쁜걸 보통이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고 반문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 강화를 통한 전국민이 미

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Ibid.).

이후 2018년,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 기준은 기존 연평균 25㎍/㎥, 24

시간 평균 50㎍/㎥에서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WHO 권고 기준보다는 느슨하고 미국, 일본과는 유사한 환경 기준이었다.

이에 대해 미대촉 회원들은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대기 환경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 정부 또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였다

고 판단했다.

2년여의 힘겨운 활동의 노력에 WHO 권고 대기환경기준의 약 2배인 국내 미

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2018년 3월말로 WHO 권고기준에 준하는 선진국 수

준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미대촉, 2018.3.12.).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기준 강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본다면 정부도 일을 하

려는 의지가 보이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미세먼지 대책을 조금씩이라도 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 또한 분명해 지는 계기라 생각합니다(미대촉, 2017.12.26.).

3) 미세먼지 속 자녀와 부모: 취약한 아이들, 절박한 부모

미대촉 회원들은 미세먼지 농도와 함께 자녀, 그리고 부모로서 자신을 관찰했

다. 이들은 자녀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 취약 계층’이라고 보았다(미대촉,

2017: 17). ‘영유아나 성장기 학생들은 폐가 작거나 면역체계가 미숙하여 미세먼

지의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미대촉, 2017.10.30.; 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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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촉 회원들이 자녀가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본 이유는 단지 폐가 작거나

면역체계가 미숙하다는 아동의 일반적인 특징에만 있지 않았다. 미대촉 회원들

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미대촉, 2018.9.29.), ‘미세먼지에 민

감한 자녀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한 회원 817명 중 580명(71%)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날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794명의 응답자 중 256명(32.2%)이 ‘자녀가 미세먼지 민감군(아토피 질환, 결막

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기관지염, 폐 기능 관련)이어서 등원, 등교 후 관련 질

환 발병이 우려되어 사전 예방차원에서 등원, 등교 시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표 11).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질병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도 자녀를 등원·등교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Ibid.). 미대촉 회원들의 상

당수는 자신의 자녀가 피부 및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기에 미세먼지 민감군

혹은 취약군이라고 본 것이다. 미대촉 회원들이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다(미대촉, 2017.8.11.). ‘미세먼지로 우리 아이들

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미대촉, 2016.6.8.).

질문 및 응답 응답 수(비율)

2.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자녀가 있습니까? 817(100%)

자녀 중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자녀가 있다. 580(71%)

자녀 중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자녀가 없다 237(29%)

3. 초미세먼지 40㎍/㎥이상 고농도인 날 부모의 대처에 관
한 질문입니다.

794(100%)

자녀가 초미세먼지 민감군(아토피 질환, 결막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기관지염, 폐 기능 관련 등) 이어서 등원, 등교
후 관련 질환 발병이 우려되어 사전 예방차원에서 보내지
않았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은 인정되지 않아 무

단결석으로 처리되어도 등원, 등교 하지 않았다.)

256(32.2%)

초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기관에 보내지 않고 싶어도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보낸다.

236(29.7%)

자녀가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질환이 없지만, 자녀의 건강을
위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보내지 않았다.

155(19.5%)

표 11. 미대촉 회원 대상 설문 결과(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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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촉은 회원들에게 미대촉은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

이었다(미대촉, 2018.3.12.).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려면 생활 자체가 전

쟁’이다(미대촉, 2017.12.14.).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우면 자녀는 학교에서 약속

이나 한 듯 ’마스크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놀이터에 자녀

가 안 나가면 아이는 불쌍한 아이, 우리(부모)는 나쁜 엄마가 되었다.’(미대촉,

2019.3.25.). ‘자녀가 미세먼지 민감군인 것은 과잉보호한 엄마 때문’이고, 미세먼

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우려하는 자신은 ‘유난스럽고 예민한

부모(‘극성맘’, ‘예민맘’)라는 시선을 받았다(미대촉, 2018.11.6.; 2018.11.22.;

2019.1.5.). 그럼에도 미대촉 회원들은 부모로서 ‘아이들의 폐를 지키기 위해’ ‘절

실’했고(미대촉, 2017.10.30.) ‘나와 나의 아이, 나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

아이들의 숨 쉴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미대촉,

2017.11.28.).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고 관심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보

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미대촉, 2017.10.30.; 2017.11.28.).

미대촉은 2016년 5월 29일, WHO가 2013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

지로부터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미대촉, 2018.3.12., 강조는 필자)

여러분 우리 여기 왜 모여 있나요? 목적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하늘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공기 마시게 해주고 싶은 것이

지요(미대촉, 2018.10.29., 강조는 필자).

아이들 이런 세상에 낳아 미안함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 아

교육 및 보육 기관의 초미세먼지 관리 부재로 자녀의 건강
보호를 신뢰할 수 없어 학교나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홈

스쿨링 또는 가정에서만 양육 하고 있다.

74(9.3%)

교육 및 보육기관의 초미세먼지 관리 부재로 자녀가 좀 더
클 때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을 보살피기 위
해 회사 또는 경제적 활동을 그만뒀다.

50(6.3%)

초미세먼지 40㎍/㎥ 이상인 날 등원, 등교를 해도 자녀가
질병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아 별 걱정 없이 보낸
다.

23(2.9%)

자료: 미대촉(2018.9.29.)의 설문 ‘미세먼지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의 다섯 개 문항 중 2,
3 문항의 응답 결과를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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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미대촉, 2018.11.6.).

미대촉 집회에도 직접 나오셔서 목소리 내어 주세요. …. 내 아이와 내 가족

을 위해 단 하루, 단 몇 시간 투자하세요!(미대촉, 2018.3.27.)

미대촉 회원들에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인지가 중요했다(미대촉, 2017.8.11.).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보육 교육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미대촉, 2016.7.2.). 대기 중 미세먼지 농

도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때까지 ‘대기오염 속에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미대촉, 2018.4.5.) 미세먼지 농도가 높

을 때 ‘우리 집처럼’(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공기질

을 관리해야 자녀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지만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 그러한 대

책은 미흡해 보였다(미대촉, 2017.8.11.).

미세먼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립니다. 갈수록 심해

지는 대기오염 속에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아이

들의 하루생활 80%는 실내에서 머무릅니다. 실내공간의 공기질만 제대로 관

리 해 준다면 미세먼지로부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숨 쉴 권리와 건강

권을 조금이나마 지켜줄 수 있습니다(미대촉, 2018.4.5., 강조는 필자).

저마다 제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우리 집처럼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어디까지 왔나? …. 우리 집

에서 아이를 돌보듯 (미세먼지) 수치가 안 좋으면 외부활동 안 해야 하는

데, 앞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등 교육부 관련 담당자에게 여러 질문을

해주세요(미대촉, 2017.8.11., 강조는 필자).

단기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이런 대기환경에 방치할 수 없다는 간절함에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 있을 때만큼은 공기정화 설비 등을 의존

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미대촉, 2017.5.21.).

미대촉 회원들은 보육 교육 기관 정책으로 중요하게 요구한 것은 크게 고농

도 미세먼지 시 외부활동 자제, 공기정화시설과 환기시설의 설치 및 가동이다.

그 외에도 여러 요구들이 있었지만(예컨대 여름철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교

육 기관에서 창문을 닫고 냉방시설 가동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 요금 수준을

인하할 것, 모든 교육 기관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구비될 것, 실내 체육관 건설



- 124 -

을 의무화할 것, 교육 기관장과 교사 대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할 것, 교육 기관

장과 교사, 교육기관 평가 시 미세먼지 대응 노력을 평가할 것, 교육기관 인근

을 오염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것, 미세먼지 고농도 시 대처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 등)(미대촉, 2017: 17) 미대촉 회원들이 미대촉 게시글을 통

해 논의하고 간담회 등에서 요구한 것은 대체로 이 두 가지–보육 교육기관에

서 고농도 미세먼지 시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과 공기정화 환기 시설을 설치하

고 가동할 것-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자녀가 미세먼지가 많은 위험한 대기에 최

대한 노출되지 않고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호흡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들은 ‘아이들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했

다(미대촉, 2017.1.2.; 2018.4.5.). 또 PM2.5 90㎍/㎥이 2시간 이상 유지될 때 내려

졌던 야외 수업 금지 권고에 대한 기준을 31㎍/㎥이 1시간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Ibid.).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지켜내’ 달라는 것이었다(미대촉, 2017.1.2.).

특히 미대촉 회원들은 학교 공기질과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 토론회에 참여

하고 여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관찰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 공

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2017년 9월 20일)가 김병욱 국회

의원, 한국실내환경학회, 케이웨더의 주최로 열렸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 방안’, ‘학교 미세먼지 저감 방안’, ‘학교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 약 10명의 미대촉 회원들이 참여했다.

미대촉 회원은 지정 토론자 중 하나였다(미대촉, 2017.9.8.; 2017.9.22.). 또 김병

욱 국회의원의 주최,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깨끗한 학교 실내 공기 마련을 위

한 정책 토론회’(2018년 2월 20일)에서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설비 등 효율성

평가결과 발표’,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유지 관리 기준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

(미대촉, 2018.2.13.). 미대촉 회원은 이 토론회의 지정 토론자 중 하나였다

(Ibid.).

이 같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실에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복합 설치하면 (실내) 미세먼지(농도)를 최대 70%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미대

촉, 2018.4.5.)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는 자녀가 보육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동

안 안전하게 호흡하게 해 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

장치를 부모가 구매하여 자녀의 학급에 제공하려 해도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 타 학급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한이 있었다

(미대촉, 2017.5.10.). 따라서 부모들은 공기청정기 및 환기시설과 같은 보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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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보육 교육 기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

야’한다고 보았다.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학교 공기질 관련 토론회 발표내용에 따르면 교실에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를 복합설치하면 미세먼지를 최대 70%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공기정화시설의 효율성이 입증된 이상, 학교에 공기

정화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최

소한의 보호 장치인 공기정화장치를 제대로 갖춰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

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미대촉, 2018.4.5.).

오늘의 민원처는 각 지역 교육청 및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입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를 가진 학생의 건강보조 수단으로

공기 청정기 지정…. 현재 김영란법이나 타학급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어

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사비로 공기청정기를 넣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

습니다. 아이가 심한 질환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를 씌

어서 보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건강보조 수단으로 지정된다면 이야기는 달

라집니다(미대촉, 2017.5.10.).

미대촉 회원들은 교육기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서명 운동’을 하면서 교육기관

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2017년 환

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위원 외 15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의 입법이 예고되었다(국회입법예고, 2021년 10월 16일 검색). 주요 내용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취약계

층 이용시설 등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Ibid.). 미대촉 회원들에게

취약계층은 ‘아이들’이므로 보육 교육기관의 공기정화시설 및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이 법안에 찬성했다(미대촉, 2017.2.26.) 또 2018년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들여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급마다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

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먼저 ‘경기도내 학교에 공기

정화장치(환기시스템)를 설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미대촉, 2018.12.5.).

그리고 2019년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다(미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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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1.). 이러한 과정에서 미대촉 회원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자문위원회’ 회의의 위원으로 참석하거나(미대촉, 2018.6.6.)

학교보건법 개정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 공청회인 ‘미세먼

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2019년 3월 28일)에서 ‘학생과 학부

모가 원하는 학교 미세먼지 정책의 바람직한 실행방안’ 등을 발표했다(미대촉,

2019.3.21.).

토론회 등의 자리에서 미대촉 회원들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보게 된다. ‘학급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이 미비하므로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거나, 지금과 같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면 (각종 부수효과로 인해) ‘훗날 나라를 망치는 일로 기억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미대촉, 2018.6.6.).54) 이에 대해 미대촉은 ‘지금까지 아이들만을 위해

발로 뛰어’왔으며 공기정화장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Ibid.).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요구는 ‘오로

지 엄마와 아빠, 우리 부모들의 간절함에서 나올 수 있었던 요구’다(미대촉,

2017.5.21.).

지난해까지 어떠한 환경단체나 정부부처도 아이들이 머무는 기관에서 공기정

화기 설비를 의무화하려는 미세먼지대책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엄마와 아빠,

우리 부모들의 간절함이 모여 있는 이곳 미대촉이기에 나올 수 있었던 요구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미대촉, 2017.5.21.).

54)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 반대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2018.4.23.). ①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공기정화장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면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기의 상황에 따라 학교 공기질이 실제
어떠한지에 관한 과학적 측정 데이터, 둘째,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저감 효과의 과

학적 검증, 셋째,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어떤 예산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
리 매뉴얼이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조건이 미비하다. ②적절한

검토 없이 설치한 공기정화장치는 오히려 곰팡이 및 유해 세균, 바이러스의 번식으로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③적절한 검토 없이 설치

한 공기정화장치는 몇 년 이내 막대한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어 낼 뿐이다. ④환경
공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가들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교실에서 발생하

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한다. ⑤일괄적인 공기정화
장치 설치보다는 학교와 교실의 여건을 꼼꼼히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마련

해야 한다. ⑥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자동차 중심
의 교통 문화를 전환하는 등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민원인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정책 및 공약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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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정실(2019.4.15.), 김서광(2018.4.18.)

<그림 20> 미대촉 집회에서 부모와 자녀

다. 추론

1)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국가의 의무 미이행

미대촉 회원들에게 대기 커먼즈는 우리나라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대기다. 국

민은 대기를 향유하며 안전하고 마음껏 숨 쉴 권리가 있다. 미대촉 회원들은 이

러한 국민의 대기에 타국의 먼지가 이동해 오면서 국민이 마음껏 숨 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보았다. 중국에서 ‘무차별한 공장 가동’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중

국 내의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의 미세먼지가 서풍을 따라 이동할 때 지리적으

로 중국의 동쪽에 위치한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다는 것이다(미대촉,

2017.10.30.). 또 타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

것이 어디에서 발생했든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관리할 환경 기준이 지나치게 느

슨하여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예 경보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 이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미흡하게

설정되어 있어 적절한 관리와 예경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민이

마음껏 숨 쉴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권리 침해로 인한 주요

피해자는 미세먼지 민감군 혹은 취약계층인 ’아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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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촉 회원들이 보기에, 국외/국내발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고 국민이 안전하게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국가는

국민의 국가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미대촉, 2017).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

인인 국외(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연구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

고, 이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는데도 중국에 항의하지 못했으며, 중국 공장에

집진기를 설치하거나 그것을 강제하는 등의 노력도 미흡했다(Ibid.). 또 한국 정

부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WHO의 권고기준에 비해 2배 이상 완화된 환경 기준

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어려운 수준의 미세먼지 예 경보 시

스템과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Ibid.). 특히 교육 당국은 취약계층인 아이들

이 생활하는 보육 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

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

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로 인해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아이들도 미세먼지의 위험에 방치되었다. 대기 커먼즈

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것은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

문이라는 추론이다.

2) 대기 커먼즈의 구성: 국가의 의무 이행

미대촉 회원들은 국가를 경계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고, 국민의 것을 신탁

관리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대기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국민이 국가를 호출하고 국가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미

대촉 회원들의 요구가 법과 정책에 집중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

가가 작동하는 것이 대기 커먼즈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에 핵심적이라고 보

았기 때문이다.

‘민원’은 미대촉 회원들이 국가를 호출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다. 미대촉 회원들

은 민원의 대상이 될 정부 부처 및 기관, 민원 내용과 방식 등을 공유하면서 민

원 활동을 했다. 주기적으로 ‘민원데이’를 정하여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었다(미

대촉, 2017.3.8.; 2017.4.19.;. 2017.5.3.; 2017.5.10)잦은 민원에 ‘진상 민원인으로 낙

인찍혀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이 미대촉 회원의) 전화를 피하는’ 상황을 겪기

도 했다(미대촉, 2019.1.5.). 그럼에도 민원은 정부가 ‘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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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주기에 ‘미대촉 최대 저력’으로 여겨졌다(미대촉, 2018.11.22.). 그리고 ‘민원

인 한 명은 나약하지만 뭉치고 힘을 모으면 잘못된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

았기에(2018.03.27.) 많은 이들이 민원 활동을 하기를 독려했다. 민원은 미대촉

회원들이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당한 요구 방식이었다.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정책 관련자들은 움직입니다(미대촉, 2018.3.27., 강조

는 필자).

환경부 담당자분들과 말씀 나누다 보면 … ‘미대촉 민원이 동력이 되어 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현장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게 된데

요. 미대촉 최대 저력, 여러분의 민원!(미대촉, 2018.11.22.)

‘관계 부처(공무원)와의 면담’과 간담회, 정책 토론회 참여는 미대촉 회원들이

국가를 호출하는 ‘실질적인’ 방식이었다(미대촉, 2016.7.22.). 미대촉 회원들은 환

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나 국회의원, 교육감 등과 면담 자리를 갖기도 하

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환경부 미세먼지대책 담

당 사무관, 교육부 미세먼지대책 담당 사무관 등을 초청하여 ‘미세먼지 대책 현

황점검 간담회’(2017년 8월 17일).를 개최하기도 했다(미대촉, 2017.8.11.). 특히

정책이나 법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간담회나 토론회에 적극적으

로 참여했는데, 이러한 참여를 법 개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미대촉 회원들은 이러한 면

담과 간담회를 통해 ‘정치인과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미대촉 회원들의 민원 내용

과 바람들을 제발 뼈아프게 듣기를’ 바랐다(미대촉, 2017.8.18.; 2017.09.22.).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우리가 미대촉 카페를 넘어 ‘국민’으로라도 꼭 참여

해야 하는 이유…. 너무도 소중한 정책이나 법안, 시행령 개정 등에 필요한

간담회나 공청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디선가는 개최되고 있다는데 있습

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들은 ‘어떤 법안이 발의되면 공표(시행) 전

3-6개월 내 00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법이

시행...’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대부분 위에서 말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형식으로 수렴됩니다.

…. 우리가 참가를 안 한다면, 우리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마저 놓친

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국민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마저 우리국

민 스스로가 버린 것일 수 있어서…(미대촉,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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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혹은 간담회는 정책이나 제도에 미대촉 회원들의 요구를 훨씬 더 빠르

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여겨졌다. 미대촉 회원들은 면담

과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치인과 부처 당국자가 미대촉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미대촉, 2017.8.18.) 민원 활동을 해도 느끼지 못하던

변화를 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교육감 등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

했다(미대촉, 2016.7.22.).

미대촉 회원들이 보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교육기관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미대촉의 주요 성과였다. ‘꾸준한 민원과

활동, 환경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 기준 강화를 이끌어’

내었고(미대촉, 2017.12.26.; 2018.12.5.) ‘적극적인 민원릴레이와 각종 기사 댓글

홍보, 경기도 교육청과의 회의 및 설득 등을 통해 경기도내 학교에 공기정화장

치(환기시스템)를 설치’를 이끌어냈다(미대촉, 2018.12.5.).

.

여러 분들의 꾸준한 민원과 활동의 노력으로 카페 설립 후 2년도 안 되었지

만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기준 강화를 이끌어 낸 것(미대촉, 2017.12.26.)

미대촉이 또 한 번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내 학교에 공기정화

장치(환기시스템)를 설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미대촉 경기팀이 수

십번의 회의와 설득을 통해 이끌어 냈지만 미대촉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민원

릴레이와 각 종 기사 댓글 홍보도 큰 힘이 되었을거에요!! 경기도지사나 경기

도교육감이 자발적으로 해준거 아니고 우리 미대촉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에요!(미대촉, 2018.12.5., 강조는 필자)

미대촉 회원들은 국가를 경계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고 대기 커먼즈에 대하

여 국민이 갖는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그러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추론했다. 이에 미대촉 회원들은 국민으로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 공무

원과의 면담, 법 정책 관련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를 지속적으

로 호출하였으며, 끊임없이 국가에 의무 이행을 요구한 결과 실질적인 법 정책

변화가 가능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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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 행동

한국에서 청년 기후 운동은 201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많은 청년

기후 운동 집단들은 스스로가 ‘청년(youth)’이라는 점과 ‘기후 행동(climate

action)’에 대한 강조를 핵심적인 두 축으로 삼았다. 그런 집단 중 하나가 ‘청

(소)년기후행동(Youth Climate Action)’(이하 청기행)이다. 2010년대 후반 한국

에서, 스스로를 ‘기후 행동을 하는 청년’으로 바라본 청기행은 특정한 관찰과 경

험, 추론을 통해 고유의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다.

가. 맥락과 상황: 2차 관찰자의 관찰

1) 대기 중 탄소와 기후변화 과학을 둘러싼 공방

화석연료를 이용하기 전까지 인간은 태양 에너지가 동식물 등 유기체(탄소화

합물)에 축적되는 속도, 바람이나 물 에너지로 변환되는 속도에 의존해야 했다

(Mitchell, 2011: 30-34). 에너지 생산 속도는 작물의 광합성 속도, 동물의 수명,

목초지나 산림이 회복되는 속도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땅에 묻힌 고농축 태양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를 이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에너지 생산은 탄소 순환 속

도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Ibid.). 석탄과 석유는 나무나 해양 유기물

이 습윤하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부패하면서 방대한 양의 에너지가 고체와

액체 형태로 퇴적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 1리터가 만들어지려면 전구체인

고대 해양 생물이 25톤가량 필요하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이용은 에너

지 생산에 요구되었던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

지의 이동 또한 자유롭게 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Ibid.).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산업혁명 시기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경향

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IEA, 2017). 1800년대 후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었던 데에 비해 2010년대 중반의 배출량은 30

기가톤(300억 톤) 이상이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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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EA (2017)

<그림 21> 1870∼2014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Keeling & Whorf (2005)

<그림 22> 1950∼2000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화석연료의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수억 톤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작용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 가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없었

을 것이다. 앞선 사례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기 중 중금속, 황산화물, 질소산화

물 등이 눈이나 호흡기 점막, 피부 등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면, 그와 달리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로서 기능했

다.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반사하여 지구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1896년 아레니우스(Svante Arrenius)는 대기 중 탄산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기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

이론을 제기했다(Arrenius, 1896). 그는 대기 중 탄산가스가 2배 증가하면 지구

기온이 5℃가량 오를 수 있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지구 기온이 상승할 만큼 대

기 중 탄산가스가 증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Ibid.). 그에 비해 최근 IPCC(2021) 보고에 따르면, 산업화 시기 이전(1850∼

1900) 280ppm이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9년 410ppm으로 증가하였

고 2011∼2020년 사이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09℃ 상승했다. 그

리고 기존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지하면 2021∼2040년에는 산업화 이

전 시기보다 1.5℃ 상승할 것으로, 세기말(2081∼2100)에는 1.0∼5.7℃까지 상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IPCC, 2021). 현재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

범”이자 “악명 높은 온실가스”로 여겨지고 있다.55)

55) “악명 높은 온실가스(notorious greenhouse gas)”는 이산화탄소를 수식하는 관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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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효과에 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어왔다(Callendar, 1938; Kuiper,

1952; Plass, 1956)56) 특히 1950년대 후반 하와이의 마우나로아(Mauna Loa,

Hawaii)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이래 ‘킬링 곡선(the Keeling

Curve)’이라는 이름으로 이산화탄소 농도의 체계적인 상승이 확인되었다(그림

22).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들은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 보고서 성장
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와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 우리 공동

의 미래(Our Common Future) 등에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서 지구온난화가 논의되자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의 요구도 증가했다. 1974년 유엔이 하부 기관으로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를 설립하고, 세계기상

기구, 유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국

제과학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에 주력했다. 1988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프로그램은 기후변화

가 미칠 지구적 위험 평가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라는 과학자 집단을 구성

했다. IPCC의 첫 평가보고서(1990)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는 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IPCC, 1990)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같은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로서 기능한다는 연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도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 온실가스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의 기후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

다. 기후변화 회의론 및 반대론57)은 성장의 한계 발간 이후 1980년대 활발하

어구로 논문, 에세이, 칼럼, 뉴스보도 등에서 빈번하게 활용된다.
56) 1784∼2014년까지 온실효과 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연구들의

목록은 다음 링크에 정리되어 있다. https://history.aip.org/climate/bibdate.htm
57) 오닐과 보이코프(O’Neill, & Boykoff, 2010)는 기후과학과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이들을 기후변화 부정론자(Climate denier), 회의론자(skeptic),

반대론자(contrarian) 중 하나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묶는 방식을 비판한다. 다양
한 관점을 살피는 대신,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를 양극화하고 기후변화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만들기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기후변화 회의론 및 반대
론의 입장을 (a)부터 (e)까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각각이 단일한 입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https://history.aip.org/climate/bibd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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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통되었고 특히 1990년 IPCC 1차 보고서 발간과 1992년 리우회의를 거치면

서 보다 증폭되었다. 기후변화 회의론 및 반대론에는 (a) 기후가 그간 주기적으

로 변동되어 왔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는 입장,

(b)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에 있지 않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

(c) 유례없는 온난화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입장, (d) 기후변화에

대한 차등적 대응에 반대하는 입장, 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책임을 골고루 나

누어야 한다고 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공동의, 그러나 차

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UN, 1992)”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 (e) 기후변화의 조기 대응에 반대하는 입장, 즉 예방을 포함한

조기 대응은 그 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용이 커서 현실성이 없으므로 기후변

화 적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있다(김남수, 2013). 이러한 입장들은 다

큐멘터리 <지구온난화 대사기극(Great Global Warming Swindle)>(2007), 이를

기반으로 한 단행본 지구온난화에 속지마라: 과학과 역사를 통해 파헤친 1,500

년 기후 변동주기론(Unstoppable Global Warming: Every 1,500 Years)(Singer
& Avery, 2008),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는 쿨잇: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지구온난화 충격 보고(Cool It: 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s Guide to Global Warming)(Lomborg, 2007) 등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기후변화 회의론 및 반대론은 단지 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는 각국 정부,

기업, 단체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온 바 있다. 예컨대

1997년 미국 상원은 주요 개도국을 포함하지 않는 기후변화 협정에 미국이 참

여하면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이유로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한국 등 (당

시) 주요 개도국이 포함되지 않는 국제협약 비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바이드-

하겔 결의안(Byrd-Hagel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이후 IPCC 2차 보고서

(1995)를 채택한 교토의정서(1997)로부터 2001년 미국이 탈퇴 의사를 밝혔으

며58), 미국 상원 의원의 일부는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

하여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상 오염물질이 아니므로 온실가스

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이혜경, 2017). 또 2015년 미국의 공화당 상

58) 이후 2012년 캐나다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고,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정된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년)에는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 등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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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환경위원장은 워싱턴DC의 추위를 근거로 하여 “2014년이 기후변화로 인

해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였다”는 NASA와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주장을 반박하였고 지구온난화는 “미국인에

게 가해진 가장 큰 사기”라고 주장했다(Woolf, 2015.2.25.). 이후 IPCC 5차 보고

서(2014)를 채택한 파리협정(2015)에 대하여, 석유, 가스, 석탄 산업계로부터 천

만 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22명이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대통령에게 요구하였으며 2017년 미국 정부는 파

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McCarthy, 2017.6.1.).59)

한편, IPCC는 점점 확실성을 띤 용어로 기후변화를 보고했다. IPCC 4차 보고

서(2007)는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IPCC 5차 보고서(2013)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확실하며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지구 기온 상승 정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

하여 2℃ 이내로 안정화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채택한 파리협정(2015)

에 195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오르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부여하자는데 합의

했다. 이후 IPCC의 1.5℃ 특별보고서(2018)는 1.5℃ 시나리오와 2℃ 시나리오를

비교 제시하면서 ‘2℃ 억제로는 파국을 막기 어렵다’고 발표하였으며,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면 2030∼2052년 중에 지구 기온 상승 폭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6차 보고서(2021)는 그 시기를 2021∼2040년

중으로 앞당겨 보고했다.

2) 한국의 기후 침묵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보고들(환경부, 2008a; Pew Research Center, 2019)은 실제 한국이 ‘기후 침묵’

이라 불릴 만큼 제도적 논의나 언론 보도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기후 운동도 부재했다는 진단(윤순진, 2016; 박선아,

2017; 김현우, 2020)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박희제와 허주영

(2012)은 한국인의 기후변화 인식을 다룬 국내외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문항

59) 대다수의 미국인은 지구온난화 현상을 부정하지 않고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는 과학

적 합의를 받아들이고 있다(Leiserowitz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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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혹은 하나의 문항에 내재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무시한 채 그것을 측정

해 왔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지나치게 옹호론적인 태도로 보고

해 왔다고 본다. 전국 성인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조사>(2011)의 기후변화 관련 문항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기후변화 현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기후변화가 인간 활

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수용하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60%가 ‘기후는 늘 변

해왔고 인간은 이에 적응할 것이다’라는 문장에 동의하면서 과학기술 및 정책을

통해 적응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응답자가 52.8%가 ‘기후변

화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산업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문항에 동의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산업 규제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Ibid.). 또한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이슈에 대한 우려가 크더라도 환경 보호

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 또는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약 1/3이라는 점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고(박

희제, 2011: 183)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질문한

2010년 BBC 국제 비교조사에서 ‘향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 한국인은 45%로, 조사 대상 21개국 중 가장 높았다(박희제, 허주영, 2012 재

인용: 85).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기후 침묵은 상당수의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 또는 적극적 대응에 반대하는 입장, 특히 인간의 적응 및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60)

하지만 한국의 기후 침묵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보적 태도, 이에 따른 행

동 및 행동 의지의 부재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2012년 미국 뉴욕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Sandy) 이후 뉴욕의 해안가 지역인 오크우드 비치(Oakwood

Beach)에서는 기후변화의 존재나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

지 않고도, 기후변화에 포함된 수많은 쟁점을 회피하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빈

번해지거나 심화될 범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Koslov, 2017). 기후변화에 대한 인정과 논의 점을 모두 덮어둔 채 기후변화

영향을 해결하려는 ‘불가지론적 적응(Agnostic Adaptation)’ 행동은 기후변화를

60) 김남수(2013: 70)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보는 ‘영향 회

의론’에 가까운 태도가 한국인에게서 나타나긴 하지만 많은 한국인이 기후변화에 보
이는 태도를 설명하긴 어렵다. 그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을 낙관하면서 산업 활동 제한보다는 과학기술과 정책 시행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해법 회의론’이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기후변화 인식 및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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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권력관계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대응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순

하고 쉬운 해결책-오크우드 비치 사례에서는 이주와 보상이라는 해결책-을 제

시함으로써 기후 침묵과 공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 침묵을 강화시켰다

(Ibid.). 기후 침묵은 기후변화 대응을 미뤄두거나 대응 행동이 부재하지 않더라

도, 기후변화를 둘러싼 토론이나 논쟁이 사라진 상태, 혹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

다고 보거나 그것과 무관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태도가 만연한 상

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어왔음에도

기후 침묵 상태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한국에서는 1998년 국무총리실에 기후변화

대응대책팀이 구성되었다. 기후변화 제1차 종합대책(1999∼2001)을 시작으로 4

차 종합대책(2008∼2012)까지 수립되었다.61) 2000년대 후반,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공공투자를 진행한다는 그린뉴딜

(Green New Deal) 담론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기 시작하였는데(NEF,

2008; GEF, 2009; UNEP, 2009; Robins et al., 2009) 이때 한국 정부도 같은 맥

락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9년 녹색성장위

원회가 출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이 제정되었다. 녹색성장 5

개년 계획(2009∼2013)도 수립되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책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9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처음 설정하게 되는데 당시 목표

는 2020년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하는 것이었

다(지식경제부, 2009.11.17.). 당시 2020년 BAU가 776.1백만 톤으로 추정되었으

므로 감축 목표치는 그보다 30% 낮은 543.0백만 톤이었다. 이를 위해 전기차나

61)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은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비한 논리 개발, 자발적 협

약, 대체에너지 개발, 하수 처리율 제고 등의 17개 과제와,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ESCO) 지원,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등 111개 세부 실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은 a)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개발 촉진, b) 온실가스 감축 대책 강화, c) 국민참여 및 협력유도 등 3대 부문으로

계획되었다.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2007년)은 a)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구
축, b)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d)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협상 대응 논리 개발,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기술 D/B, 기후변화 관련 교육·홍보, 교토 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등, b)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는 에너지(에너지 절약 사업 확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소 개설 등), 건물,

수송, 임업, 농축산, 폐기물 부문의 사업들, c) 적응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수집, 한반도 기후변화 분석, 기후변화 모니터링, 생태계 및 건강 관련 연구사업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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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차를 보급하는 방안,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

었으며, 이 외에도 탄소 포인트 제도(2009), 탄소 캐쉬백(2009),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2010),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2015)62) 등이 도입되었다. 꾸준한

계획 수립과 정책 도입에도 2019년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699.5백만

톤, 648.6백만 톤으로 잠정 추계되면서(환경부, 2021.6.8.) 달성 목표였던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와는 요원해졌으며, 1990년 292.2백만 톤부터 2019년

699.5백만 톤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였다(표 12).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배

출량
292.2 315.5 343.5 378.7 403.7 433.9 470.5 502.1 431.5 469.5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배

출량
502.9 516.1 538.6 549.0 557.3 560.9 567.3 580.8 593.9 598.0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배

출량
656.3 684.9 688.3 697.4 691.9 692.5 693.5 709.8 727.6

699.5

(잠정)

단위: 백만톤COeq(Carbon dioxide equivalent, 이산화탄소 환산톤).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
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
에 따라 주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 환경부(2021.6.8.)

표 12.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1990∼2019)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기후변화 관련 논의는

더 격렬해지거나 첨예해지는 대신 갈등을 가능한 한 우회한 채 긍정의 레토릭

으로 구성되었다(김수진, 2021). 가령 기존처럼 경제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62) 탄소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넘기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11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시
행한다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

개 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이 이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국제적 추

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강훈상, 2011.2.7.). 정부는 본
격적인 시행을 연기하여 2015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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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전제하에 BAU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절대량의 감축에 대해서는 논

의하지 않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지식경제부, 2009.11.17.). 또 각종 기후변화 대응 계획

과 정책의 효과와는 무관하게 계획 수립을 했는지 여부, 정책 이행을 했는지 여

부만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했다(김수진, 2021). 그 결과 부처별 과제 이행실적이

2014년 92.8%, 2015년 98.1%로 대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해당 과제

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Ibid.). 또 전기차나 연료전지차 보급, 에너지 고효율 제품 확대, 재생가능에너

지 확대 등이 곧바로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고통, 논쟁이 따르더라도 화석연료 소비

감축에 대해 보다 활발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린뉴딜을 표방한 각국의

정책들이 그러했듯이(Dorman, 2020),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맞닥뜨려야 할 갈

등과 고통을 최대한 우회하면서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 투자처와 그

편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정책, 제도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

적으로 수립 및 이행되어왔으며 한국인의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세계

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으나(환경부, 2008a; Pew Research

Center, 2019) 산업 규제에 대한 반대 내지 유보적 태도,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

과 일자리를 유지·보호한다는 전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기후변

화 적응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태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고통

보다는 녹색투자의 편익에 초점을 둔 논의들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기후 운동: 블로카디아와 기후정의 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저항 운동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기후변화 대응

을 촉구하는 캠페인 이상으로, 극심한 충돌과 긴장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1990

년대부터 단지 지역민의 건강과 생계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태울 수 없는 연료(unburnable fuels)’63) 즉 화석연료를 더이상 채취·연소하

지 말라고 주장하는 저항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다(Carey, 2017.11.16.).

63)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법적으로든 비용 면에서든 기존의 규모와 방식대로 화석연료

를 태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McKibben,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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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채취·운송·연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체포나 죽

음을 무릅쓴 보통 사람들의 시위와 저항 행동들이 일어나는 곳, 충돌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곳을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블로카디아

(Blockadia)’라고 부른다(Klein, 2014: 417-418).64)

블로카디아에서 제기되는 ‘탄소를 땅속에 그냥 두라(keep the carbon in the

ground)’는 주장은 1990년대 나이지리아의 석유 채취를 저지하는 오고니 족의

저항 운동(The nonviolent Movement for the Survival of the Ogoni People;

MOSOP)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출발점을 찾아볼 수 있다(Klein, 2014). 나이지

리아의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은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으로, 약

50만 명의 오고니 족이 거주한다. 석유 개발사인 쉘 사는 1958년 니제르 델타

지역의 오고니 섬(Ogoniland)에서 석유를 발견한 이후 100개 이상의 유정을 개

발했다. 쉘(Shell) 사, 셰브론(Chevron) 사,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 등이 석

유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고니 족의 생존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저항 운동이

발생했으며, 그 충돌은 매우 거세어 수많은 사람이 처벌, 투옥, 암살 되었다

(Corby, 2011.3.11.).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운송하는 과정은 많은 충돌과 저항을 동반했다.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 도달하기 힘든 화석연료에 도달하려는 열망 속에서 부유식

LNG 공장, 오일 샌드(oil sand) 개발, 셰일층에 매장된 가스 포집 등 화석연료

개발, 생산, 운송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된다(Klein, 2014; Sachs, 2015).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예컨대 송유관, 철도, 수출 터미널

등)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시위와

저항이 일었으며 그 빈도 또한 증가했다. 클라인이 ‘블로카디아’라고 부른 지대

는 이런 곳이다.

TC에너지(前 트랜스 캐나다) 사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Keystone

XL Pipeline Project)에 대한 저항이 대표적인 예다. 캐나다 앨버타 주에 오일

샌드(일명 타르 샌드)를 개발하려면 이를 운송할 새로운 송유관 네트워크 전체

를 구축해야 하는데,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이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미국 몬타나 주, 사우스 다코타 주, 네브라스카 주, 켄사스 주,

오클라호마 주를 경유하여 텍사스 주까지 1,897㎞를 연결하는 초대형 송유관 연

장 프로젝트다. 앨버타 주의 오일 샌드에서 멕시코 만의 정제 공장으로 원유를

운반하여 세계 시장에 팔기 위한 목적이었다. 송유관이 완성되면 하루 약 83만

64) 블로카디아 지도 https://www.occupy.com/tags/blockadia

https://www.occupy.com/tags/blocka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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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Denchak, 2021.1.20.). 2008년

미국 정부가 사업을 허가한 직후부터 10여 년간 이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운

동이 계속되었으며65)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탄소를 땅속에 그냥 두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기후정의(climate justice)와 기후부채(climate debt) 담론도 형성되었다.

각각은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 생태부채(ecological debt) 개념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기업 감시 단체인 코퍼레이트워치(Corporate Watch)가 1999

년 기후악당 대 기후정의(Greenhouse Gansters vs. Climate Justice)를 펴낸

것이 기후정의 담론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홍덕화, 2020: 9)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감지되고 이 곳의 저개발국

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기후변화를

정의(justice)와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틀이 발전했다(Cox, 2006: 402-404).

2000년 UNFCCC 제6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와 별도로, 각

국 정부가 다루지 않는 주요 쟁점을 부각시키려는 대안 포럼인 기후정의정상회

의(Climate Justice Summit)가 열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수천 개의 시민단체와 기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UNFCCC와 병

행하면서 국제 NGO나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회의는 이후 2002년 인도네시아

의 발리, 인도의 뉴델리, 2004년 남아프리아공화국의 더반, 2010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도 열렸다.

특히 발리에서는 기후변화를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한 선언인 ‘발리 기

후정의 원칙(Bali Principles of Climate Justice)’이 발표되었다.66) 이 선언은 ‘기

후변화가 주로 산업화된 국가와 초국적 기업에 의해 야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를 초래하는 행위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과

UN대량학살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Genocide)의 위반’이라는 점,

‘도서국가, 여성, 청년, 연안 지역민, 토착민, 어부, 가난한 사람들, 노인 등이 기

후변화의 영향을 차별적으로 체감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과정

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지속불가능한

65)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추진되거나 보류되어 오다가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이 취임과 동시에 사업 승인을 철회했다. 2021년 현재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TC

에너지 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슬기, 2021.7.6.).
66) ‘발리 기후정의 원칙’은 1991년 유색인 환경정의 리더십 정상회의(People of Color

Environmental Justice Leadership Summit)의 ‘환경정의 원칙(Environmental Justice

Principles)을 적용한 것이다. 원문은 http://www.ejnet.org/ej/bali.pdf 링크 참조.

http://www.ejnet.org/ej/bal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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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주로 북반구에서, 그리고 남반구의 엘리트 계층에서 나타나는데 그 영향

은 남반구(그리고 북반구에 존재하는 “남반구”)에 파괴적일 것’이라면서 ‘기후변

화의 영향이 주변화된, 취약한 사람들에게 위협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산업화된 국가가 주도하는 생활 양식, 지속불

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감행하는 것이며, 다국적 기

업에서 추진하는 시장 기반 해결책이나 기술적 조정(technological fix)은 오히

려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기후정의 담론은 2007년 ‘지금, 기후정의를!(Climate Justice Now!)’라

는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보다 활성화되었다. 여기에는 세계 160여 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UNFCCC에서 2012년(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해) 이후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기후

운동이 한층 강화되었다(della Porta & Parks, 2013). UNFCCC가 더이상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기후정의행동(Climate

Justice Action)’을 결성하고, 2010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민중 협정(People’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이 채택되었

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과학

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업화된 국가들이 기후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역사적인 책

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Climate and Capitalism, 2010: 5-6). 이 코차밤바 회

의를 계기로 기후 운동의 틀이 ‘기후변화에서 기후정의로’ 바뀌었다고 평가될

만큼 이후 기후정의 담론은 빠르게 확산되었다(della Porta & Parks, 2013).

기후부채는 기후정의에 근거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책임의 형평성을 논의하는

개념이다(Warlenius, 2018). 가령 개발국이 저개발국에게 기후부채를 지고 있다

고 보면서 개발국이 저개발국을 원조할 것이 아니라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구준모, 2011: 12). 기후부채는 개발국과 저개발국 사이에서 뿐

만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서 불균등한 책임 배분 문제로 논의되기

도 한다(김민정, 2015).

그러나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부채 논의에도 난점이 있었는데, 기후부채를

개인이 아닌 국가에 부과하는 것, 또한 산업혁명 이후의 과거 세대의 부채를 현

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Boran, 2019:

30-31; Okereke, 2010; 홍덕화, 2020).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로 산업화된 국가들

이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용하긴 하지만, 한 국가에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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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현재’ 국가 구성원에게 부과되며 그 책임 배분 문제에서도 한 국가 내

에 개인마다,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다르기에 기후정의가 구현되는 방

식을 합의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홍덕화, 2020). 그리고 점차 모든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UNFCCC를 둘러싸고

국가 간의 분배적 기후정의만을 이야기할 수 없고, 국가 내부에서도 누가 얼마

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누가 얼마나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런 난점이 두드러지게 되었다(Ibid.)

국가 간의 분배적(distributional) 문제에 좀더 초점을 두었던 기후정의 담론은

인정적(recognitive), 생산적(productive), 절차적(procedural) 정의 등으로 확산,

분화된다(홍덕화, 2020). 기후재난에 대한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의 격차 문제, 기

후변화로 인한 인간 역량의 훼손 정도의 차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인

권 보호와 인정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다. 이누이트 족의 청원 사례가 대표적이

다. 2005년 이누이트 족은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외면함으로써 인권 보

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청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누이트 족의 생활 공간, 건강,

안전, 고유문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것이 인권의 침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기후변화의 위험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생산적 정의에 대한 요구도 발생했다. 이에 ‘탄소 예산(Carbon Budget)’이라는

온실가스 배출의 한계량을 설정하고 배출 감축 경로(순배출제로 시점과 중간

목표 등)를 설정하는 데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절차

적 정의에 대한 요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받은 당사자나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당사자의 의견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 정보 격

차 해소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

라는 주장이 이루어진다(Fritze and Wiseman, 2009).

기후정의와 기후부채 담론이 확산,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청년(youth)을 중

심으로 한 기후 논의와 기후 운동도 형성되었다. 청년 기후 운동은 기후변화 문

제를 세대 간 기후정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전 세대의 온실가스 배출이 청년

의 현재와 미래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지연될수록 대응

비용과 책임이 청년과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는 의미에서다(현명주 김남수, 2021:

153). 또, 과거 세대 또는 부모 세대의 의사 결정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

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이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강도 높게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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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는 대부분 차단

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Ibid.). 이에 따라 청년과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 반영해야 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동등한 참여도 보장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형성되었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기후 논의 속에서, UNFCCC 당사국총회(COP)에 개입하

고자 한 청년들은 2005년 청년총회(Conference of Youth, COY)를 개최했다. 이

들은 청년의 입장을 당사국총회에 전달하였고 2009년부터 ‘청년선거구(Youth

NGO, YOUNGO)’라는 당사국총회의 공식적인 시민 조직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또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청년을 원고로 한 기후

소송들이 이루어졌다(박태현 이병천, 2016). 한 예로 메사추세스의 청년 기후소

송이 있다. 이 소송은 2012년 수백 명의 청년이 메사추세스 환경부에 ‘지구온난

화대책법(Global Warming Solutions Act; GWSA)’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주

(州)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한 데에서 시작됐다.

이 청원을 거부한 환경부에 대하여 청년들이 기후소송을 진행했다. 2016년 메사

추세스 대법원이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

하고 온실가스 배출한계치를 설정하는 동시에 해마다 배출한계치를 낮출 것을

환경부에 명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청년들이 자기 책

임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미래를 맞닥뜨리지 않도록 해야 함

이 강조되었다. 그 외에도 2014년과 2016년 워싱턴 주를 상대로 한 청년 8명의

기후소송, 2015년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청년 21명의 헌법소원이 진행된 바 있

다. 이 기후소송들은 대기·기후 시스템에 대한 청년과 미래세대의 법적 권리를

제기한 소송들이었다(Ibid.).

그리고 2018년 이후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ForFuture)’이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은 전 세계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기후 단체를 만들고 기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고유의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하는 계기가 된다. 이 캠페인은 2018년

스웨덴 청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당시 15세)가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 파업 시위를 한 데에서 시작했다. 툰베리는

종이상자에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kolstrejk För Klimatet)’이라는 메시지를

적어 들고 스웨덴 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라 탄소배출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툰

베리의 기후 파업 시위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

으로 발전했고, 동료 청년들을 비롯해 다른 학교와 나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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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과 경험

세계 곳곳의 청년들이 COP에 개입하고 기후정의, 기후부채 논의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청년’을 내세운 기후 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청소

년기후행동(청기행)’은 그중 하나다.

1) IPCC 보고서: 누적되는 대기와 카운트다운 10년

청기행은 IPCC의 1.5℃ 특별보고서(2018)에서 누적되는 대기와 인류의 파국

적 미래, 그 파국까지 제한된 시간을 관찰했다.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면 2030∼2052년 중에 지구 기온 상승 폭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5℃ 상승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2℃ 이상의 상승은 인류가 대처하기 힘든 수준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보고서가 발간된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는 12년이 남았는데, 청기행의

청년들에게는 이 12년 이후는 ‘대한민국에 기후재앙이 덮치는’ 시기, ‘서른 살도

안 된 우리의 미래’, 인류의 멸종이 예고될 만큼 파국적인 재난의 시대, 심할 경

우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 그리고 자신이 훗날 전문가가 되어 기후변

화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미래다(청기행, 2019.5.24; 2019.8.31;

2019.9.21a; 2020.6.18.). 청기행 청년들은 자신의 가까운 미래가 ‘최악의 환경이

될 것 같은 무서움’과 멸종에 직면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절박함을 느꼈다(청

기행, 2019.9.21). 그 두려움과 절박함은 특히 시간이 10년 남짓으로 제한되어 있

다는 데에서 온다(청기행, 2019.9.18.). 무엇도 하지 않는다면 파국까지 10년가량

이 남는 것이다. 청기행에게 앞으로의 10년은 미래에 살아갈 자신의 환경과 스

스로의 생존을 지킬 시간이었다. ‘고3인데 엄마 등짝 맞는 것보다 멸종위기가

더 무서워서 거리로 나왔다.’(청기행, 2019.8.15.)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꿈꾸는 미

래를 지킬 시간은 단 12년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청기행, 2019.8.20.).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안타깝게도 여유를 가지고

기후문제를 30년 뒤 미래의 전문가가 되어 해결하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이 가

능한 남은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청기행, 2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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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달성할 탄소예산을 다 써 버렸을 때 나는 고작 23살

의 나이이다(청기행, 2020.12.14.).

당장 2050년에 해수면 상승으로 국내에서 매년 130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 때 나는 고작 40대다(김도현, 2020.4.13.).

약 10년 후면 산불, 홍수, 태풍 등 기후재난을 극심하게 겪을 것이란 예측 속

에서 청기행은 10년을 카운트다운하고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청

기행, 2020.9.17.). ‘지금 당장’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채 2030년을 맞이한다

면, ‘서른 살도 안 된 우리(청년)’가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청기행, 2019.9.21.) 경

제 주체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기후재난을 겪을 것이다(청기행, 2019.5.27.) ‘지

금 당장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청년)는 산불세대, 홍수세대, 태풍세

대, 재난세대가 된다.’ 10년 후 기후변화 전문가가 되더라도 대응하기엔 너무 늦

는다(청기행, 2020.6.18.).

여기서 온실가스는 대기에서 사라지지 않고 누적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관찰

된다. 대기 중에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온실가스가 청년을 포함해 인류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청기행에게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진 대기는 ‘온실가

스 무덤’이고, 청년(때로는 인류 전체)은 ‘멸종위기종’이었다. 온실가스가 누적된

대기는 죽음의 공간으로 보였다. ‘멸종위기’의 대상은 ‘우리(청년)가 꿈꾸는 미

래’, ‘우리(청년)가 상상한 평범한 삶’이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멸종위기종 청소

년’이라고 칭하면서 ‘온실가스 무덤에 깔린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청기

행, 2019.8.17.a; 2019.8.17.b). ‘N년후 멸종위기종 전시회’를 열고 스스로를 멸종

위기종으로 전시하기도 했다(청기행, 2019.8.31.).

여러 기후변화 관련 문헌 중에서 IPCC의 보고서, 그중에서도 1.5℃ 시나리오

는 청기행에게 중요하게 관찰되었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를 배출할 때 가장 가까이는 2030년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시기보다 1.5℃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 1.5℃ 상승은 인류가 맞닥뜨릴 수많은 위험을

의미한다는 점은 청년들에게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에 파국적

인 미래가 올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청기행은 10년을 카운트다운하고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으로, 대기를 온실가스가 누적된 죽음의 공간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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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기행(2019.8.31.)

<그림 23> N년후 멸종위기종 전시회

2) 석탄화력발전과 투자: 한국 정부, 국회, 기업의 ‘경제’

청기행에서 한국의 석탄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국내외 투자 현황은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40.4%),

원자력(25.9%), 가스(25.6%), 신재생에너지(6.5%) 순으로 많다(국가통계포털,

2021). 청기행은 한국의 전체 발전량 중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발전량이 가장 크

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4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라는 점과 연결했다(청기행, 2019.5.24.). 이는 UNFCCC의 기후변화대응지수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2019 보고서 내용이다. CCPI 보고

서는 2005년부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국가들 및 유

럽연합 회원국 총 57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67) 한국은

2019년 60위 중 57위를 했다(CCPI, 2019: 7)(1∼3위 국가는 없음). CCPI 평가지

표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전체 점수의 40%), 재생에너지 부문(20%), 에너지 사

용 부문(20%), 기후변화 정책 부문(20%)의 총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 부문은 57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우디아

67)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는 ① 현재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수준, ② 과거 1인당 온실

가스 배출 경향, ③ 상승 폭을 2℃ 이하로 낮추기 위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④
상승 폭을 2℃ 이하로 낮추는 경로 대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 등을 평가한다

(CCPI 웹사이트, 2021년 9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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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아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5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할 뿐

만 아니라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CCPI, 2019: 20).

청기행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와 결정들도 관찰한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 후 ‘우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

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 저감과

친환경 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발표했다(이완, 2020.12.10.). 이에

대해 청기행은 ‘수명이 지나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

단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청기행, 2021.4.23.). 그리고 ‘(한국)정부가 (기후

변화를) ‘지금, 여기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침

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청기행, 2020.12.14.) 청기행은 ‘지금, 여기’에서 일

어나는 현상과 사건을 더 유심히 관찰했다. 청기행의 관찰에서, 이전 정부에서

허가한 석탄발전소 일곱 기는 여전히 지어지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침묵하

고 있다(Ibid.).

나아가 석탄 주요 수입국이자 투자자인 한국도 관찰된다. 2019년 기준 세계

석탄 수출량은 인도네시아(31.7%), 호주(27.4%), 러시아(15.1%) 순으로 많다

(IEA, 2020).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20.9%), 인도

(17.3%), 일본(12.9%), 한국(9.1%), 대만(4.7%) 순이다(Ibid.).68) 한국은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베트남 하띤(Ha Tinh)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붕앙2 사

업을 추진하였고 삼성물산은 이 사업의 건설사로 함께했다(청기행, 2020.12.24.

).69) 인도네시아의 자와(Jawa) 지역에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가 진행되

고 있다(청기행, 2021.4.23.). 자와 9, 10호기 건설 사업은 한국전력이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이 1조 7천억 원의 금융을 제공

하는 사업이다. 또 호주 석탄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6500만 달러,

한국전력이 7000억 원, 석탄 터미널에 미래에셋대우가 2700억 원 등’의 투자가

이루어졌다(청기행, 2020.1.11.). 청기행에서 보기에 한국은 세계 석탄 시스템을

68) 2019년 기준 세계 석탄 생산량은 중국(46.6%), 인도(9.7%), 미국(8.1%), 인도네시아

(7.8), 호주(6.4%), 러시아(5.4%) 순으로 많다(IEA, 2020).
69) 2020년 10월 5일 한전 이사회를 통해 한전과 삼성물산은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을 추진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밝혔다.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이후 더 이상의 해

외 석탄발전사업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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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늘

리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최선을 다해 투자하는’ ‘기후변화 악당 국가’다(청기행,

2019.3.3.).

청기행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 재앙’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본다(청기행, 2020.1.11.)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도 우려

했다(청기행, 2019.12.3.).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기업과 이를 허가하

는 정부의 행위는 청년을 포함해 모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본다. 청기행 청년

들이 보기에, 석탄화력발전은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로 취급되는 한편, 청년을

포함해 모두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도외시 된다.

정부가 ‘지금, 여기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 ‘먹고사는 경제의 문제’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되어온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과 투자는 철회하지 않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미흡한 대응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땅히 했어야 했

던 일을 이제야 선언해놓고 특별한 업적을 이룬 것 마냥 말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

다(청기행, 2020.12.14., 강조는 필자).

기후 위기에 방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들은 아직도 경제성장만을 말하

며 온실가스 감축은커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갈 경제, 환경,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생존과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청기행,

2019.8.20.).

청기행의 청년들은 ‘(정부가) 석탄발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말하면서

왜 계속 신규 발전소를 짓고 해외 수출을 허가 하는지’를 질문했다(2019.10.30.).

그리고 그 답을 석탄화력발전 건설과 투자에 내재된 독특한 ‘경제’ 논리에서 찾

았다. 기후변화를 방관하는 정부와 기업이 말하는 ‘지속 가능’과 그들의 ‘경제’에

는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없다(청기행, 2019.8.20.).

그들에게는 성장을 위한 경제만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갈 경제

와 환경, 사회는 없다.’(Ibid.) 청기행은 경제 성장의 논리로는 청년들이 갖는 생

존에 대한 절박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청기행, 2019.8.20.; 2019.10.30.).

청기행은 생존의 논리로, 생존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생존’의 문제로 보는 청기행의 청년들은 ‘기후위기 앞에서 그 모든 장애물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절박함을 느낀다.’(윤해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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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수록 단순히 북극곰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

존권 문제더라고요. 너무 절박하고 두려운데 어른들과의 온도차가 너무 커요

(청기행, 2019.9.21b, 강조는 필자).

청기행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을 경제 성장의 논리가 아니라 생

존의 논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딘가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청기행, 2020.12.24.) 정부는 기존과 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BAU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거나 현재보다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가 아니라 앞

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BAU)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

치를 설정한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박근혜 정

부 당시 유엔에 제출한 감축목표에서 바뀐 것이 없다.’(Ibid.) ‘(정부가) 그린뉴딜

과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청

기행의 생존에 대한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3) 미세먼지와 이상기후: 기후위기이자 ‘나’의 위기

미세먼지와 이상기후는 청기행의 주요 관찰 대상 중 하나였다. 청기행의 청년

은 ‘우리 세대에 미세먼지 문제가 시작돼서 (미세먼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

하며 산 세대’라고 스스로를 지칭한다(청기행, 2019.9.28.). 미세먼지가 2013년 이

후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한 이래 2010년대 후반까지 미세먼지 경

보제, 마스크 쓰기, 야외활동 자제, 공기청정기·환기장치 설치와 같은 미세먼지

대응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만큼, 이 시기에 청년들은 ‘창문도 열 수 없고,

밖에 나가 뛰어 놀 수도 없고, 날씨는 더워지는데 마스크를 써야’했다(청기행,

2019.6.18.). ‘어린이날에는 ‘미세먼지 나쁨’을 선물로 받았다’(Ibid.). 또 서울의 기

온이 35℃에 이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최근 몇 년 간 최악의 폭염’

도 관찰했다(청기행, 2019.6.18.; 2019.5.27.). ‘따뜻한 겨울’, ‘쌀쌀한 봄’, ‘때 이른

폭염’, ‘선선했던 여름’, ‘가장 많은 비가 가장 오래 내린 장마’ 등 이상기후를 관

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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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되돌아봅니다. 1∼3월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기상 관측

1973년 이후 전국 평균기온 상위 1위). 4월은 역대급으로 쌀쌀한 봄이었습니

다(평균기온 하위 5위). 6월은 때이른 폭염으로 가장 뜨거운 초여름이었습니

다(폭염 일수 상위 1위). 7월은 사상 처음으로 6월보다 선선했던 여름이었습

니다. 6월 말∼8월은 가장 많은 비가 가장 오래 내린 장마였습니다(강수일수

1위, 강수량 2위)(청기행, 2020.8.31.).

이러한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장마 등은 청기행에게 ‘기후재앙’ 중 하나였다

(청기행, 2019.5.24.). 청기행은 미세먼지, 이상기후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서 ‘지구가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파악했다(청기행,

2019.6.18.). 이들은 기후위기의 피해 현장을 다니면서 「2020 청소년 기후위기

리포트」(한겨레21 기획연재)를 통해 ‘기후위기 목격’담을 기고했다(이수아,

2020.8.28.; 구민주, 2020.8.29.; 김서경, 2020.8.29.; 박선영, 2020.8.30.). 청기행 청

년의 목격에 따르면, 기온이 37.4℃에 이르던 여름, 양계장 닭들은 현대화된 계

사 안에서도 ‘배를 바닥에 대고 숨을 헐떡이기만 했다.’(이수아, 2020.8.28.) 닭은

21∼22℃인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데, 현대화된 계사에서도 온도 조절은 약 5℃

만 가능해서 바깥 기온이 37∼38℃, 계사 안의 온도가 33℃를 넘어가면 닭은 더

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Ibid.). 남원의 기온이 39.6도까지 올랐던 2018년에는

한 농장에서만 3천 마리, 전국 833만 마리가 폐사했다(Ibid.). 경북 청송의 한 농

부는 겨울이 따뜻해지고 봄에는 냉해 피해를 크게 입자 사과농사 대신 체리농

사를 짓기로 했지만, ‘몇 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모두 버리고 새로 농사

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다.’(구민주, 2020.8.29.). 2020년 여름, 장마가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긴 기간(54일) 동안 지속되자 바다로 많은 양의 민물이 유입되

고, 곧바로 고온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빈산소수괴(貧酸素 水塊, 산소가 거의 없

는 용존산소량 3㎎/ℓ 미만의 물 덩어리)가 바다 속에 갇히게 되었다(김서경,

2020.8.29.). 진해만에서 홍합 집단폐사 일어났고, 거제·창원·통영·고성 4개 시·군

에서 굴, 가리비, 홍합, 미더덕, 멍게 등 6종 피해 신고는 827건 이었다(Ibid.).

가뭄이 걱정이던 충주의 탄방마을은 저수지가 터져 물난리를 겪고 산사태로 인

해 많은 가구와 도로, 비닐하우스 등이 망가지고 한 노인이 사망했다(박선영,

2020.8.30.).

청기행은 ‘사상 최고 폭염’ ‘사상 최장의 장마’라는 언론보도와 그로 인한 일

련의 피해를 관찰하면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구민주, 2020.8.29.). 평범한 사람

들이 장마, 폭염, 태풍, 산불로 고통 받고 있었고, 가난하고 약할수록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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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다(청기행, 2020.12.14.). 피해의 현장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 또는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기후

위기의 당사자로 보였다(구민주, 2020.8.29.; 김서경, 2020.8.29.).

기후위기의 신호로 이해된 미세먼지, 폭염, 장마 등은 청기행 청년들에게 특

히 ‘나’의 위기로 이해되었다. 폭염으로 죽거나 고통받는 양계장 닭과 주인을 보

면서 폭염으로 고통받는 ‘나’를, 기후위기로 불가피한 선택에 내몰리는 농민을

보면서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암담한 미래를 맞는 ‘나’를, 장마로 물난리와 산사

태를 겪은 마을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떠올렸다.

나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거리를 20분만 걸어도 편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픕니다. ….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폭염도 심해질 겁니다. …. 그러면 나

는 두통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양계장의 약한 생명처럼 숨을 헐떡여

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더욱 살아가는 일이 두렵습니다. 앞으로

카리브섬과 우간다를 여행하고, 맑은 자연에 오두막을 짓고 살며, 과학의 한

분야에 깊게 빠져보고 싶은 나는, 아직 16살입니다(이수아, 2020.8.28.).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우리들…. 기후위기로 불가피한 선택에 내몰리는 사람

이 농민 뿐만은 아닐 거고요.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설 기회조차 없이, 암담한

미래를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구민주, 2020.8.29.).

이번 장마 기간에 우리 마을에서도 하천 앞의 몇 집은 물에 잠겼습니다. ….

자연재해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 내가 직

접 보고 듣고 겪은 2020년의 여름은 ‘두려움’으로 기억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는, 그동안 책과 뉴스에서 보고 들은 모습보다 더 끔찍하다는 사

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

니다. 2019년 5월부터 띄엄띄엄 해오던 채식을 확실하게 하고 청소년기후행동

활동도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 비와 산사태로 죽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요.

(박선영, 2020.8.30.).

폭염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두통을 겪는 ‘나’는 양계장의 닭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다. 기후위기로 ‘나도’ 암담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청기행 청년들은 기후위기에서 ‘나’의 고통과 죽음을 떠올리며 두려워했

다.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생존을 지키는

문제였다. 기후위기를 막음으로써 나의 안전한 미래, ‘비와 산사태로 죽지 않을

미래’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기후변화를 이토록 걱정하는 이유는 내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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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서다.’(김도현, 2020.4.13.)

미세먼지와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이자 ‘나’의 위기로 경험하는 청기행 청년들

에게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것은 곧 ‘나’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

다. 거꾸로 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

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

었는데, 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권리를 더 많이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청기행, 2020.2.18.).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것,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청기행, 2019.8.17c).

청기행은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

하고 정부에게 ‘석탄 말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논의되어 온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기후위기

의 신호인 미세먼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마스크 쓰기나 공기청정기 설

치가 아니라 석탄화력발전 건설과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청기행,

2019.3.3; 2019.10.30.).

석탄발전이제그만 #KIREC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산업통상자원부 #응답하라

산업부 #석탄말고우리의미래를지켜라 #신규석탄그만 #coalphaseout

#stopcoal #coalout #삼척포스파워백지화 #재생가능에너지로전환하자 #신규석

탄7기없애고미래지키자 #미세먼지대안은공기청정기가아닌석탄끄기(청기행,

2019.10.30., 강조는 필자)

4) 기후변화 대응 계획들: 당장 행동하지 않는 ‘어른’들

청기행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계획, 선언들을 관찰한다. 예컨대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허

가하고 향후 석탄화력발전량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베

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존의 정책과 사업을 유지

하고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선언, 계획들은

청기행에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였다

(청기행, 2019.3.3.). ‘초등학생인 나도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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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른들은 모른 척’한다(청기행, 2019.6.18.). 지구가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방

관하고 있다(Ibid.).

청기행 청년들은 ‘기후 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축

소하고 저희를 아무런 근거 없이 안심시키는 어른들’에 대하여 ‘반발감’을 갖는

다(청기행, 2019.9.28.). ‘기후변화는 지금 당장 대처해야하는 문제’인데 기성세대

혹은 ‘어른’들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니 불안하고 두렵다(청기행, 2019.3.3.).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박살내고, 당신(어른)들

의 자식과 손주 세대의 미래와 안전한 일상을 태울 것’이기 때문이다(청기행,

2020.10.5.).

올 여름 장마를 겪고도, 폭염과 지속되는 산불을 보고도 한전과 정부는 기후

변화가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나봅니다. …. 생존하기 위해 발버

둥치기도 모자라 최선을 다해 온실가스 배출하고 기후재앙을 만드는 결정을

하셨네요. 오늘의 결정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박살낼 결정이었고, 당신들의

자식과 손주 세대의 미래와 안전한 일상을 태우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청기행, 2020.10.5., 강조는 필자).

청기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회가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를 건설하고 투자하는 정부, 기업의 어른들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다.’(청기행,

2020.7.6.) ‘우리(청년)를 기후재난의 위험으로 내몰아놓고 겨우 환경 설비를 갖

추고 친환경적인 노력을 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그들의 착각과 합리화다

(Ibid.). 그것은 그들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 청소년과 아이들의 미래는

희생당해도 좋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Ibid.). 청기행에게 지금 당장 기후변화

에 대응하지 않는 것, 예컨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와 투자를 지속하거나 석탄화

력발전에 투자하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 등은 어른세대가 청년세대에 ‘미안해’할

일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청기행에게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다(청기행, 2020.7.6.).

“엄마! 내 세뱃돈 다 어디갔어?” “돈 모아서 통장에 넣었더니 은행이 석탄에

투자하네.. 딸내미 미안해. 엄마가 미세먼지 투자하고 기후위기 투자하는 은행

에 예금해서”(청기행, 2019.8.17.c)

기성세대들이 저희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해했으면 좋겠

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셔서 정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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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청기행, 2020.1.11b; KBS,

2020.1.8.).

청기행의 ‘어른’에 대한 반발은 단지 어른들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아서만

이 아니다. 어른들이 과거에 내린 무책임한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청년)가 기

후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도 반발한다(청기행, 2019.10.30.). ‘내가 태어나기도 전

부터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어른들이 과거에 내린 무책임한 선택들은

우리(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했다’는 것이다(Ibid.). 청기행의 청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내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살아가야 한

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다(청기행, 2019.10.7.).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

고 바다나 산에 놀러 가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청기행, 2019.9.28.). ‘화석연료에 의존해 번영

을 누린 것은 이전 세대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청년) 세대로 대

물림 된다.’70) 더욱이 청년들은 ‘앞으로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일상화된 기후변

화의 피해와 책임을 견뎌야’ 하기에 기후변화가 지구상 모든 인류를 위협하더라

도 ‘청소년인 우리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71) 청기행은 청년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당사자 중 하나라고 본다.72) 청기행은 청년들이 ‘단지 환경의 관

심이 많아서, 생태감수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오랜 시간을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붕괴,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미래에서 그 피해와 책임을 견디며 살

아가야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청기행이 보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오래, 더 많이 받으며 살아가

야 하는 사람’은 청년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청년)보다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한다(청기행, 2019.6.19.). 가령, 청기행의 한 청년은 ‘숨도 쉬기 힘

든 폭염 속에서 선풍기 없이 반지하 방 안에 누워있는 노인’을 관찰하고 ‘기후

변화가 똑같이 닥쳐도 누군가의 삶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약하다는 이유로

더 위협 받는다’고 이해했다(청기행, 2019.10.23.). ‘에어컨 살 돈이 없어 찜통이

된 방에서 여름을 나야 하는 사람들’ 외에도 ‘기후변화로 생의 터전이 무너져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어 당장 생계가 어려워

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존재’했다(청기행, 2019.6.19).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청기행의

70) 청기행 홈페이지. https://youth4climateaction.org/about_us [2021년 9월 6일 검색].
71) Ibid.; 청기행, 2019.5.27.
72) Ibid.; 청기행, 2019.5.27.

https://youth4climateaction.org/about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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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기후변화는 단지 과학적 매커니즘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적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사회 정의의 문제였다(청기행, 2019.9.28.). 청기

행의 청년들은 ‘우리(청년) 세대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

들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청기행, 2019.5.24.; 2019.6.19.).

다. 추론

1)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청년과 미래에 대한 체계적 무시

청기행의 청년들에게 대기 커먼즈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하는 대기다. 그런데 현재 청년의 앞 세대가 수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

기 중에 배출하고 그것을 멈추고 있지 않아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미래에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청년

들은 자신의 일상과 미래가 대기 커먼즈에 구속되어 있다고 이해했고, 자신들의

일상과 미래의 생존을 좌우하는 대기 커먼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청기행에게 대기 커먼즈는 과거와 현재,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하는 커먼즈이자

앞 세대의 대기 사용 효과가 대기에 누적되어서 결국 뒤 세대의 대기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순차적인 감소성이 있는 공간이며, 그것이 생존을 좌우

할 만큼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커먼즈다.

청기행이 보기에 대기가 커먼즈가 아니게 된 상태란, 앞 세대가 대기를 과도

하게 사용하여(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여) 뒤 세대가 대기를 함

께 향유할 수 없는 상태, ‘탄소예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청기행,

2020.12.14.). ‘탄소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의 어른 세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연하고 더 많은 예산을 써버리면 기후 재난을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

롯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청기행, 2020.3.21.).’ 현재 청년 세대는 ‘그 조부모

세대와 비교해 6분의 1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다(Ibid.).’ 그런데

어른 세대가 다 써버린 탄소예산에 따라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청년과

다음 세대가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겪게 된다(청기행, 2020.6.18.). 그러면 ‘나의

미래를 꿈 꿀 권리’, ‘안전한 미래를 꿈 꿀 권리’, ‘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권

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나아가 ‘현재와 미

래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을 권리’ 등(청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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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5.; 2020.6.30.) 대기 커먼즈에 대한 청년 자신과 미래세대의 권리는 박탈

당한다. 청기행은 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대기 커먼즈를 탈구성하는 기제는 청년과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무시

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추론된다. 대기 커먼즈에 대한 청년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기제로 추론된,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무시는 크게 두 가지

다. 하나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정부, 국회, 기

업 등의 ‘어른’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가속

화하는데도 이를 지속하는 ‘어른’들의 행동은 기후변화가 청년의 일상과 미래에

가져올 영향을 무시하는 것이다. 청년과 미래세대는 기후변화의 위험에 오랫동

안 노출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부담을 져야 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데, 어른들은 그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후변화가 심각하

게 진행되는데도 ‘조급한 것은 우리(청년) 뿐이다.’(청기행, 2020.12.23.) 청년들은

자신들의 절박함, 시급함을 드러내는 목소리와 위기의식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동등한 정치적 위

치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은 기후변화의 당사자이지만 대기 중에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이는 첫째, 특정 나

이 이하의 사람들에게 각종 정치적 권한을 주지 않는 사회 제도 및 규칙에서

비롯한다. 많은 청년들에게 선거,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

으며(만18세 이상만 가능) 많은 초·중등학교가 학생의 정치 활동 및 집회 참여

를 징계하는 교칙을 가고 있는 등 청년의 목소리는 애초에 정치적으로 평가절

하된 목소리로 취급된다.73) 청년은 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보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학생답지 못하다’거나 ‘공부가 우선’이라는 말로

무시한다((Ibid.). 청기행은 이를 연령(age)에 따라 정치적 위치를 박탈하는 ‘나

이주의’라고 본다(Ibid.). 둘째, 청년의 목소리가 동등한 정치적 위치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보호주의적 시선에서도 비롯한다. 청년의 목소리는 어른들

에 의해 ‘기특한’ 현상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미숙함’, ‘무지함’이라는 수사,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 속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치적 위치

가 낮은 존재로 처리되었다.

나이가 어리다는 특징이 관심을 끌지만, 미숙함으로 인식되어 ‘너희가 뭘 알

73) 청기행 홈페이지. https://youth4climateaction.org/about_us [2021년 9월 6일 검색].

https://youth4climateaction.org/about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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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라는 시선을 받기 쉽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만난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너무 한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건 나중에 커서 해

도 늦지 않다, 너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등등. 대입을 앞둔 한 분은 “이게

네 진로야?”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 “학생들, 기특하네.”라는 격려

를 많이 받는다. …. 격려 뒤에는 또 이런 말이 따라온다. “대학 잘 가려고 하

는 거야?” …. 결국 그 말은 우리 행동의 가치를 그 정도에 그치게 한다(윤해

영, 2020).

‘기특한 아이들’ ‘어른들이 미안하다’ ‘공부해야 할 학생들조차 거리로 나왔다’

는 식의 보호주의적인 시선…. 이는 청소년을 함께 나아가야 할 동료 시민으

로 대우하지 않고, 대상으로서 호명하는 표현입니다.74)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동등한 목소리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청기행의 청년들에게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청년들

이 기후변화에 대해 말하는 자리가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청년의 입장을 반영하

려는 정책 간담회 등도 개최되면서 청년의 정치적 위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

였지만 청년에 대한 무시가 계속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청기행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 시스템을 지속하면서 이러한 시

스템의 부당함에 대해 말하는 청년을 정치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는

‘어른’들이 청년과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무시해 왔다는 점을 대기

커먼즈의 탈구성 기제로 추론한 것이다.

2) 대기 커먼즈의 구성: 청년 당사자에 대한 인정

청기행에게 청년은 대기 커먼즈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다. 청기행은

청년 당사자의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청년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국회, 기업의 결정에 청년 당사자의 위기의식과 목소리가 반영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기행에서 보기에 대기 커먼즈는 청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반영됨

으로써, 그들이 청년의 목소리에 응답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

청기행은 청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통로로 페이스북과 같은 SNS, 기고

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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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인터뷰 등을 통한 목소리 내기 외에도 집회(결석 시위 등), 정부와 국회 및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과의 면담 개최, 국민청원, 기후소송 등을 이용했다. 그

목소리는 주로 정부와 국회, 기업을 향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또는 소속 고위

공무원)에게는 ‘우리(청년)를 미래세대라 부르면서 우리를 배제’하지 말고 지금

여기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고 요구했다.

우리 청소년들을 '미래세대'라고 부르며 배제해 온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산불세대, 홍수세대, 태풍세대,

재난세대가 되어버릴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여기,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라고요(청기행, 2020.9.17., 강조는 필자).

#기후재난세대 #미래를도둑맞은요즘애들 #응답하라국회…(청기행, 2020.8.12.,

강조는 필자).

결석 시위를 포함한 다수의 집회, 고위 공무원과의 면담 요청은 ‘#응답하라교

육감’, ‘#응답하라전국교육청’, ‘#응답하라산업부’, ‘#응답하라대한민국’ 등의 해시

태그에서 드러나듯 청년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응답, 나아가서는 ‘대

한민국’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청기행은 국민청원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

대의 응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응답하라청와대’, ‘응답하라대통령님’ 등의 해시

태그가 달린 청기행의 국민청원은 ‘청소년들은 1.5도를 위해 다시 촛불을 듭니

다’, ‘남은 시간이 없는데, 말로만 멈춰!라고 외치면 기후변화가 멈춰지나요?’라

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청원에서 청기행이 요구한 것은 산업화 시기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까

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배출량

(7.091억 톤) 대비 70%이상 감축할 것 등이었다(청기행, 2020.12.14.; 2021.4.23.).

청기행은 ‘응답할 때까지 행동한다’며 ‘우리(청년)의 목소리에 응답해 달라’는 메

시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한편, 기후소송은 사법부를 향해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여타 경로

를 통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었을 때 청년들은 ‘어른의 응원을 받지만 그 이상

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고 청년이 말한 ‘내용을 듣지 않고 의

미를 축소해 절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후소송을 바라보았다(청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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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8.). 청기행이 2020년 3월 13일 제기한 기후소송은 청기행 청년 19명을

청구인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했다.75) 요지는 기후변화

가 청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 자명한데도, 정부와 국회가 어떤 기준이나 조

건 없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고, 2016년에 설정

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성 없이 폐기한 후 2030년 목표를 새로 설

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수준으로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느슨하고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제 우리(청년)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청기행, 2021.4.23.) 청년

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의 당사자성, 즉 기후변화로 인해 청년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옳은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청기행, 2020.3.26.).

청기행에서 대기 커먼즈의 구성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청년 당사자를 인정하

고 그 목소리에 적절히 응답함으로써 가능하기에, 청년 스스로가 청년의 목소리

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청기행은 청년이 ‘모든 우리(청년) 세대를 위해, 청년

각자가 대변하고 싶은 모두를 위해’ ‘모든 우리(청년)세대의 당사자’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청년)의 행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청기행, 2019.8.9.). 그렇게 해야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청

기행, 2020.12.23.). 청기행은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기후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행동을 주도하고 ‘청년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

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76)

75) 공동대리인은 S&L파트너스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다.
76) 청기행 홈페이지. https://youth4climateaction.org/about_us [2021년 9월 6일 검색].

https://youth4climateaction.org/about_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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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대기 커먼즈 정치

1. 대기 커먼즈들

반공해 단체의 ‘반공해’, 환경단체-환경부의 ‘블루스카이’ 만들기, 미대촉의 미

세먼지 대응, 청기행의 기후 운동 모두에서 대기는 보전해야 할 커먼즈로 표상

된다. 네 집단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각종 물질과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현상들이 공동체의 삶을 구속한다는 점을 관찰하고 경험한다. 이들에게 대기는

무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즉 자유재나 무료재가 아니다. 또한, 네 집단은

구매력 있는 특정 집단만이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삶의 악화로부터 벗

어나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공동의 것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찾을지 강구했다. 이들에게 대기는 시장에서 구매하여 이용해야

하는 재화, 즉 경제재가 아니다. 네 가지 대기 기후 운동은 대기를 커먼즈로 구

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 커먼즈는 한 가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대기 커먼즈는 서로

다른 맥락에 놓인 운동 집단이, 서로 다르게 관찰한 일부 현실, 독특한 방식으

로 구성한 경험, 독특하게 추론한 실재를 연결함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집단은 대기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현실 중 극히 일부 현실을 관찰한다. 그러한

관찰은 집단이 처한 맥락과 상황에 따른 관찰이다. 각각은 관찰한 현실을 고유

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의 커먼즈화, 탈커먼즈화 기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추론한다. 그래서 대기 중 특정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거나 물

질이 이동,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들이 공동체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각 집단은 삶이 악화되는 ‘공동체’, ‘악화’의 의

미, 악화로 인해 박탈된 ‘권리’ 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각

대기 기후 운동 집단은 무수히 많은 현실 중 일부 관찰된 현실, 그러한 현실을

관찰함으로써 얻는 특수한 경험들, 경험을 통해 추론된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기제들 등을 연결시키는 행위자다. 그리고 대기 커먼즈는 운동 집단에 의해 관

찰된 일부 현실, 독특하게 구성된 경험, 추론된 실재의 연결로서 존재한다.

네 가지 대기 기후 운동은 서로 다른 대기 커먼즈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네 사례에서 대기 커먼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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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현실-실재
를 연결하는

행위자

반공해
단체(한국공해문

제연구소 등)

환경단체-환경부

파트너십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의

부모(엄마)들

‘청(소)년기후행동

’의 청년들

형성한 운동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행위자의 맥락과

상황
(2차 관찰자의

관찰)

한국의 중화학공

업화, 대규모 공
업단지 조성

공해 보상, 이주
대책

민주화 운동 과

민중 담론

리우회의와 환경
관리 및 투자 담

론

시민 대기질 모
니터링

메가 이벤트로서
2002 한 일 월드

컵

세계적 생산 분

업과 발전소, 공

장, 자동차 등의
미세먼지 배출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발암물

질 지정, 보도

미세먼지 대응
기술 공간들

화석연료 산업의
발달

기후 과학
한국의 기후침묵

국내외 기후운동

존재의
층위

관찰한

현실

공업단지 인근
농어민의 피해

한국과 일본의

공해

월드컵 개최 준
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
시의 대기질

미세먼지 수치와

대기 이동
미세먼지 기준과

대응

미세먼지 속 자
녀와 부모

IPCC 보고서
한국의 석탄화력

발전과 투자

미세먼지, 이상
기후

기후변화 대응
계획들

구성한
경험

민중의 고통

불평등한 대기
경제 성장주의

공해 수출입

경쟁력 있는 대
기와 ‘환경 월드

컵’
환경 보전을 통

한 도시 경쟁력

향상

위험한 대기, 위
험한 한국

국가의 의무와
의지

취약한 아이들,

절박한 부모

누적되는 대기,

대응의 긴급함
한국 정부, 국회,

기업의 경제 논
리

무책임한 어른

피해 받는 나,
청년, 약자들

추론된

실재

자본-국가가 독

점하는 대기
(민중)계급

도시 정책과 시
민 참여로 관리

되는 대기

(국가)시민

국가가 관리할
의무를 가진 대

기

(복지)국가

청년 및 미래에
배제가 이루어지

는 대기

(청년)세대

표 13. 대기 기후 운동의 대기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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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해 단체의 반공해 운동은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선택

된 중화학공업화와 대규모 산업단지 공급을 맥락으로 한다. 1960년대 한국의 중

화학공업화라는 목표는 한국 전쟁 이후 원조 경제에 기대고 있었던 한국의 특

수한 상황, 석유제품이 국가 경제 자립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는 정부와 경제 엘

리트 사이의 인식 속에서 채택되었다. 중화학공업단지화는 정부와 기업인들의

전망,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리라는 일부 주민들의 희망 속에서 실행되었고,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공

업이 전략 업종으로서 선택적으로 배치되었다. 중화학공업단지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공기 등으로 확산되면서 공해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논의되었다.

당시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시기이기도 한데, 민주화 운동

의 일환으로 반공해 운동도 등장하게 된다.

반공해 단체들은 공업단지 인근 농어민의 피해를 관찰한다. 이러한 현실은 민

주화 운동을 통해 확산된 민중 담론 속에서 민중의 고통, 민중의 수탈이라는 경

험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기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계급적으로 불평등하게 배

치되는 것으로 경험된다. 이들에게 공해를 겪는 공업단지 인근 주민은 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배제된 민중을 잘 보여주는 예다. 한국과 일본의 공해도 주요

하게 관찰된다. 선진공업국으로서 일본과 후진국으로서 한국의 공해 및 공해병,

그리고 한국 중화학공업단지 공장들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합작 회사들

임을 관찰하면서, 공해의 수출입을 확인한다. 반공해 단체들은 자본-국가의 대

기 독점과 경제 성장주의가 공동의 것인 대기를 탈커먼즈화하는 기제라고 추론

한다. 자본은 자기 축적을 위해 공해 방지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공해를 외부화

하며, 국가는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공해 산

업을 수입하면서 자본과 연합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발생한 공해가 민중의 생

존과 생계를 위협하고, 특히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민중의

생존권이 보다 크게 침해당한다는 것이다. 반공해 단체들은 민중 대(對) 자본-

국가라는 서사를 바탕으로, 민중의 권리를 되찾는 민중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환경단체와 환경부 파트너십의 ‘블루스카이’ 만들기는 1990년대 환경 담론의

확산, 도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 보급 확대, 한 일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

가 국내에서 개최된 것 등을 맥락으로 한다. 1990년대 들어 리우회의, ‘그린라운

드’와 같은 국제 이슈와 함께, 자본과 국가에 대한 저항적 성격이 완화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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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담론이 확산된다. 이때 만들어진 환경단체들은 ‘반공해’ 대신 ‘환경’, ‘녹

색’, ‘생명’을 내건다.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환경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된다. 한편, 1980, 199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 교통수단으로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대기환경지수를 개발하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

여 대기질을 관리하고자 했고, 시민에게 대기질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환경단

체들은 시민이 직접 대기질 수준을 확인하고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시민 대기질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된

다. 환경단체들과 환경부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블루스카이’ 운동을 통해

‘환경월드컵’을 만들고자 했다.

환경단체들과 환경부는 한국이 환경 국가로 도약할 기회로서 월드컵을 바라

보았다. 그리고 월드컵이 환경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라는, 환경부의 관점

이 환경단체들의 발화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 파트너십 하

에서 월드컵 개최를 환경 국가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로 보는 틀이 자리잡는다.

이러한 틀 속에서, 환경단체들과 환경부는 모든 대기가 아니라 월드컵 개최 도

시의 대기를 관찰한다. 특히 월드컵이 개최되는 한국과 일본 도시들의 대기질을

주요하게 관찰하고 비교한다. 이들에게 월드컵은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의

환경 수준이 직접 비교되는 계기’였다.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대기가 그 도시에

서 생활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대기라는 점이 언급

되긴 하지만, 지속적인 비교 구도 속에서 개최도시 대기는 일본 개최도시 대기

보다 덜(혹은 더) 경쟁력 있는 대기로서 경험되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하여 ‘블루스카이’를 만들고자 한 환경단체들과 환경부에게

대기 커먼즈는 월드컵 개최 도시 상공의 대기다. 월드컵 개최 도시를 경계로 한

대기 커먼즈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로 지목

된다. 도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배기가스로 인해 도시 대기오염 수준이

높아지는 이유, 곧 대기의 탈커먼즈화 기제를 일부 환경단체들은 문화 변동과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 정책으로 추론한다. 즉 시민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여 도시 대기오염이 악화되었다는 것

이다. (환경부의 추론은 부재했다.) 이러한 추론들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

은 가해자(오염자)이자 피해자로 설정된다. 환경단체들과 환경부는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커먼즈가 도시 관리 정책 및 시민 참여를 통해 관리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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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한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는 생화양식이 한국 (대)도시에 자리 잡은 이상,

시민은 대기오염의 피해자이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가해자이므로 대기 커먼즈

관리에서 시민 참여는 중요한 기제라고 추론했다.

미대촉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세계적인 생산 분업 속에서 발전소, 공장 등

이 배치되고 자동차 중심 도시가 발달하고 여기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한 것을

맥락으로 한다. 먼지, 특히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가 국가 관리 대상으로 자리 잡았고 동시에 미세먼지 기준, 정책을 둘

러싼 논란들, 먼지로 인한 피해 소송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세계보건기구가 미

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임을 발표하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된다

는 보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

응하기 위한 기술, 기계, 공간들도 발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의 건강에 관

심이 있는 30∼40대 부모들(주로 ‘엄마’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미세먼지 대응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미대촉 회원들은 미세먼지가 1

군 발암물질이기에 미세먼지를 다량 포함한 대기를 위험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미세먼지 수치를 관찰하면서 위험에 처한 한국(국민)을 경험했다. 세계

보건기구이 권고 기준에 비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도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발전소, 공

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어 초국가적, 초지역적으로 확산 이동한다는 점은 자

녀 건강에 관심 있는 부모들에게 중요하게 관찰되었다. 자녀가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1군 발암물질로 발표된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확산, 이

동해 자녀의 생활공간에 유입된다면 자녀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미세먼지 경보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 것, 주변국(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미세먼

지 영향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은 미대촉

회원들이 보기에, 국가가 국민을 방치하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었

다. 그 중에서도 미대촉 회원들은 미세먼지 속의 자녀를 관찰하면서 건강 취약

계층으로서 어린 아이들과 성장기 학생들이 위험한 대기 속에 방치된다고 보았

다.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지켜야’ 하기에 절박하다.

미대촉은 국가를 경계로 한 대기 커먼즈를 상정하고, 국가의 의무 미이행이

대기의 탈커먼즈화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은 대기 커먼즈를

향유하며 안전하고 자유롭게 숨 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대촉의 미세먼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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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운동이 자녀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형성되었던 만큼 대기 커먼즈에 대한 아동

의 권리도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국외(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

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환경 외교를 펼치지 못하였으

며,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하였고, 취약 계층이 미세먼지

의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대응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

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대촉 회원들은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역

할이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국가가 영토 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고, 국내법과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

하고, 취약 계층(특히 아동)의 생활공간에 공기정화장치 및 환기장치 설치를 의

무화함으로써 대기 커먼즈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기

커먼즈는 국민, 취약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 국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추론이다. 미대촉 회원들은 특정한 현실과 경험, 실재를 연결함으로서 국가를

경계로 한, 복지 국가를 통해 만들어지는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다.

청기행의 청년 기후 운동은 화석연료 산업을 통해 장기간 대기 중에 배출되

어 온 탄소, 그와 함께 발달한 기후 과학, 세계 곳곳의 기후 운동과 기후 정의

논의, 그와는 대조적인 한국의 기후 침묵 상황 등을 맥락으로 한다. 청기행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출된 IPCC 보고서,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미래에 올 사회적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면 2030년에는 상승폭이 1.

5℃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 등을 관찰했다. 온실가스가 누적되어 온 대기가 한

계에 이르기는 데에는 10년 남짓이 남았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 보고 긴급함을 느낀다. 한편, 청기행은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폭염, 장

마 등의 이상기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투자 결정, 다

른 한편으로 이뤄진 정부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선언과 계획도 관찰했다. 이

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청기행은 미세먼지,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의 신

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청년)와 미래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 분명

한데도 한국 정부, 국회, 기업의 ‘어른’들이 그들만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청

년’과 미래세대의 생존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 ‘앞으로’ 기후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선언이나 계획을 통해서는 ‘지금 당

장’ 대응하지 않는 무책임한 ‘어른’들을 경험했다. 그 무책임한 ‘어른’들로 인해

나(청년)와 많은 약자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청기행의 청년들이 보기에, 대기 커먼즈는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의 것이



- 167 -

다. 대기 커먼즈를 탈구성하는 기제는 청년과 미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정부,

국회, 기업의 ‘어른’들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방출해 온

화석연료 산업을 유지시키고 재생산하면서 적절하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 정부, 국회, 기업의 ‘어른’들이 청년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한다는 것

이다. 이는 단지 기후변화로 인해 청년이 영향 받는다는 논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세대로서 ‘어른’이 대기 커먼즈에 탄소를 배출하여 발생한 피해와 책임을

청년과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기후부채 논의다. 더욱이 청년이 기후변화의 당

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어른’들은 청년을 미래세대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으로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다. 그래서 대기 커먼즈에 대한 청년

의 기본적인 권리, 미래에 생존하고 일상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한다. 청기행에

게 대기 커먼즈의 구성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당사자’ 중 하나로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청년 당사자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스스로를 ‘청년’이라 칭하는 청기행의 기후 운동은 몇몇 현실과 경험,

실재를 독특하게 연결함으로써 청년이 가지는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다.

대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관점, 지구나 바다를 하나의 자연으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대기 커먼즈는 여럿일 수 없다. 커먼즈를 만드

는 경험과 현실, 실재 등에 대한 세심한 구별 없이 커먼즈를 뭉뚱그려진 하나의

세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하나의 커먼즈가 가능하다.

하지만 커먼즈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독특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 맥락과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행위자는 실재에서 비롯한 무수한 현

실 중에서 극히 부분적인 관찰을 수행하고, 각자의 독특한 경험과 추론을 통해

커먼즈를 구성한다. 그런 커먼즈는 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복수의 내용과 방

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커먼즈를 구성하는 어떤 집단도 대기를 통해 발생

한 모든 사건과 현상을 관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관찰하며, 대기가 넓게 퍼져

있고 막힘없이 흐른다고 해서 누구나 대기를 동일하게 관찰하는 것도, 이를 바

탕으로 동일한 경험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대기 커먼즈는 관찰의존적으로 존

재하기에 대기 커먼즈의 규모, 범위, 대기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는(관리해야

하는) 주체와 방식 등은 모두 고정될 수 없다. 대기 커먼즈는 특정한 상황에 놓

인 행위자가 독특하게 관찰한 현실, 독특하게 구성한 경험, 독특하게 추론한 커

먼즈 구성/탈구성 기제 등을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연결 지음으로써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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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 커먼즈 정치: 구별과 정당화

각 사례들은 대기가 공동의 것이기에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하지

만 서로 다른 대기를 관찰하고 구성한다. 이러한 대기 커먼즈들은 수많은 구별

과 정당화를 통해 지탱된다.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구별은 대기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공동체에 대한 구별이다.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대기를

향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두’는 특정한 경계를 가진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 경계는 영토, 계급, 세대 등이다(표 14).

구분
반공해 단체의
반공해 운동

환경단체-환경부의
블루스카이 만들기

미대촉의
미세먼지 대응

청기행의 청년
기후 운동

경계 계급(민중)
영토(월드컵 개최

도시)
영토(한국) 세대(청년, 미래)

경계 내부 피해자, 당사자
시민 참여와

시민-정부 협력
(녹색)복지국가 피해자, 당사자

경계 바깥과의
관계

불평등, 적대 경쟁 경쟁, 적대 불평등, 적대

표 14. 대기 커먼즈 정치

주: 실선은 경계를, 점선은 대기를 나타낸다. 왼쪽 위 그림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림 24-1, 24-2, 24-3, 24-4.

<그림 24> 영토, 계급, 세대 정치를 통한 대기 커먼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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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토 정치

환경단체-환경부의 ‘블루스카이’ 만들기, 미대촉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영토

정치를 통해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다. 대기 커먼즈를 구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구별법이 영토(territory)라는 의미다. 영토란 배타적 주권이 할당된 공간을 일컫

는다. 배타적 주권이 할당된 공간으로서 시 군 구, 도시, 국가 등을 바라보고,

이러한 단위 영토를 통해 공간이 온전히 조직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영토주

의라고 부른다(Scholte, 2000; Faludi, 2013 재인용). 각 공간은 주권이 균질하게

행사되는 영토, 공간의 경계는 통제가 도달하는 한계선이다(Perkmann, 2007:

257). 영토주의의 특징은 제한된 영토에 주권을 행사하는, 제한된 상상의 정치

공동체를 상정하는 것이다(Fraser, 2008). 국민국가(nation-state)가 대표적인 예

다(Ibid.). 국민국가란 문화 집단으로서 민족(국민)과 정치체로서 국가를 접목시

키거나, 문화적 영향력(민족 또는 국민)과 법적 통제권(국가)의 범위를 일치시키

는 이념형이다(Brubaker, 2010).77) 영토주의에 기반을 둔 논의들은 계급적 불평

등 해소든, 경제적 재분배든, 문화적 인정이든 많은 문제를 영토에 근거하여 단

일하고 제한된 정치체를 당사자로 설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Fraser, 2008).

블루스카이 운동은 영토로서 도시를(그림 24-2), 미세먼지 대응 운동은 영토

로서 국가를 구별하여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4-3).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를, 미대촉의 미세먼지 대응 운

동에서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영토로 구별하고, 영토를 경계로 한 대기 커먼즈,

그래서 영토에 속한 자원이거나 그 자체로 영토가 된 대기 커먼즈를 보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영토 내부와

바깥을 바라본다.

블루스카이 운동에서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월드컵 개최 도시 대기오염의 주

범으로 꼽힌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 관리 정책 및 도시민의 자발적 실천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90년대 ‘환경’ 담론을 채택한 환경단체가 ‘환경문제의

근원을 산업혁명 이래 인간이 지녀왔던 가치관과 문화 자체’라고 보았던 것처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2: 1), 환경 담론의 확산 속에서 진행된 블루스카이

77) 국민국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분석적, 개념적 모델이다(Brubaker,

2010: 62). 국민국가는 문화집단과 정치체를, 혹은 문화적 소속과 법적 소속을, 혹은
시민권과 거주지를 접합시킨 모델로 논의되어 왔으나 다른 방식의 접합과 해석도

가능하다(Ibid.: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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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시민의 생활양식과 문화 자체가 대기를 탈커먼즈화한다고 추론한다. ‘시

민은 오염자이자 피해자’이며(녹색교통운동, 2001b: 3)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한

다’(환경정의시민연대 외, 2001; 녹색교통운동, 2001c)고 보았다. 이러한 구호는

영토 내 시민을 호출하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 즉 영토 내 대기를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계급 정치를 통해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 반공해 단체들의 주장과 비교해 보

면, 공청협과 같은 반공해 단체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품(예컨대 자동차)으

로 인해 공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상품 소비자인 시민에게 있지 않고 생

산자인 자본 계급에게 있다고 본다. ‘오염물질은 (시민이 아니라) 상품 생산과정

에서 자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일반 시민은 자본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

져 상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상품의 소비를 통해 단순히 이전(배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공청협, 1987b: 6). 그에 비해 블루스카이 운동에서

대기 커먼즈에 권한과 책임은 영토(도시) 내 도시민에게 있다고 본다.

한편, 미대촉은 한국이라는 영토를 구별하면서,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최소

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영토 에서 호출한다.78) 미

대촉은 국민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국가를

요구했다. 복지에 대한 요구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다른데, 예컨대 생태복

지(eco-welfare)에 대한 요구가 평등, 다양성, 자유, 페미니즘과 같은 가치를 환

경주의와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면(Fitzpatric, 2003) 생태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생태복지를 구현하는 장 또는 단위, 장치로서 ‘국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미대촉

은 미세먼지 기준이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보고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취

약한 국민인 아동을 위해 ‘국가’가 공기청정기 및 환기장치를 구매하여 보급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각자도생의 공기를 만들기 어려운 공간에서 보다 강

78)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개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
인지(예를들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개입할 것인가 혹은 불공정한 소득 격

차가 없는 평등한 생활수준을 만들도록 개입할 것인가) 등 복지국가의 세부 기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어떻게 국가 개입이 가능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과 제도를 통해 복지국가의 행위가 작동하는지 등 복지국가의 성립 조건과 작동 방
식도 다양하게 논의되나(정원오, 2010) 복지국가의 기본 틀은 국가의 세분화된 개입

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71 -

하게 나타난다. 각자도생의 공기란 마음 놓고 호흡하기 위해 개인이 재력과 기

술을 동원하여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공기를 말한다(전치형 외, 2021: 7). 미세

먼지를 얼굴 주변과 거실, 교실 단위의 작은 공간에서 몰아내고 개인에게 작고

쾌적한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기술은 각자도생의 공기를 제공한다(Ibid.). 미대

촉 회원들은 마스크와 에어필터를 이용해 대기 중 미세먼지가 호흡기 및 실내

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공기청정기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개인

이 그의 가족 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야외, 어린이집, 학

교 등에서 개인들이 마음껏 숨 쉴 공기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복지국가는 이러

한 곳의 공기를 관리하는 (녹색)복지 제도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영토 내

모든 곳에서 깨끗한 공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미대촉은 복지국가를

호출하면서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어린이집 및 학교에 공기청정기와 환기장

치 설치하기 등을 주요하게 요청한다.

국가에 대한 호출은 반공해 운동이나 청년 기후 운동에서도 이루어진다. 반공

해 단체 및 청기행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이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국가를 호출한다. 하지만 이때 공해병을 앓는

농어민이나 기후재난의 피해자들은 계급 및 세대 불평등을 드러내는 상징적 존

재들로,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을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위치다. 그에 비해 미세

먼지 대응 운동에서 취약 계층으로서 아동은 국가가 복지국가의 원리상 보호하

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할, 국가 의무 이행의 대상이다.

또, 미세먼지 대응 운동에서 공기청정기는 국가가 취약 계층에게 보급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복지국가라는 구별을 통해 정당화되는 반면, 계급적 틀

이 작동하는 반공해 운동에서 공기청정기는 ‘경제적 서열’을 보여주는 장치다

(공문연, 1983; 24-27). 반공해 단체들은 고소득자가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고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반면 궁핍한 사람은 정면으로 오염의 영

향을 받는다고 본다(Ibid.). 이렇게 보면, 공기청정기는 깨끗한 공기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장치, 바꾸어 말하면 구매력 있는 사람이 깨끗한 공기를 이용할 수 있

게 만드는 장치다.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커먼즈가 아니라 구매 가능한 재화로

변형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하지만 미대촉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구매력

으로 깨끗한 공기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아동)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영토에 대한 구별뿐만 아니라 영토가 아닌 것에 대한 구별도 수행된다. 영토

로 구별된 것과, 영토 아닌 것으로 구별된 것과의 관계 설정은 임의적이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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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카이 운동에서는 영토(한국 도시) 외부의 것으로서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

본의 도시를 관찰한다. 블루스카이를 만들고자 한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한국,

일본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20개 도시들의 대기질을 주요하게 관찰하고 비교

했다. 그리고 한국 도시의 대기 커먼즈와 일본 도시의 대기 커먼즈 사이에 경쟁

구도를 설정한다.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한국 도시의 대기 커먼즈가 그 도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국

도시가 일본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대기 커먼즈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비교했다.

미대촉은 영토의 바깥으로서 중국을 구별하고 한국과의 적대 관계를 설정한

다. 중국에서 많은 공장이 가동되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되고 있으며 공장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한국으로 확산, 이동한다

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막대한 양의 미세발암먼지로 인해

전국에 안전한 곳이 없다.’(미대촉, 2019.3.18.). 중국의 대기 커먼즈가 한국의 대

기 커먼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또, 미대촉은 영토의 외부로

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구별하고 한국과의 경쟁 관계를 설정한다. 미

대촉은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대기 환경 기준’을 가질 것을 국가에

요구했으며, 실제로 대기 환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 것을 경험했다

(미대촉, 2017.12.26.; 2018.12.5.). 이때 한국의 대기 커먼즈는 ‘선진국’의 대기 커

먼즈의 수준을 따라잡아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계급이 주요 구별법인 반공해 단체가 일본의 대기오염 및 공해를 관찰한 것

은 공해를 야기하는 자본-국가 연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는 민중 계급을 드러

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블루스카이, 미세먼지 대응 운동에서 특정 국가의 대기

질은 영토로 분할된 대기 커먼즈들 사이에 경쟁 관계 혹은 적대 관계를 설정하

는 준거점으로 작용했다.

사실 영토적 틀로 커먼즈를 구성하고 커먼즈에 대한 권리 공동체를 도출하는

방식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고정된 경계, 주어진 공동체를 기

준삼아 커먼즈를 정의하는 공동체 자치관리론(Ⅱ장 1절 나항)에는 커먼즈를 일

종의 공동체 영토로 취급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커먼즈를 신탁 관리할 공적 행

위자로서 주로 국가를 호명하는 공공신탁관리론(Ⅱ장 1절 다항)에서도 커먼즈가

국민국가의 영토로서 국민에게 유익하게끔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존

재한다.

환경단체-환경부의 블루스카이 만들기, 미대촉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처럼 영

토적 틀로 커먼즈를 구성하면 커먼즈 관리의 영역 및 방식이 비교적 확실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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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영토라는 구별이 경계를 고정해 주고, 경계 내부의 균질함을 보장해주

기 때문이다. 또, 국가를 경계로 삼으면 국민 또는 신탁관리자로서 국가가, 도시

를 경계로 삼으면 도시민 또는 도시 정부가, 지역을 경계로 삼으면 지역 거주자

등이 영토 내부 구성원으로서 주어지기에, 이들에게 커먼즈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영토 정치를 통해 제공받는 이러한 확실성은 커먼즈 관

리에 대한 일종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토 정치를 통해 구성된 대기 커먼즈에서는 대기가 <그림 24-2>,

<그림 24-3>과 같이 평평하고 납작한, 분할하여 (재)조직 가능한 격자 공간으

로 취급되기에 입체적이고 유동적인 흐름의 공간(the space of flow)에서 나타

나는 현상과 사건들이 누락될 수 있다. 흐름의 공간이란 고정되고 뿌리를 내린

장소의 공간(the space of places)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카스텔(Manuel

Castells)이 고안했다(Fraser, 2008: 49). 프레이저는 이 개념을 빌려, 영토 국가

관할권 내에 국한되지 않는 불의의 문제가 ‘흐름의 공간’에 속하는 힘에 의해

야기된다고 보았다(Ibid.). 흐름의 공간을 통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영토 안과 밖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기에 영토적 틀로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토

적 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영토적 틀 내에서 논의함으로써 또다른 불의

가 야기된다고 보았다(ibid.). 실제로 환경단체-환경부의 블루스카이 만들기와

미대촉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은 특정 도시, 특정 국가의

현재 대기질 상태이지 그렇게 대기가 배치된 역사가 아니다. 또한 영토를 근거

로, 현재 영토를 관할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동체를 호출하므로 현재 영토 범

위를 넘어서는 탈영토적 세력(예컨대 세계 무역 사슬로 연결된 화석연료 기반

산업, 국가의 성장 전략과 연결된 자동차 생산 체계 등)에 대한 추론과 문제제

기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대기 중의 물질이 확산되거나 누적되면서 시공간적

으로 대기에 공동 구속된 많은 이들이 영향 받으며, 이에 따라 불의가 시공간적

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영토 정치를 통한 대기 커먼즈의 구성은 이를 적극적으

로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계급과 세대 정치

반공해 단체들의 반공해 운동, 청기행의 청년 기후 운동은 각각 계급 정치와

세대 정치를 통해 대기 커먼즈를 구성한다. 두 사례에서 각각 계급론과 세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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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정형의 대기 공간으로부터 대기 커먼즈와 그에 귀속된 특별한 공동체를

도출해내는 방식이다(그림 24-1, 24-4).

계급론은 구조적 불평등이 계급 즉 경제적 지위 격차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관점이다(홍찬숙, 2014).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수직적, 위계적 노동지위

가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루어진다(Ibid.).79) 세대론은

불평등 구조를 세대 간 격차에서 찾는 논의다. 계급론, 세대론은 계급, 세대로

구별되는 집단 내부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단이 갖는 동질성을 추출하

여 불평등 구조를 설명한다. 그러나 노동지위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특정 계

급, 특정 세대로 무리 짓고 구별하느냐에 따라 계급, 세대 군집은 무수히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계급과 세대에 대한 구별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

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관찰될 수 있는 구별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관찰의존적

인 구별이다.

먼저, 반공해 운동에서는 계급 중에서 민중 계급을 구별한다. 반공해 단체에

게 민중 계급은 일차적으로 공해 피해를 심하게 겪은 공업단지 인근 주민들을,

넓게는 공해에 더 많이 노출되거나 공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

들을 의미했다. 민중으로 범주화된 이들은 ‘가난한’, ‘궁핍한’, ‘사회 경제적 지위

가 낮은’, ‘저액 소득자’, ‘노동자 계급’, ‘하층 중산계급’ 등이다(공문연, 1983;

24-27; 공민협, 1986: 4-5). 이때 공해 피해의 정도, 공해를 피할 수 있는 가능

성, 가난이나 궁핍의 정도, 사회 경제적 지위, 소득은 모두 연속적인 지표이고

노동지위는 무수히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로 구성된 ‘민중’ 계급

은 반공해 단체의 관찰에 의존하는 임의적인 구별이다. 즉 특정한 정도로 공해

피해를 받고, 특정한 정도로 소득이 낮고, 특정한 정도로 궁핍하며, 특정한 노동

지위를 갖는 그런 집단은, 반공해 단체들의 관찰에 의하면,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이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공단의 매연을 마시면서 중금속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농어민들’이다(공문연, 1985).

이러한 민중 계급에게는 피해자, 당사자 정체성이 부여된다. 반공해 단체는

공해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자 계급 내지 하층 중산계급’(공문연,

1983; 24-27)이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공해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공민협, 1986: 4-5)다고 보면서 민중 계급의 ‘피해’를 강조했다. 이러한 피

해는 대기 커먼즈를 만드는 기제로서 추론된 민중 운동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79) 계급론의 여러 갈래, 계층론과의 비교는 홍찬숙(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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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해 단체들은 공해에 노출된 연약한 민중이 강한 연대감으로 뭉쳐 공해에

대항해야 하며(공민협, 1986: 4-5), 공해의 일차적 책임자인 기업과 정부는 공해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누군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공문연, 1984a) 공해로

인해 피해를 겪는 민중이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공문연, 1984b)고 주장했다.

한편, 청기행은 세대 중에서 청년 미래 세대를 구별했다. 한국에서 세대론이

거의 대부분 ‘청년’에 대한 세대적 관심에 기초해 왔고, 세대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청년세대(그 밖의 세대와 구별되는 청년세대)에 대해 말하는 것과 거의

등치되어 온 상황에서(김선기, 2019: 85) 청기행의 세대 구별법은 이례적이지 않

다. 그럼에도 세대가 ‘청년’이라는 개념을 경유하지 않고도 어떤 방식으로든 구

성될 수 있고, ‘청년’이 무수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이질적인 집단임을 고려할

때, 청년에 대한 구별은 독특한 관찰, 경험, 추론 속에서 구성된 임의적인 구별

이라 할 수 있다.

청기행이 구별한 청년 미래 세대에도 피해자, 당사자 정체성이 부여되었다.

청기행에게 청년 미래 세대는 주로, 현재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직 태어

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더 치명적이고 직접적이고 오랫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경험하는 이들이다(청기행, 2020.4.1.). 청년 미래 세대는 기후재

난으로 타격받는 연약한 많은 이들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넓게 사용되기도 하는

데(청기행, 2019.5.24.; 2019.6.19.) 이때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취약성이 중

요한 구별 기준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청년 미래세대의 피해를 구별하는 것은

청기행이 당사자 운동을 주장하는 데에 핵심적인 근거다. 청기행은 청년이 기후

위기의 당사자로서 갖는 위기의식과 두려움, 절박함을 강조하고(청기행,

2019.9.21.), 청년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기후 행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정

부나 국회, 기업 등이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공해 단체와 청기행의 대기 커먼즈에서 계급과 세대 구별은 민중 계급과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구별로 수행되었고, 민중 계급, 청년 세대는 각각 피해

자, 당사자로 호출되었다. 이러한 피해자 구별은 민중이 아닌 것, 청년 세대가

아닌 것을 가해자로 구별하는 것과 연결된다.

반공해 단체는 민중의 반대 항에 자본(기업)과 국가를 놓음으로써 민중 대 자

본-국가 서사를 만들었다. 이윤추구에 집중한 대기업들은 대기를 독점하고 오염

시켜 주민의 생존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며(공민협, 1986) 이윤추구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해방지 기술개발과 방지투자가 가능한데도 미룬다(공문연, 1983). 또



- 176 -

정부는 기업의 공해 방지를 의무화하고 공해 방지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킬 권

한이 있는데도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공문연, 1983: 22) 심지어 공해 사실을 은

폐하려고 한다(정호경 김지하 외, 1985: 2). 이처럼 반공해 단체는 공해를 생산

하는 가해자인 자본-국가 연합과 피해자인 민중 사이에 불평등 관계, 지배/피지

배 관계를 설정했다.

반공해 단체에서 피해자 민중이 아닌 것으로서 자본과 국가가 설정되었다면,

청기행에게 피해받는 청년 미래 세대의 반대 항으로는 기후위기를 방관하는 어

른 기성세대, 그리고 청년 미래 세대를 담보 삼아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정부,

국회, 기업 등이 설정되었다. 기성세대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무사안

일한 태도를 보이며(청기행, 2019.3.3.) 위기를 모른척하고 방관한다(청기행,

2019.6.18.).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회가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는

다(청기행, 2020.7.6.). 청기행은 정부, 기업, 국회를 포함한 어른 기성세대를 청

년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로 설정하면서 청년 미래세대와 어른

기성세대 사이의 불평등 관계, 피지배/지배 관계를 강조한다.

반공해 단체와 청기행의 대기 커먼즈는 피지배/지배 관계를 부각시키고 피지

배 집단(피지배 계급, 피지배 세대)의 자율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을 통해 현 피

지배/지배 체제를 변화시켜 커먼즈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체제 대항론(Ⅱ

장 1절 마항)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또, 지배 논리로서 자본과 국가를

설정한다는 점도 체제 대항론과 유사한 지점이다.

반공해 단체, 청기행이 각각 구성한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대기, 세대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는 영토를 가로질러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공동체를 호출하는 데

에 유용해 보인다. 이는 특정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 탈영토적 불의(Fraser,

2008), 시공을 초월해 나타나는 느린 폭력(Nixon, 2013)을 가시화하면서 커먼즈

에 대한 권리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공해 단체는 공업단지의 대기오

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이라는 경계 내에 머물지 않고 직업, 소득 등의 경계를 따

라 이동하고 확산된다는 점을, 청기행은 현재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남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시공간적 탈영토성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고려를 요구했다. 또 취약성과 피해를 강도 높게 드러냄으로써 커

먼즈 관리의 긴급함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선명해질수록, 특히 피해자를 결정권 없는

무고한 이들로, 가해자를 결정권이 있는데도 가해 행위를 한 악인처럼 다룰수록

계급과 세대 구별의 정당화는 어려워진다.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에 연루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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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계급이나 세대를 기준으로 균질화하기 어렵고, 결정권을 가지는지 여부,

권리 침해의 수준 또한 특정 계급이나 세대를 기준으로 동등하게 구성되지 않

는다. 계급과 세대 구성은 언제나 임의적이고, 어떻게 구성된 계급 및 세대이든

이질적인 집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계급이나 세대를 무고한 피해자로

그 외부를 자명한 가해자로 구별할수록 그 구별의 정당성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 집단에게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틀은 집단의 이질

적인 정체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자 집단은 피해와 고통의 표상이

아니다. 울산 공업단지 조성 당시 울산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본가가 되어 수익

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대, 공업단지를 통해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

등이 표출되기도 했다(김진현, 1962.2.9.). 또한 특정 집단이 피해자라는 사실에

서 도출된 구별은 실제로 피해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집단들의 피해를 비교하

면서 억울함, 박탈감을 호소하는 방식이 될 위험이 있다. 어른세대가 만들어 놓

은 세상에서 피해 받으며 살아야 하는 부당함(청기행, 2019.10.7.)과 억울함(청기

행, 2019.9.28.)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자 청년과 가해자 어른을 선명하게 구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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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 커먼즈 정치 연구의 함의

이 절에서는 대기 커먼즈 정치에 대한 연구가 환경 보전 이론과 실천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환경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논의한다.

가. 환경보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

환경, 자연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은 많은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유롭게 발전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각자도생의 길이 아니라 공

생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할 때, 커먼즈 만들기(commoning)는 환경을 보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일찍이 환경보전론자들이 커먼즈라는 개념에 주목한 것

처럼(Bollier, 2007), 커먼즈는 함께 보전해야 할 공동의 것을 명명하면서 공동의

권리, 책임, 의무, 윤리 등을 만들고 논의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커먼즈 이론과 실천은 환경보전 이론과 실천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커먼즈를 구성하는 과정은 늘 정치적이

다. 커먼즈 정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커먼즈 이론 및 실천은 환경 혹은 자연을

커먼즈로 보전하자는 선언에 그치거나 커먼즈 관리 접근에 몰두한 채 커먼즈

정치에서 촉발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논의들을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커먼즈 이론 중 공동체 자치관리론에 따르면, 대기 커먼즈는 고정된

물리적 속성(예컨대 큰 규모의 자원, 비배제성 등)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고, 이

러한 속성에 따라 공동체의 경계가 자연스레 결정된다. 대기는 규모가 큰 자원

으로 분류되므로 여러 공동체들의 연합 혹은 지구 공동체로 커먼즈 관리 공동

체가 설정되고, 이 공동체들의 연합이 어떻게 대기에 대한 공동 관리 제도를 만

들 수 있을지가 논의된다. 하지만 이 연구 사례인 블루스카이 운동을 살펴보면,

‘월드컵 개최 도시’라는 대기 커먼즈의 경계는 대기라는 자원의 물리적 속성에

따라 부여된 절대적인 경계가 아니다. 월드컵 개최를 독특한 방식으로 관찰한

행위자가 설정한 경계다. 또한 월드컵 개최라는 독특한 상황에 놓여있는 환경단

체와 환경부는 무한하게 크거나 무수히 많은 지역을 아우르는 대기 커먼즈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월드컵 개최라는 상황에 맞추어 10개의 월드컵 개최 도시

의 대기라는 적당한 규모의 대기 커먼즈를 설정한다.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

라 하더라도 대기 중의 모든 물질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황산화물, 질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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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오존의 농도와 자동차 배기가스와의 연관성을 관찰하고 일본 월드컵 개최

도시의 대기와 비교한다. 그리고 ‘환경 월드컵’의 성패, 해당 도시의 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는 틀 속에서 대기 보전의 방법과 범위, 수준 등을 결

정한다. 공동체 자치관리론은 커먼즈를 보전함에 있어 커먼즈와 공동체가 누구

에 의해 어떻게 구별되고 결정되는지를 질문하지 않은 채, 대기를 큰 규모의 자

원으로 고정하고 지구 공동체나 공동체 연합처럼 큰 규모의 공동체를 성급하게

소환한다.

커먼즈론 중 대기처럼 규모가 큰 커먼즈를 보전하는데 적합한 모델로 여겨지

는 삼두 체제론은 큰 규모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 시민에 ‘파트너 국

가’와 ‘윤리적 기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커먼즈의 규모와 경계를

선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동체 자치관리론과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뿐

만 아니라 자발적 시민과 파트너 국가, 윤리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어떤 상황

에서 누구에 의해 요구된 파트너십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된 파트너십인지 등

에 대한 질문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커먼즈들에서 시민, 국가, 기업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네 사례에

서 국가, 기업, 시민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체제 대항론에서도 보전할 커먼즈가 행위자의 부분적인 관찰에 의존한다는

점, 커먼즈에 대한 경험과 추론이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상이

하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탈커먼즈의 기제를 자본주의 국가-시장 체

제로 고정시킨 채, 그러한 기제가 누구의 어떤 경험에서 추론될 수 있는지, 어

떤 사건이나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그러한 추론이 가능한지 등을 상당히 생략하

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시장 체제를 탈커먼즈의 기제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반공해 운동, 청년 기후 운동이 체제 저항론과 맞닿아 있지만 각각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대기 커먼즈를 체제 저항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반공해 운동과 청년 기후 운동의 대기 커먼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과 2010년대 스스로를 청년이라 일컫는 집단

이 다른 상황과 맥락에 위치한 행위자라는 점,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서로 다른

현상과 사건을 관찰하고 ‘민중’, ‘청년’이라는 틀을 통해 계급적, 세대적으로 불

평등한 대기를 구성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급론, 세대론으로 구별되는

대기 커먼즈는 서로 다른 관찰과 경험과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 체제 대항론은

끊임없는 비물질 노동을 생산함으로써, 또는 재생산 영역을 자기 통치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시장 체제를 넘어 커먼즈를 보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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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즈가 어떤 맥락에서 누구의 관찰과 경험과 추론에 의거한 것인지를 상세하게

밝히지 않는다. 또는 그럴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시장 체제에

대항하는 커먼즈들이 마치 동일한 국가-시장 체계를 추론하는 것 같은, 커먼즈

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가치나 논리가 존재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환경보전 이론과 실천으로서 커먼즈 이론과 실천은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환경 또는 자연이 커먼즈라고 주장하거나 커먼즈 보전의 당위성을 주장

하는데 그칠 수 있다. 커먼즈의 보전 방안을 구상하면서도 커먼즈를 주어진 실

체로 고정시킬 수도, 커먼즈에 대한 관찰과 경험, 추론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행위자와 그 행위자가 연결시키는 부분적

인 현실, 경험, 실재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커먼즈 이론과 실천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환경보전 이론 및 실천으로서 커먼즈

이론 및 실천은 누가, 무엇을 보전해야 할 커먼즈로 이야기하는지, 어떤 관찰과

경험, 추론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어떤 맥락과 입장에 적절하도록 구성된 논의

인지 등을 보다 세심하게 따져볼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이 될 필요가 있다.

나. 환경교육적 함의

환경 및 환경 보전에 대한 서사가 활발하게 생산되는 장 중 하나는 환경교육

이다. 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천에서 환경은 (a)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하는 순

수하고 경이로운 ‘자연’ 혹은 (b)공동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탱해주는 유산으로서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나타난다(Sauvé, 1996). 환경은 (c)오염물질로부터 위협

받고 악화되는 ‘문제’적 속성을 가진 것, 따라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d)알고

배우고 계획하고 돌봐야 하는 삶의 터전으로도 여겨지며, (e)많은 사물과 개체

들이 상호의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생물권, (f)공동의 생활공간이기에 공동의 참

여가 필요한 것으로도 여겨진다(Ibid.).80) 환경에 관한 다양한 서사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생태학의 다중 자연 논의나 커먼즈의

정치적 존재론에 입각하여 볼 때, 크게 세 지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환경을 인간 밖에 존재하는 고정된 물리적 세계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환경교육에서 환경은 많은 경우, 순수한 자연으로 보든(a) 인간에게 주어진 유

80) 소베(Lucie Sauvé)의 환경교육 담론 및 실천 조사에 따르면, 환경교육에서 환경은 6

가지 정도의 전형적인 개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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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서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보든(b) 인간 밖에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기다

리는 물리적 세계다. 이러한 입장은 정치생태학에서 비판하는 비(非)정치생태학

적 입장으로,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환경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선명하

게 구분하고 그 거리를 넓히면서, 정치적으로 (이미)구성된 존재로서 자연을 인

정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도 거듭 확인되듯이, 대기는 인간 저편에 순수한 물

질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인간이 관리해야 할 자원도 아니다. 대기는 불

평등하게 존재하기도 하고, 경쟁력이나 위험으로서도 존재한다. 대기는 매순간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고 변형된다.

둘째, 환경에 대하여 관리주의적, 문제해결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다. 환경오염

이 악화되었다거나(c) 인간의 환경 이용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점(b)에서 출발하

여 최종적으로 어떻게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환경을 관리할 것인지

에만 관심을 가질 때, 환경의 오염/비오염, 지속가능/불가능을 재단하는 정치적

실천은 생략되기 쉽다. 환경의 오염/비오염, 지속가능/불가능에 대한 확실성 위

에서만 관리 및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 있는데, 관리주의적,

문제해결적 접근은 손쉽게 그 확실성을 부여하고 내재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린다. 이 연구에서 커먼즈 관리 접근이 아닌 커먼즈 정치 접근을 취한 것

은 바다, 숲 등에 대한 많은 커먼즈 연구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을 고안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커먼즈의 존재론적 역동성을 상당부분 생략했

기 때문이다.

셋째, 이질적인 행위자와 복수의 세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이다. 환경을 공

동의 터전이나 공간(d, e), 그래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야하는 것(f)으로

볼 때에도 그 ‘공동’의 경계는 이질적이다. 누가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관찰하

면서, 어떤 경험과 추론을 하느냐에 따라 ‘공동’을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공동의 것으로서 대기를 보전하려는 행위들이 서로 다른 관찰, 경험,

추론에 따라 ‘공동’을 계급, 도시, 국가, 세대 등을 경계로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환경을 공동의 것으로 보더라도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면서 ‘공동’

을 이야기하는지, 어디까지 ‘공동’이라는 경계를 긋는지, 어떤 상태를 공동이 함

께 살아가고 누리기 좋은 상태라고 보는지, 누구의 입장에서 그러한지 등에 따

라 공동의 터전, 공존의 공간, 공동으로 만드는 과정은 달리 존재한다. 환경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공동의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행위자의 맥

락과 관찰에 의존하여 다중적으로 존재한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한다면, 즉 환경과 자연의 존재론을 재고하고, 환경 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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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경계하면서, 초월적 관찰자와 유일한 세계에 대한 가정 대신 이질적인 관

찰자, 복수의 세계를 고려한다면, 그간 환경교육에서 진행되어 온 도구주의 대

다원주의 논쟁 구도를 넘어서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a)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과 (b)비결정론적 환경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새로운 논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a)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환경교육이 일종의

도구나 수단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환경(보전)을 위

한 교육이 도구주의적이고, 선결정된 보전 지식과 행동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기에 자유의 가치에 반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한다(Wals, 2010). 그

래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도구주의로 남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Sauvé, 2005). (b)환경교육이 비결정론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은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열린 토론, 의사결정 교육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비결정론적 환경교육이 내포하는 다

원주의가 상대주의로 빠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한다(Callicott, 1990; Kopnina,

2012). ‘왜 환경교육이 도구적이면 안 되는가’를 질문하면서 끊임없는 논쟁이 환

경보전의 가치와 책임을 담보하지 않으며, 보전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Kopnina, 2012).

하지만 커먼즈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관찰, 경험, 추론되지 않는다는 이 연

구를 고려할 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전 규범, 보전 행위들을 교육

에서 제시하기 어렵다. 또 모든 학습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보전의

책임과 윤리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이 선결정된 보

전 지식과 기술, 행동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도구적이거나 반자유적이라

서보다는 성립 불가능한 존재론과 인식론에 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어떤 환경을 공동의 것으로 보전하고자 하더라도 ‘환경’과 ‘보전’은 다르

게 존재하며, 그것의 커먼즈화/탈커먼즈화의 기제는 다르게 추론되고 보전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 책임, 윤리 또한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이 이질적인 행위자의 세계에서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들, 환경들, 커먼

즈들을 고려할 수 있다면, 그러한 교육은 자유나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의 관찰과 경험, 추론으로 구축한 세계에 책임을

다하면서 커먼즈를 만들어나가는 실천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환경교육은 스

스로의 세계에서 보전을 실천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가

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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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정론적 환경교육은 임의적이고 논쟁적인 보전의 의미를 재검토할 가능성

을 열어두므로 서로 다른 행위자와 그 입장들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비결정론

적 환경교육의 반대론자들의 적절한 지적처럼, 다원주의 속에서 책임과 윤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원주의적 논의는 실재를 어떻

게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인식하는가 하는 인식론적 차이와 갈등에 주목하지만

바로 그 실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Blaser,

2013). 누구에게나 주어진 객관적, 중립적인 자연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모종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보편타당

한 책임과 윤리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전의 책임과 윤리 자체

를 소거해서는 안 된다.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이 연구의 한 축은

인식론적 다원주의를 넘어서는 존재론적 다중성(ontological multiplicity)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단지 여러 행위자에 의해 보전할 커먼즈와 보전의 의미가 다

양하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다원주의) 각종 사물과 관찰, 경험, 지식, 추론 등

의 독특한 연결로서 보전의 세계‘들’, 커먼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

들에는 커먼즈에 대한 나름의 권리들, 책임들, 윤리들이 있다. 비결정론적 환경

교육은 객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발명품

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Foerster, & Pörksen, 1999) 새로운 윤리와 책임을 구

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환경교육은 학습자가 관찰가능한 현실들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의 세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의 세계 만들기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한 개입의 목적은 학습자가 특정한 세

계를 만들도록 도달점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세계를 교정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초월적 비판) 학습자가 보지 못하는(않는) 것을 보게끔 하거나 다른 윤

리, 다른 진리,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드러내는(관찰의존적 비판) 데에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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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대기는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가? 대기 보전 행위들은 모두

를 위한 보편타당한 실천인가? 이 연구는 정치생태학적, 커먼즈 정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기 기후 운동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대기는 보편적 중립적

실체가 아니라 다중적, 관찰의존적 구성물임을 보였다. 또, 누구에게나 보편타당

한 보전 행위 목록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전 행위는 언제나 관찰의존적인

세계, 독특한 경험들, 추론들의 연결로 존재하는 다중적 세계 만들기의 일부임

을 보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는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취한다. 정치생태학은 자연을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보거나, 인간 밖에 존재하는 고정된 물리적 실체로 보는 비정

치생태학에 도전하는 접근법이다.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취하면, 늘 인간 저편에

고정되어 있는 자연, 누구나에게 주어진 거대하고 균질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

라 정치적으로 생산되고 틀지어지는 구성물로서 대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대기 보전 행위 또한 진공 상태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맥락과 의미

를 담지하며 정치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커먼즈 정치’ 접근법을 취한다. 대기를 커먼즈로 보는 관점,

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거나, 대기를 교환가치에 따라 분할 가능한 자원으

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공동의 것이라고 두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공동의

쟁점과 질문을 따라 대기를 사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경

제력이 크다고 해서 대기를 더 많이 이용할(또는 오염시킬) 권리가 있는가?’와

같은 책임과 윤리적 쟁점을 제기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러나 대기 커먼즈라는

관점의 유용함에도, 많은 커먼즈 논의들이 ‘커먼즈 관리’ 접근에 몰두하여 커먼

즈를 객관적, 물리적 실체로 고정시킨 후 ‘커먼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답하고자 했다. 대기를 커먼즈로 관리할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커

먼즈 관리 접근에 치중하면 대기 커먼즈의 성공적 관리가 주요 관심사가 되다

보니 대기 자체는 이용 관리 대상인 한 덩어리의 물질에 불과해 진다. 그에 반

해 ‘커먼즈 정치’ 접근은 커먼즈의 성격이나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체

는 자명하거나 미리 주어져 있지 않고 일정한 종류의 실천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대기 커먼즈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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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구상하는 대신 커먼즈 정치 접근을 통해 어떻게 서로 다른 세계에서 대기

커먼즈가 구성되는지를 탐색한다.

정치생태학적, 커먼즈 정치적 접근을 바탕으로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이라는

분석틀을 고안하여 대기 기후 운동을 분석했다. 이 분석틀은 (a) 정치생태학의

다중 자연 논의를 채택하고, (b)커먼즈 정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필요

한 이질적인 행위자와 그의 관찰, 경험, 추론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바스

카의 비판적 실재론을 변형하여 고안한 것이다. 고유한 구별과 정당화 즉, 정치

를 통해 대기 커먼즈가 구성되는 과정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상황적 맥락 속에

서, 어떤 현실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어떤 독특한 경험으로 구성하

며, 어떠한 실재들을 절개하여 추론해 내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살

펴볼 수 있다. ‘대기의 정치적 존재론’이라는 분석틀은 관찰의존적인 세계를 산

출하는 이질적인 행위자와, 경험, 현실, 실재 등 존재의 층위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생태학적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의 네 가지 대기 기후 운동을 분석했다. 이 연

구는 특정한 상황적 맥락에서 대기에 독특한 경계가 지어지면서 이야기되고 규

정되며, 대기 커먼즈가 고유한 방식으로 틀지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기 기후 운동은 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분석한 사례는 1970

∼80년대 반공해 단체들의 반공해 운동, 2000년대 초반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파트너십으로 진행한 블루스카이 운동, 2010년대 자녀를 둔 부모(특히 여성)들

이 주축이 된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합니다’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소년 기

후 행동’의 청년 기후 운동 등이다. 각 사례는 모두 대기 중 특정 물질(공업 부

산물, 도시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탄소산화물 등)을 관찰하면서 대기를 일정

수준으로 보전한 사례이자, 수년 간 운동이 지속되면서 운동 고유의 관찰과 추

론이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생산, 재생산된 사례다.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대기가 보편적 중립적 실체가 아니라 다중적, 관찰의존

적 구성물임을 확인했다. 네 가지 사례에서 대기는 하나의 공통된 덩어리가 아

니라 서로 다른 형태와 성질로 구성된다.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대기, 경쟁력 있

는 대기, 위험한 대기, 세대적으로 불평등한 대기 등이 그것이다. 대기는 중립적

이고 객관적 실체로서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고 보편적으로 주어진 자연으로 존

재하기보다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질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된 대기‘들’로

존재한다.

또한, 보전 행위는 언제나 관찰의존적인 세계, 독특한 경험들, 추론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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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는 다중적 세계 만들기의 일부임을 확인했다. 네 사례는 계급과 세대,

영토(도시, 국가)를 경계 삼아 대기 커먼즈를 구분하고, 그 경계를 통해 서로 다

른 공동체를 호출한다. 민중, 시민, 복지국가, 청년과 미래세대 등이 그것이다.

민중을 호출한 반공해 운동은 자본-국가 대 민중이라는 서사를 통해 대기 커먼

즈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 시민을 호출한 블루스카이 운

동은 시민이 도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동차를 점검하는 등 대기 커먼즈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를 강조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복지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취약계층인 아동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이

행함으로써 국민의 대기 커먼즈가 보전될 수 있다고 본다. 청년을 당사자로 호

출한 ‘청소년기후행동’은 청년과 미래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이 대기 커먼즈에 대한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 미래에 생존할 권리를 침해한

다고 보면서, 당사자 운동을 강조한다. 네 사례에서 대기와 대기 커먼즈는 이질

적인 행위자들의 관찰과 경험, 추론에 의거한 무수한 구별들과, 이에 대한 정당

화를 통해, 즉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대기 커먼즈가 진공 상태가 아니라 독특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만

존재하며, 그 맥락과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행위자는 실재에서 비롯한

무수한 현실 중에서 극히 부분적인 관찰을 수행하고, 각자의 독특한 경험과 추

론을 통해 커먼즈를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대기 커먼즈는 늘 구체적

인 상황 속에서 복수의 내용과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커먼즈를 구성하

는 어떤 행위자도 대기를 통해 발생한 모든 사건과 현상을 관찰할 수 없고 부

분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으며, 대기가 넓게 퍼져있고 막힘없이 흐른다고 해서

누구나 대기를 동일하게 관찰하는 것도,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경험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대기 커먼즈는 관찰의존적으로 존재하기에 대기 커먼즈의 규모,

범위, 대기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는(관리해야 하는) 주체와 방식 등은 모두 고

정될 수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경보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 그리고 환경교육

적 함의를 가진다. 커먼즈론은 환경보전 이론으로서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며 커

먼즈를 만드는 과정은 환경을 보전하는 실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커먼즈를 만드는 과정은 늘 정치적이다. 커먼즈 정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

연 혹은 환경을 커먼즈로 보전하자는 선언에 그치거나 커먼즈 관리 접근에만

매몰될 수 있다. 선언에 그친 커먼즈론은 실천의 동력을 상실하기 쉽고, 관리주

의에 빠진 커먼즈론은 세계의 역동성과 다중성을 모두 소거하기에 세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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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을 감소시킨다. 환경보전 이론 및 실천으로서 커먼즈 이론 및 실천은 누

가, 무엇을 보전해야 할 커먼즈로 이야기하는지, 어떤 관찰과 경험, 추론에 근거

한 이야기인지, 어떤 맥락과 입장에 적절하도록 구성된 논의인지 등을 보다 세

심하게 따져볼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이 될 필요가 있다.

정치생태학적 관점을 옹호하며, 관찰의존적 세계에서 구성되는 커먼즈의 정치

적 존재론을 탐구한 이 연구는 환경교육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환

경교육 이론 및 실천에서 유지해 온 자연의 존재론, 즉 인간 밖에 존재하는 객

관적이고 물리적 세계로서 환경 및 자연에 대한 관점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환경교육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관리주의, 문제해결주

의를 경계하면서, 초월적 관찰자와 유일한 세계에 대한 가정 대신 이질적인 관

찰자, 복수의 세계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커먼즈가 정치적으로 구성

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관찰, 경험, 추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

교육에서도 더 이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전 규범, 보전 행위들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기 어렵다. 커먼즈에 대한 권리나 책임 또한 모든 학습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으로 다룰 수 없다. 환경교육에서는 이질적인 행위자의 세계에서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들, 환경들, 커먼즈들, 윤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환경보전 이론과 실천의 과제는 고유의 정치를 통해 가능한 또다른 세

계를 창안하는 이론 및 실천이 되는 것이다. 여러 세계들이 다중적으로 존재한

다고 보는,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구축할 때 커먼즈로

보전되는 것들, 보전의 세계들에 대한 풍성하고 변화무쌍한 이야기들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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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the atmospheric commons depicts the atmosphere as a

commons that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conservation practices in the face

of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t can aid in the support of emission

regulations and assist in demonstrating civ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atmosphere, while nobody has more rights to the atmosphere. It also has

the potential to address social and ethical issues that arise from the

commons without turning humans into dependent variables in a market

economy. Many of the discussions on the atmospheric commons, however,

take a managerial approach to the commons. With a managerial approach,

the atmosphere appears as a massive homogeneous mass outside of humans

that is objective and neutral, ready to be used and managed by human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need for a (new) ontology and methodology

to explore the atmospheric commons. With ‘Political ontolog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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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ospheric commons (PAC)’, a newly designed framework in this study

that shows how the atmosphere is constituted based on the actor’s

observation, the political constitution of the atmospheric commons is

explored. PAC is, first, adopting the discussion of multiple natures of the

political ecology, which situate nature in the connection with various things,

knowledge, and institutions, and see nature as a multiple. Second, PAC is a

modified framework of Bhaskar’s critical realism that allows for simultaneous

analysis of heterogeneous actors and their observations, experiences, and

inferences necessary to illustrate the politics of the commons. The political

practices that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are distinguishing, ordering,

and justifying,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points out that the commons

are consisting of multiple distinctions, orders, and justifications. In other

words, investigating the political constitution of the atmospheric commons

request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do actors ‘partially’ observe among

the myriad events and phenomena when they are commoning the

atmosphere? What experiences do they create and justify, despite the myriad

possibilities? And how do they infer the mechanism of commoning or

de-commoning by dividing and incising the real? Using the framework of

PAC,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ow partial observations, experiences,

and inferences of heterogeneous actors are used to construct the atmospheric

commons by cutting out and incising the actual and the real.

Four case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agains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are examined: the Movement Against

Industrial Pollution (MIP) of the civic group advocated for the removal of

industrial pollution in the 1970s and 1980s; the Movement for Blue-Sky

(MBS)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environmental NGOs and the

government in early 2000s; the Movement Against Particulate Matter (MPM)

of a parents’ group especially a women’s group with child in 2010s; and the

Youth Movement Against Climate Change (YMC) of the youth group in

2010s. These cases are a kind of conservation practice that addresses

specific substances in the atmosphere such as industrial by-products,

automobile exhaust gas, particulate matter, carbon dioxide, and so 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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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of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The atmosphere is the commons in all four cases which is constructed in

different ways with partial observations, experiences, and inferences. In the

context of the democratic mo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heavy-chemical

industry in South Korea in the 1970s, MIP constructs an undemocratic

atmosphere. While co-hosting a mega event of the 2002 World Cup in South

Korea and Japan, MBS of environmental NGOs and the government creates

the competitive atmosphere. MPM of the parents’ group called ‘Urging the

Response for the Particulate Matter (URPM)’ constructs the risky

atmosphere. And, the last, the YMC of the youth group called ‘Youth

Climate Action (YCA)’ construct an atmosphere that is generationally

unequal or unjust

In each case, class, territory(city, nation), and generation are used to

distinguish atmospheric commons, and these boundaries identify different

communities: the populace called ‘Minjung’ in Korean, citizens in the city,

nation of welfare state, and youth or future generation. According to MIP,

the populace’s rights to the atmospheric commons exist, and these rights can

be restored through a populace movement against the state-capital alliance.

MBS, calling for citizens, emphasizes citizen participation, such as monitoring

air quality in cities, particularly those hosting the World Cup, and checking

their car’s emissions. MPM of URPM sees that the nation’s atmospheric

commons can be conserved by fulfilling the welfar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nation and the vulnerable, such as children. YMC of YCA, which

refers to youth as stakeholders, recognizes that the adult generation,

particularly th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and corporations, ignore and

exclude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and emphasizes the stakeholder

movement that raises a voice for the basic rights to the atmospheric

commons and the ability to survive in the future of youth. The atmosphere

and atmospheric commons are constructed politically in each of the four

cases, i.e., through a series of distinctions and justifications based on partial

observations, experiences, and inferences from heterogeneous actor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tmospheric commons exist only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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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al context, not in a vacuum, and that actors who must rely on the

situational context can only make partial observations and construct the

commons based on their limited and unique experience and inferences. Such

atmospheric commons is bound to exist in multiple. Even if the atmosphere

appears to be a homogeneous mass that is widely spread out, no actors

constructing the commons can observe all, and no one observes it in the

same way. Atmospheric commons is observation-dependant, which means

that the size or scope of the atmospheric commons cannot be determined

objectively, and the actors or methods that can or should manage the

atmospheric commons cannot be fixed either.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education can be found in this study. Creating commons, or

commoning, is a kind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acti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using the concept of the commons can be limited to

the declaration to conserve nature as a commons, or it can become

engrossed in the managerial approach to the commons if the conservation

theories or practices fail to recognize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commons

is always political, and if it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multiplicity of the

commons with heterogeneous actors. It is easy to lose the power of practice

when the commons is only used for declaration, and the managerial

approach eliminates all the dynamics that exist in multiple natures with

numerous different observations. Given the diversity of observations,

experiences, and inferences, as well as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the

commons, it is difficult to provide universally valid knowledge, norms, and

actions for conservation to learners in environment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commons are not predetermin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deal with multiple natures, environments, commons, and

ethics in the worlds of heterogeneous actors in environmental education.

keywords : Atmospheric commons, Political ecology, Politics of the

commons, Political ontology of the atmosphere, Multipl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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