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학 관련 주제로서의 

“환경문제”뼈 대한 분과토론 보고 

오순회 외. 

1. 환경문제예 대한 재판 

1.1. 돌어가는 말 

독일학 강의 대상으로서 환경문제가 다후기 쉬운 문쩨는 결코 아니지 

만， 독일이 환경문째에 쏟아붓는 열의를 고려하면 - 여기에 대해서는 1.2. 

절에서 부연될 것이다 - 환경문제가 한번용 짚고 념어가야하는 문쩨가 아 

닌가 하는 의식율 업사리 멸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의， 척어도 서율과 

같온 대도시의 환청문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2) 더 나아가 환경폼째는 

지구적인 시의성올 갖고 있기까지 하다는 사실올 상기하게 되면 문제는 

진지해지기 시착한다. 그래서 우리 분과는 단순한 방식으로나마 어느 정 

도는 독일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일벌이 펼요하다는 철론에 이르렀다. 

1.2. 환경선진국으로서의 혹일 

주요국가률을 환경문제에 대용하는 자세훌 기준으로 봄휴해놓온 흉계 

에 의하면， 독일은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스혜덴， 일본 동과 더불어 제 1 
그룹 - 환경선도그롭 - 에 속한다. 환경보호훌 위한 투자변에서도 독일용 

수위그홉에 속한다. 단객인 예가 째끗해지고 있는 라인강이다. ‘째꿋혜천 

라인강’온 ‘오염된 라인강’율 천제로 하는 것이며 이 전제의 역사는 “라인 

강의 기척”으로 곧장 거슬러 율라간다. “라인강의 기적”온 주지하다시피 

* 사회， 문화볼과(홍성팡， 황총민， 심회섭， 김길용， 오순회， 이용주， 황송환) 
2) 김 상종: 세계의 민간환경운동. 실린 곳: 시민율 위한 환경교실， 푸혼산 1없3 

년， 2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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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한강의 기적”의 모법으로도 작용했던 것이다. “기척”에 부수된 “오 

염”온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 물옴온 공동의 논의에 부철 수도 있율 것 

이고 또는 참여학생의 개별 연구보고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일의 언론올 관찰하다보면 이 나라가 엄살을 잘 떠는 나라라는 인상 

을 받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 우리 분과에서 거론되었다. 예컨대 슈바르츠 

발트는 온통 썩어버린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률 낳게 만드는 보도에서도 

이 “엄살”은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엄살이 아니라 이 엄살율 유효 

하게 하는 독일국민의 비교쩍 높은 환경의식이다. 통계학적인 수치에 의 

폰하지 않더라도， 독일의 초퉁학교 교과서훌 한번 일별한 경험이 있는 사 

람은 그 교과서에서 환경의식의 함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결쿄 만만 

한 수준이 아니었융융 기억할 것이다. 

1.3. 환경문제의 대두와 흐륨 

독일은 어떻게 환경션진국이 되었옳까? 이 질문은 70년대에 본질객인 

중요성율 획득한다. 라인강의 기척으로 불리는 정계척 l흙홈온 그 푸산물 

로서 환경오염율 낳었고， 이에 대한 건강한 시민의식의 대용이 이른바 

“시 민주도운동 Bürgerinitiative "3)과 같온 차원으로 표출되 었다. 이 시민운 

동의 갱쳐세력확가 지급의 Bündnis 00 / Die GRÜNEN 으로까지 이어진 

다. 

환경은 큰 문제이다. 이는 정부차원외 문제해결이 없이 시민운동만으 

로 현재의 상태에 도훨했으리라는 추측율 주춤하게 만든다. 독일정부는 

늦어도 80년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갱푸차훤의 척극게업의 근저에는 야당에 정책척 이니셔티브톨 주지않으 

려는 정략적 의도도 깔려있을 것이다. ，，Inforrna디onen께라는 독얼의 정치 

3) 시민주도운동의 뿌리는 ‘68혁명’으로 일컬어지는 60년대 말의 정치상황과 연 
판이 깊다. 높아진 생활수준파 정치참여의식의 확산， 그에 상용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능력둥에 대한 실망으로 사민당에 걸었던 기대가 대폭 줄면서 건 
전한 시민롤의 연대에 의한 독자척 정치쩨력화훌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민주도훈동에 참여한 인웬수는 “낙판객인 명가에 따르면>> 70년대말까지 

• 2-5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송태수: 독일 녹색정치와 지방자치‘ 실린 곳: 환 
경과 생명， 94년 여륨 호， 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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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잡지 90년호는 전체가 환경이라는 테마에 할애되어 있는데 톡일의 주 

요 여 • 야 정당률이 어떤 환경정책율 내세우는가에 대한 비교분석도 보 

여준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외관도 그럴싸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지맞는 장 

사라는 인식이 환경선진국율 구성하는 주요한 하나의 요인인 듯이 보인 

다. 독일내에는 “환경기술 Umwelttechnik"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4천개 

가 넘고， 이률이 추동해나가는 이른바 “환경산업 Umw빼빼1s미e"분야는 

여타의 주요산업돌이 불황에 시달힐 때도 호황율 거듭했다. 독얼 환경상품이 

(Umwelt-패gh-Tech made in Gennany) 전세계 환경산업 생산물 중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뼈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냈다. 독일온 목하 세계 최대의 

환경상폼 수출국으로 자리률 굳히고 있다. 

환경논리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경제논리가 우선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독일이라는 모렐온 시사하는 바가 많은 듯이 보인다. 환경보호와 그로 인 

한 재정적 부담온 경제상황율 어렵게 한다는 것이 혼히 경체척 판점의 논 

리률 구성한다. 그러나 독일의 높용 환경보호투자비율은 기술혁신으로 이 

어져왔고 이 분야에서와 고용능력창훌로 귀결되었다. 

환청논리 대 경제논리라는 논의는 90년대 톡일홈얼로 인빼 본질척으 

로 새로운 국변에 접어든다. 이는 세 가지 국면에서 고찰훨 수 있다. 

첫쩨는 독일의 국내 환청보호률 위한 자본후자비율이 홈톡즈융， 그러니 

까 90년을 천후로 다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통일준비 풍으로 인환 

경제문제의 어려움이 그 원인일 수도 있고， 또는 그저 기왕에 충분히 후 

자했으므로 새로 투자해야할 액수가 감소했다라는 이론바 “포화효과 

Sättigungseff，앙t"로 껄명필 수도 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환청문제에 판 

한 한 서독온 동독에 비해서 문자그대로의 선진성울 내세율 수 있융 정도 

라는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남한이 북한에 비혜서 어느 청도나 환정척 

모법상태에 있는지훌 적어도 문제제기의 차원에서라도 거를할 만 하다. 

둘째는 서독이 통일파 더활어 덤으로 떠맡온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 

다. (동서독 환경오염 실태비교는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통계학적 

인 자료에 근거해서 다소 단순화한 결혼형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직후 구동독의 상태훌 한마디로 말하자연， 오염온 오염 

대로 심각하고 생활형편온 생활형편대로 어려운 판국이었다. 동서독 통일 

이 구체척으로 임박할 즈옴 서독의 연방환경부는 ‘구동독지역의 생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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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와 재건을 위한 개팔셔’훌 체출한다. 이 개팔서에는 생태학척인 차원 

에서의 긴급대책과 장기사업목표훌 제시하고 있는데， 동독지역의 환경오 

염이 심각한 만큼이나 그의 회복올 위한 비용도 막대하다. 째끗한 동독올 

만들기 위해서 2005년까지 투자해야하는 비용은 2천여억 마르크에 달한 

다4) 장기적인 차원의 환경보호보다는 당장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경제 

적 생존의식’ 앞에서 환경논리는 다시 뒤로 물러서는 듯 했다. 생계롤 우 

션할 것인가， 망가진 환경의 복구률 우선활 것인가? 이 문제는 어느 하나 

만을 선태해야 하는 갈림길의 문채가 아니라 일석이조의 기회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통독정부의 구동독환경문제대책올 보면 읽어낼 수가 

있다. 환경보호에 투자된 자본은 낭비가 아니라 이익으로 풀아온다는 환 

경선진국적 발상이 구동독 지역의 환경문제대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 

다. 즉， 환경빼손지역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 김에 아예 이지역의 산업구조 

를 환경산업 쪽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홍독정부는 지금의 환경 

빼손지역올 훗날의 환경기술핵심지역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이다. 환경문 

제 관련 연구소를올 집중척으로 구동독지역에 셜치하는 것도 그러한 천 

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구동독 환경문제대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자료의 미비나， 구동독식의 관료행정퉁， 통일정부가 넘어서야 

할 벽온 여전히 높다. 

그리고 셋째는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식의 공감대형성이다. 당장에 눈 

앞의 이익으로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환경대책에 쏟아붓는 

거액의 재원에 대해서 독일의 시민， 특히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 

도로 지원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1쨌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구 

동독지역주민의 절반은 자신돌이 살고있는 지역의 환경보호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응답했다.5) 1땐년에서 1992년 동안， 즉 통일이 있은 지 이삼년 

이 지나는 동안 구동독지역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 용답자 중 '51%는 예 

전보다 만족스렵다는 반용율 보였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주민의식조사 

에서는 향상 ‘환경보호’보다는 ‘일자리확보’가 우선순위롤 차지하고 있으 

며， ‘환경보호’만올 놓고 단순비교하더라도 동폭지역주민보다는 서독지역 

4) Wemer Weidenfeld / Karl-Rud미f Koπe (Hrsg.): Handbuch zur d삐압chen 

Einheit, 1900년호， 795쪽 참조. 
5) Inforrn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1聊년호， 41쪽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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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그 훨요성옳 더 많이 느꺼는 것으로 되어있다，6) 환경논리훌 압박 

하는 경제논리， 즉 먹고 살기 바뻗데 환경문제 신경쏠 톰이 어디 있느냐 

는 식의 반문은 구동독지역주민의 의식속에서 여전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구풍독주민의 의식변화는 통일된 독일의 현주소률 칙접적으 

로 반영하는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다 

일상화되어 있는 의식온 무엇보다도 언어슐판율 통해서 반영되는 법이 

다. 서독의 경우 환경의식이 비교적 일상화되어었다는 것온 ‘Öko-’로 시작 

되는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챔에서도 알 수 있다(뻐U않ko-Ma없rx찌i빼s쩨mu뻐s’ 

o야'ko-애-子F야뼈뼈11뼈l빼띠뼈sm빼뼈u펴뻐파κs ... ….J. 

적인 면에서 각인하는， 주요한 인자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칭찬만 하 

다가 정작 중요한 ‘지척사항’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펼요가 었다. 다시 

말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가 모병쩍인 환경정책 일변도로 호르는 것 

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저합의 배후에는 독일의 환경션진 

국적 측면율 알려준다는 것이 자칫 문화척 사대주의의 표훌처럼 오해톨 

살 지도 모론다는， 외국(문)학전공자 록유의 몸에 밴 기우가 자리하고 있 

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독일이 환경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선진성”의 배후에는 그립자처 럼 바싹 뒤따르고 있는 션진성의 뱃가 또한 

만만치않다는 것이 그 동안의 분과논의에서 지척되었다. 그 한 지표는 이 

른바 환경선진국들이 제3세계로 수출하는 “쓰레기 수훌 Müll-Export"이다. 

이상온 말하자연 환경이라는 주제률 개팔척인 차원에서 다뤄본 것이다. 

이들 논의는 강의자가 어떤 주어진 해답율 갖고 논의훌 유도해나갈 수 있 

는 성질의 것온 아닌 듯하다. 해답융 제시한다기보다는 문제의식융 심화 

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보다 척껄한 목표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온 차춤차춤 나아져가고는 있지만， 사실이 요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디게 이후어지고 있다는 것융 상기할 때， 문제훌 

개괄적인 차원에서만 다룬다는 것온 환경문제톨 “남의 일”처럽 여기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독일의 환경갱책에서 우리톨 위해 

원용할 수 있는 것들온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척인 예훌 률어 접근혜 롤 

어가는 것이 좋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쓰래기처 

6) Handbuch zur 뼈tschen Einheit, 1꽤년효， 770-π1쭉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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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문제”가 독일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톡일시민돌의 환 

경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통경로률 거쳐 정책에 반영되는지1 그리고 

통일 후의 환경문제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강의자의 입장에 

서는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각론적인 차원 

의 보고서로 나타나도록 강외안올 짤 수도 있올 것이다. 

11. 환경문쩨때 관한 주쩨별 접근 

2.1. 녹색당- 독일 환경운동의 전위 

환경운동올 위한 시민연대가 환경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일정 정도 

의 고정지지를 얻으며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아직 낯 

설지만， 독일의 환경정당인 녹색당의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는 투표장에서 

의 지지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연방차원의 환경정당이 성립 

한 시기는 독일보다는 영국이 더 빠르다. 환경정당이 조직적 구조를 갖춘 

전국적인 정당으로 동장한 시기는 영국의 경우 m년대 초반이고 독일의 

경우는 70년대 후반이기 때문이다.7) 녹색당이 한 때 생겨났다가 곧 사라 

지는 여타의 군소정당과 달리 비교적 장수하고 있는 이유는 독일의 상황 

적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올 것이다. 그 특수성의 무대는 첫째， 전후 서 

독의 경제부흥과 그리고 둘째， 통독으로 인해 새로이 조성된 정치환경올 

들수 있다.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으로 더 잘 알려진 서독의 경제부흥기는 산업화 

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이 단순한 “필요악”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상적 

인 생활환경을 깊숙히 파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확산을 가져왔다. 식 

상한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새로운 정치척 타켓으로 퉁장할 수 있었던 것 

이 바로 환경문제였다. 녹색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70년대의 민간운동 

단체들이 -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 70년대말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0년에는 전국적 인 조직규모를 갖춘 정당으로 발족하게 된다. 1쨌년대 

7) 문순흥: 서구녹색정치의 역사와 환경정책의 제도화. 실련 곳: 환경과 생명， 
94년 봄호(창간호)， 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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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군소정당으로서는 비교척 높은 5-8% 대의 지지율융 획톡하면서 녹색 

당용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단체로 부각된다. 그러나 통일올 즈옵하여 

다시 보수화된 여론파 구동독의 시급한 경제문제 둥이 겹치면서， 녹색당 

이 자신의 진보성용 과시할 수 있는 입지는 현저히 줄어든다. 동독의 경 

우 심각한 경제문제는 환경문제를 그야말로 ‘돈있는 사랍돌의 여유’쯤으로 

만드는 듯 했다. 생태학적 차원의 세금개혁파 관련한 신문기사의 한 구철 

이 이률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십여년간이나 모든 설문조사에서 항상 

윗자리훌 차지해왔던 환경보호라는 테마는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동독에 

서는 ‘환경보호’라는 깃발아래 서독의 돈이 들어와 일자리률 지불해주는 

것이 아닌 한， ‘환경보호’라는 테마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다 "8) 그리고 

m년대 이후의 누적된 환경운동의 결과로 확산된 환경의식이 일반시민 가 

운데도 김숙히 퍼지게 되었으므로， 녹색당온 새로운 정체성확보라는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이 푸르러짐에 따라 녹색당의 푸르른 녹색용 오히 

려 빛을 잃게 되었다는 이 아이러니칼한 내혁에 대해서 김해순 씨는 다옴 

처럽 적고 있다: 

독일의 녹색당은 환경운동으로부터 출밸했고 환경폼채와 환경정책용 
녹색당의 핵심이라고 일반척으로 알려져 있다. [...] 환정문채가 날로 심각 
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졌다. 아울러 기존당에서도 환경 
정책울 예천에 비해 진지하게 펴깨 되었고 환경운동율 무시하댄 기업인 

툴도 셔서히 환경우호적인 생산체제훌 구축했다. 그 결과 아이러니칼하게 
도 환경문제률 바탕으로 환경당이 된 녹색당의 과체는 축소되어갔고 아 

울러 독일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이제 녹색당의 천매물만온 아니라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녹색당은 환경문제가 날로 눌어가고 있옴에 

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애서 그툴의 설 자리률 점검 잃어가게 되었다9 

녹색당온 풍일후 새로운 상황변화에 순용하는 방식으로 정강정책율 

바꿔나갔다. 그리고 구동독의 시민운동단체인 ‘연합ro'’파 손율 잡고 ‘연합 

00. 녹색당’(Bündnis 00 . Die GIiinen)으로 새로이 발족한다. 그러나 녹잭당 

8) 재 인용. Handbuch 찌r deutschen Einh밍t， 1없， 쨌쪽. 

9) 김해순: 독일 녹색당의 변신. 연합g). 녹색당의 과쩨와 천망. 실련 곳: 환경운 
동，~년 4월 호， 68쨌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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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경당으로서의 이미지훌 이제는 상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 

이라는 것이 위 인용문 저자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생태와 환경율 고수 

하며 산업발전올 할 수 있는 시장경제개혁율 핵심으로”하는 녹색당의 정 

강정책과 “사회의 발전온 사회주의척 분배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소외계충의 권익용 위한 정책올 주요 강령으로” 하던 연합 %의 솔 

로건이 합쳐지면서， 양 단체의 연합은 통일후의 독일시민으로부터 다시 

지지률 끌어냈고， 환경문제에 관한 한 이들은 여전히 독일의 확고한 총아 

임율 과시하기 때문이다 - 1994년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환청문제에 대 

한 신뢰도는 녹색당이 26%로 그린피스의 25%나 독일환경장판의 15%률 

넘어선다.1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발빠른 변신용 그들이 흉톡후 핵심갱책 

으로 내걸고 있는 “환경세"(Umwl밍t-Steuer， Okosteur)에서도 단쩍으로 드 

러난다. 환경울 뼈손하는 사업자는 그 북구에 대해서도 책임율 져야하는 

것이 기존의 ‘오염원인 제공자 지불의 원칙’이라면， ‘환경째’는 이용후의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이용 초기부터 환경에 대한 

이용료률 원천징수하자는 발상에 근거훌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온 

이 세금율 덜내기 위해서라도 환경에 부담율 덜 주는 방식의 생산방식으 

로 전환하지 않울 수 없다는 것이다.lll 이 정책이 주목을 끄는 것은 ‘환경 

세’가 환경 자체만융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 독일의 가장 큰 문제인 ‘실업 

자문제’의 해절율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 때문이다.12) 환청정책율 둥한 

시하는 정부와 기업가가 판에 박온 듯이 제시하는 해묵온 변명， 측 ‘환경 

정책은 돈드는 것’이라는 논리률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는 갱에서 이러한 

과격한 시도가 시사하는 바는 많다. 이 정책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또 한 

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째시된다면 어떠한 반박에 부딪치게 훨 것인가 

퉁은 강의 도중에 토론거리로서 또는 학생훌의 보고서 주제로서 활용훨 

만 하다. 여기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녹색당과 마찬가지로 비중있게 

다룰만한 주제로서 ‘그린피스’와 같용 단체가 었다. 그린피스가 독일애만 

있는 것용 아니지만， 독일은 재정면에서 그린피스의 최대지원국이며， 매 

10) 김해순， 독일 녹색당의 변신， 71쪽 참조. 
11) 인터넷 자료 창조: Ökostuem - ein kurzer Einstieg in die Problematik 

http://www.gruene.delp이itik.html뼈ekos뼈ler 

12) 김해순， 독일 녹색당외 변신， 71쪽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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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회비률 내는 독일내 그린피스회원온 65만명에 이른다.13) 

2.2. 쓰빼기: 지우는 것보다는 안만드는 것이 우선 

독일의 환경보호청책흘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은， 기존의 환경자훤틀올 

보호하고 (der m때ia1e Umweltschutz), 다른 한연 환경파괴의 원인 자체률 

제거해 나간다는 것(der kaus머e Umwel않chutz)이다.14) 이러한 환경정책의 

발전을 법률척으로 뒷받침해온 두 개의. 법률이 있다. 원언제거척 차원의 

환경보호법안으로서 19æ년도에 발효된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 

률’(Abf빼e짧， AbfGJ파， 1996년 이의 발천된 형태인 ‘순환경제에 의거한 

쓰레기처리법’(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이 그것이다. 이 법률 

올 지탱하는 세 가지 원칙은 다용과 같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쓰레 

기를 줄이고(die Abfallvermeidung), 불가피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die Abfallverwertung), 찌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환경올 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거된다(die Ab뼈lentsorgung) .15) 쓰레기처리에 관한 독일정책의 

무게중심이 과거에는 쓰해기롤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놓여있었다면， 이 

제는 쓰해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쓰 

레기를 덜 만툴 것인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재활용은 소재 재활용 

과 에너지 재활용으로 다시 나쉰다. 소재 재활용온 버려진 쓰레기에서 쓸 

만한 것올 최대한 건져보자는 것이고， 에너지 재활용온 쓰레기소각과정올 

에너지생산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책발전의 효과는 통계로 입증된다. 예컨대 독일의 연방통계청이 1996 

년 언론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993년도의 전체쓰레기 배출량은 1때년도 

에 비해 11% 정도 감소했다. 특별감시가 요구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1聊년도에 비해 구서독지역에서 떼%， 구동독지역에서는 OOOAí나 감소했다. 

쓰레기량이 감소한 만큼 필요한 매립지의 수도 줄어들었다. 구서독의 경 

우 대중적으로 이용가능환 매립지의 수가 1劉년도에 3천개에서 l쨌년도 

13) 김상종， 세계의 민간환경운동， 쨌쪽 참조. 
14) 인터넷자료 참조: Müllentsorgung - Duales System - Der grüne Punkt. 

떠le:/IIGI/Iα%웠Y7.HTM) 
15) 인터넷자료 참조 Krei돼없d뻐π양Jafts- tmd 뻐옮II양쫓tz. (file/ IIG Iπ1Rì1αIJ.lI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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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천6백개로 줄어들었고， 구동독의 경우 일반가정 쓰래기롤 위한 매 

립지와 폐토 및 건셜쓰레기률 위한 매립지의 수가 1때년도에 3천여개였 

다가 1993년도에는 약 5백개로 줄어툴었다，16) 

환경정책은 연방적 차원에서 뿔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셔도 마찬가지 

로 철저하고 집요하게 수행된다. 예컨대 그로쓰-게라우(Groß-Gerau)군의 

폐기물관리 현황올 보고하고 있는 아래의 도표는， 보고문의 작성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쓰레기의 95% 이상올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서는 배울만한 점이 많은 것이다. 

그 분 펙끼물 발엉탕 째훨용앙 매뀐땅 
호。 ..... 252,947 107,418 145,529 

업반'.쩡 쓰빼끼 105,029 26,379 78,650 

일반사엽장쓰빼끼 및 

건엉언장흩맙빼끼훌 
5~140 5~1때 

쩡현， 나훌l동 석물쓰빼" 2~469 18,782 2,687 

쩡화 ... ，성외 찍깨끼 훌 

수쳐피 슬혀지 
16,742 10,041 6,701 

혜l 및 건성쓰에끼 52,537 52,216 321 

" .~ 6,030 - 6,030 

(기준: 론) 

〈도표> Groß-G하au군의 빼기물판리 현황17) 

위의 매립장 부지률 결갱혜서 정밀조사와 의견수렴 및 셜치과쟁율 거 

쳐 실제로 주민들의 쓰레기가 이 매립지로 들어서기까지 10년이 소요되었 

다고 한다.1M) 환경문제의 해결율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옴’이라는 속담의 교훈에서 찾아져야 할 것 같다. 

16) 인터넷자료 참조: Abfal\bilanz 1없3. (fi1e:///G I /PI:뼈411UITM) 
17) 박일호/이석휘， Büttelbom 빼기률매립장， 1Z3쪽. 
18) 박일호/이석휘， Bütte1bom 빼기물매립장， 1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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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홍톡의 후유증: 구동독의 환경오염 

구동독에도 비교적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있었지만(구동독 헌법 15조얘 

명시)， 에너지 생산이나 기초화학물질 생산파 같은 중요한 기간산업들은 

환경보호법의 척용을 받지 않았다. 구동독정부로서는 경제논리가 환경논 

리보다 우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온 비단 구동독 뽑 아니라 1때년 

을 기준으로 유럽최대의 오염국인 폴란드률 위시해서 동구 사회주의 계 

열의 국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이다. 동독정부가 환경문 

제률 외면하고 공업화에 전력한 40여년간의 혼적은 환경면에서도 뚜렷이，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럽 남아있다. 구동독지역의 명균수명은 

EG 명균(72세 /75세)보다 남자의 경우 2.5세， 여자의 경우 3.5세가 낮다. 

구동독 남부 공업지역의 경우 만성척인 천식이나 호홉기질환에 시달리는 

사랍의 수는 환경오염의 정도가 적은 지역보다 20%가 높다.19) 평균수명을 

뒤지게 할 정도로 오염상태가 심각했었다는 사실용， 통일전 동독지역의 

대기 중 이산화황 총량온 서독의 11.5배， 먼지량온 8배에 달했고 전체 삼 

림의 36%가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Ð) 이러한 구동 

독지역의 상황올 서독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엄챙난 양의 인척， 물 

적 재원의 소요률 의미한다: 

[독일정부는] 오염된 토양율 제거하고 각 도시애 하수처리장융 껄치하 

는 둥 !x)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에만 1천8백여개 프로젝트에 6천6백억 

원올 투자했다. [",1 독일정부는 93년 이후에도 연명균 30억마르크(1조6천3 
백여억원)씩의 재정율 동독지역 환경복구에 쏟아붓고 있다. 독일온 오는 

97년까지는 매년 30억마르크 이상씩 투자해야 일단 동독지역의 시급한 환 

경문제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98년 이후에는 혜팡지역 

둥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율 세워놓고 있 

다. ['..l 통일후 독일정부는 파거 통독의 군사정책에 사용됐던 연구소톨올 
환경정책연구소 둥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이프치히에 젤립된 ‘환경 및 생 
물과학연구소(UFZ)’가 그 대표적인 예. 이 연구소는 통독정부가 화학천 둥 

19) Infonnationen, 00년호， 38쪽 이 하 창조. 
20) 박정규· 독일 환경기행. 시민참여가 주도한 환경선진국. 실련 곳: 환경훈동， 

95년 9월호， 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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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기 위해 셜립했던 것으로 5백여명의 우수한 두뇌가 몰려있었다. 

통일독일정부는 이 연구소훌 폐쇄하지 않고 폐팡지역의 효율척인 오염방 

지대책， 화학공장지대의 생물학적 복원방안， 사막화하는 지역의 생태계복 

원대책， 오염지역 정밀조사둥을 맡도록 했다. 정부는 연간 6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올 이 연구소에 투자하고 있다.21) 

구동독지역의 환경문제률 다루는 독일정부의 모습을 보연서 더욱 구체 

적으로 실감나는 것온， 환경문제의 영향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환경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원칙， 즉 공 

동협력의 원칙올 기존의 원칙-책임추궁과 예방-과 합치시켜놓으면 독일 

환경정책강)의 윤곽이 뚜렷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i. 오염원인제공자 지불의 원칙 
ll. 예방의 원칙 

üi. 공동협력의 원칙 

환경문제는 무엿보다 환경문제훌 일으킨 장본인이 그에 상용하는 책 

임을 져야하지만， 오염된 환경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오염되기 이전에 예 

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 환경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므로 거시 

적인 안목의 상호협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2.4. 환경선진국의 그림자: ‘쓰래기 수출” 

모든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룰 안 

보이게 묻는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끝나는 것올 아니다. 쓰레기롤 매립시 

킬 경우 쓰레기에서 나온 유해물질은 빗물과 함께 지하에 스며들어 토양 

과 지하수를 빼손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이률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수지충， 플라스틱판막， 침출수로 둥)도 그에 상용해서 발전했다. 소 

각되고 남은 물질들은 건축재료로 사용되고 고철은 재활용된다. 소각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가 지역주민의 건강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각시설 

21) 박정규， 시민참여가 주도한 환경선진국， 92-93쪽. 

22) 박정규， 시민참여가 주도한 환경선진국， 9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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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갈수혹 현대화하고， 욕히 륙수빼기물외 분리수거에 대한 감시규정이 

강화된다. 생산으로 인해 생겨난 쓰빼기는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오염훤 

인제공자 지불의 원칙‘이 정책척으로 철저히 추진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환경테크늬의 발천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또 경제적인 이윤이 

되어 몰아왔다는 사실온， 독일이 어떻게 환경선진국이 되었나라는 문제의 

추척선상에 놓여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그림자 또한 벌전의 폭 만큼이나 질게 드리워있다. 독 

일의 기업들이 쓰레기처리비용율 아끼기 위해 아프리카 풍으로 쓰레기률 

수출하는， 이른바 “유독성쓰레기 수훌”이 그 단적인 예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발달해 있지도 않고， 척절한 소각장도 없고， 유독물 

질의 유입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없으며， 정부가 쓰레기 유입금지조처에 

별반 신경도 쓰지 않는 아프리카의 나라물에 유럽이 유톡빼기물을 수출 

하는 것온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사랍롤에 대한 범죄”라는 선언푼이 1쨌 

년 아프리카에서 채태되었다. 유럽의회도 1쨌년 유럽인롤에 의한 아프리 

카에로의 유독빼기물 수출율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단 아프리 

카 뻗만 아니라 통구권 국가를도 주요 쓰레F수입국 역할올 해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정범죄의 피해자 중의 하나이지는 않용가， 아니면 

이미 가해자로 탈바꿈하고 있지는 않온지? 이 문제 역시 시의성있는 토론 

거리로 보인다. 환경보호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환경유해물질에는 국가간 갱계가 없다는 사실율 주목한다면， 

“국제환경동향에 민감하게 대용하는 것이 필요”깅)하다는 주장애 뀌기율이 

는 것은 ‘아무리 률라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다. 

111. 환경문제관련 자료목룩 

3.1. 한국어자료 (자료훌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김상종: 세계의 민간환경운동. 실린 곳: 시민율 위한 환경교실， 추론산 1앓. 

김태구: 동서독 환경통합파 그 교훈. 실린 곳: 환경과 생명.~년 가을호 

23) 김 상총， 세계의 민간환경운용， 짧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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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순: 독일 녹색당의 변신. 연협-00. 녹색당의 파제와 전망. 실련 곳: 환경 

운동， 95년 4월호 

문순흥: 서구 녹색정치의 역사와 환경정책의 재도화. 실린 곳: 환경과 생명， 

94년 봄호 

문유미: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그. 실린 곳: 환경운동， 95년 6월호 

박일호j이석휘 Büttlebom 혜기물매립장. 실린 곳: 유럽연합 환경INFRA 

feIXlπ， 1됐. 

박정규· 독일 환경기행. 시민참여가 주도한 환경선진국. 실린 곳: 환경운동， 

95년 9월호. 

송태수: 독일 녹색정치와 지방자치사례훌 중심으로 실린 곳: 환경과 생 

명， 94년 여릅호. 

안병옥: 독일의 분트(Bund). 자연보호운동외 백화점. 실린 곳: 환경운동" 94 
년 5월호. 

안병욱: 시민주도운동을 룡해 개선된 환경. 실린 곳: 환경운동， 95년 3월호 

유지훈(편저): 11'푸르게 명화롭게.1 (독얼의 시사만화 모옵집)， 수문출판사 

l !ID. 

3. 2. 독일어 자료 (자료출처: 주한 독얼문화원) 

Bundesumweltministerium 뻐-sgJ: Umwelts다1Utz in DeutschJand: 
Natioanl밟lcht der BRD für die Konferenz der Ver히nten Nationen 
디ber Umwelt und Entwicklung in Brasilien im Juni 1않}2， Bonn 1앉}2. 

Bund 펴r Umwelt und Naturschutz (빠sgJ: Deponie Eπle. Das große 
Buch vom Müll, B없len-Baden 1991. 

Bwri, Peter / Maissen, Toya: Das Ereignis. αlerni앙‘atastro뼈e 하n 

Rhein, Basel 1986. 
Eng리h따dt， Wolfg없19: Umweltschutz, M삐chen 1005. 
GraßI， 1옮rtmut / Klingholz, Reiner: Wir Klimamacher, Auswege aus 였n 

globalen Treibhaus, F없다durt 없n Main 1앉XJ. 

Hutter / Keller / Ribbe / WohJers: Die Okobrernser. Schw없:buch. 

Umwelt Europa, Stuttgart 1없3. 

Ki야Je따leuer / Witsch: Das Umwelt1얹kon， hrsg, v. Katalyse e. V., 때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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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않E. 

Kla빼Jef， H마nut: Eutrophierung und Gewässerschutz 
Was웠밍itebe뻐π양13ftung S강1utz ur찌 Sanierung von 
Binnengewässern, Stuttgart 1992. 

Kleinhaus, Berr피: Seenot: Nordsee in CiE뼈π， Kö1n 1~용. 

Kll핑e， Thomas / Schramrπ Eng리밟t / Vack, Aicha: Was댔wende:Wie 

이e Wasserkrise in Deutsc비and bew.젊tigt werden 뻐nn， Mψ1chen 

l앉갯5. 

Knaur, Dr，αmlef: Faktor vier. Do마:Jelter Wo비S않찌， 뼈lbieπer 

Natuπerbrauch. 다!f 삐le Bericht an den Club of Rome, M파1C밟1 

I앉6. 

Leor뼈rd，Maπin: Beitr허ge zur SOZl혀wissensch짧lichen Forschur핑 89, 
0때aden 1æ3. 

Mayer, P. Com려ius (Hrsg.>: 다.e Luft hat keine G뼈tren. In뼈nati，때외e 

다nw밍tp이i디k - Fakten und Trends, Frankfurt am Main 1앉혔. 
Mayer, P. C.: Die ver않uchte 뼈ndkarte: Das gr，웬Z때ose V，않sagen der 

Íl짜emationalen Umw，리따)!i바， München 1987. 
Mayers, Norman (HrsgJ: Der Öko‘ Atlas un월er 압de，Frar파며1ft am 

Main 1æ5. 
Meroth, Pet망 / Mol않， Konrad: Umwl밍t und Umweltpolitik in der 

Bundesn:뼈lblik Deutschland. Materialien zur 매따화때xle， M파κhen 

1987. 
Remmeπ， 1뼈mann: Naturschutz. Ein Lesebuch nicht mπ 떠r Planer, 

Politiker ur띠 Polizis뼈1， Publizisten und Juristen, 1뼈d잉밟g 1됐. 

Ro쨌파σ없α，Ge펴: Der Umwelt-Tester: S대adstotfe im A뼈g aufs뼈ren 

- messen - vermind많1， 1월mburg 1않~. 

Str，앙ch， Jugend: Global 1!B>: Zwischenbil뼈 der Umweltstudie ‘Glo밟l 

2뻐〕’， Hamburg 1얹혔. 

Streich, Jugend: Umweltschutz im Unter껴.cht Materialien zur 
Umw리않rzi양1UIlg， Kö1n 1001. 

Tourbier, P，하er: Leidfaden. Abf，외1. Umwl잉tberatung für die betriebliche 
pra생s， Düss잉doxf 1앉12. 

Wezsäcker, Emst 따ich von (바sgJ: Umweltstandort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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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mente gegen die ökologische Phantasi허osigkeit， Berlin 1없. 

Wollny, Volrad (HrsgJ: Ab앓꾀ed ‘ vom M피1. Perspektiven für 

Abfallvenneidung und eine ökologische Sto댔1삐삐πsch짧. Ein 

Bericht des 않。-Instituts， Göttingen 1앉12. 

3. 3. 시청각 자료 (자료훌처: 주한 톡일문화원) 

<버디오〉 

Corporate commitment - environmental protection at Bayer, 22 Min., 
1않}5. 

Hausm퍼1: vermeiden, v앙weπ.en， entsorgen, 18 1\1파1. + Begleit않xt， 

1994. 

Meine, deíne, unsere Umwelt. Bayerisc뾰 Landeszentrale 펴r politische 

Bildung앓rbeit， 1988. 

Nachbam sind alle. Umweltschutz in Deutsc비없ld， 7:1 Min. + 

Begleittext, 1994. 

Recyling, Technology of the Future, engl, 16 min., 1985. 

The Washingto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endangered s야~ies， 

engl. 26 min" 1983. 

The forests are dying, engl. 22 min., 1984. 

Was uns bèwegt - Umweltschutz bei Bayer, 22 Min., 1991. 

〈슬라이드> 

Umwelt - Handeln im Alltag. 4 Kassetten. Je 30 Min. 

1: Chemie im Haushalt 

2: Luft und Wasser 

3: Wo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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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애 대한 토론 

이찌황: 세 번째 발표에 판혜 의견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회창: 이 제목으로 독문과에서 강화률 개쩔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수강 

할 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독문학의 테두리률 벗 

어난 게 야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발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는 문 

제로 제시한 ‘환경파 문학’ 같은 주제률 오히려 더 부각시켜야 하지 않 

을까요? 독일 녹색당의 활동올 소개한다든지 환청생태학의 전풍융 알 

아보는 동 독문학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도 모색할 필 

요가 었다고 홉니다. 가령 환경 관련 서적율 번역， 소개한다든가 하는 

일이 현실적인 파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떻든 독문학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첩근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 

오순회: ‘환경파 문학’이라는 주제률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주제로 독일에서 학위률 한 선생님도 계시지 

만， 저회 분과 내에서는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율 공유하자는 차 

원에서 포왈적인 발쩨훌 하게 되었습니다. 

홍우명: 장회창 선생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론데요. 오늘 

의 토론 주제가 ‘독일학’이라고 한다연 독일학에 대한 논의훌 독푼학자 

의 시각얘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기폰 시각에서 탈피하여 새로훈 가 

능성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아직윤 충분한 합의가 없으니 

당연히 기존의 독문학 태두리률 멀리 벗어날 수도 있겠지요， 전반척으 

로 독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더 논의가 있었으연 합니다. 물혼 독문 

학과의 연판성율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양자가 반드시 연결되 

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토론거리가 될 수 있지 않율까요? 

오순회: 그렇슐니다. 문학하는 사람이 이런 주제롤 과연 얼마나 다훌 수 

있는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우리 역량과 조건에 맞게 독문학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탈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 

장에는 판단하기 힘든 딜레마로 다가옵니다. 

황용석: 물론 문학을 해오던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도 무시할 수야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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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앞의 두 가지 주제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마찬가지로 겪었율 겁니다. 

독일학을 넓게 이해하면 문학과 직접 상관이 없는 주제라 하더라도 다 

양하게 다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자료률 확보할 수 었다면， 폭넓온 

인문학적 판섬에 바탕을 두고 접근해볼 수 있겠지요. 일정한 주제에 관 

해 구체적인 정책， 사례， 시민 운동 동용 소개하는 것온 가능하고도 필 

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료 확보가 오히려 관건이 아닐까 해요. 자료에 

입각한 구체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실없이 ‘정신’만 앞세우기 쉽지 

요. 어떻든 우리가 ‘독일학’을 표방하는 한에는 당장 구체척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되도록 넓은 시야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홉니다. 

안삼환: 독문학자로서 해낼 수 있는 영역이 물론 있습니다. 독일이 ‘환경 

산업’율 선도하는 선진국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소개해도 의미가 있습니 

다. ‘환경생태시’의 경우에도 대표척인 시훌 한두 편 소개하면서， 이런 

시인과 시가 나왔기에 그래도 독일 시민들의 자발척 참여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톨 이끌어갈 수도 있지요. 정당의 청우 

만 보아도 녹색당이 ‘5% 한계선’율 처옵 넘어션 나라도 독일입니다. 그 

런데 이 발제문애서 독일 녹색당의 약진과 생파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 

다는 것은 곤란하지요. 제가 받온 인상으로는 역시 이런저런 자료의 단 

순 취합올 넘어서는 분과벌토론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입니다. 

가랭 발제문올 보면 ‘우리 분과에서는 자료의 미홉으로 ... ’ 같은 변명도 

들어 있는데(웃옴)，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암종대: ‘한마디로 요약하면’이라고 해놓고서 내리 한 시간씩 말하는 식이 

지요.(웃옴) 

안삼환: 지난 1960년대부터 이미 ‘환경생태시’가 나왔다는 사실만 해도 독 

문학을 돋보이게 하고 또 독문학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사적 사실입니다. 환경오염을 막연한 통계수치로 내놓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요. 

황용석: 안삼환 선생은 자료의 중요성울 우습게 보는데(웃옴)， 나는 그래 

도 자료의 비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세 발제문 중에 자료가 

가장 빈약하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아닌가 해요. 

오순회: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발제의 중요한 의도였으므로 

지적하신 것처럽 자료률 이용한 구체성 확보에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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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막상 독일의 환경 문재， 환경 정책에 관한 자료롤 툴춰 보니 

까 생태계의 오염실태훌 보고하면서 얘컨대 종자식물의 몇 퍼센트가 

어떻고 양치식물의 몇 퍼센트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 세부적인 항목의 

오염실태가 도표로 제시되어 았긴 하지만， 표본도 롤쭉날쭉하고 해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황융석: 내가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독일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책이나 민 

간 차원의 노력이 구체책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률 보자는 것이 

지요. 

척윤영: 저도 여기서는 환경 문제가 독문학의 배경지식이나 톡일학의 주 

제로 상당히 좋은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 

를 그 자체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인간적인 사회로 나 

아가기 위한 노력으로서 좀 더 광범위한 인문 과학의 시각에서 소개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올까요. 녹색당의 성장사 자료 풍을 이용하면 아 

마 그런 의의톨 좀더 구체척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융까 합니다. 

요순회: 한국에서 나용 자료 가운데 독일의 환경 문제롤 다롬 것으로는 

발제문 6쪽에 실려 있는 자료률율 를 수 있는데 r독일의 녹잭정치와 

지방자치」 혹은 「시민참여가 주도한 환경 선진국」 같온 제목에서 보 

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소개는 륙히 독일 내의 시민운동에 초챔율 맞추 

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자료에서 ‘그린피스’ 자료도 보았지만 ...... 

안삼환: 지구를 지키는 ‘그린피스’의 활동에서도 독일인의 역할이 중요합 

니다. 그 정신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운동 

과 억지로 연관시킬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아 

니구요.(웃옴) 우리가 독문학도로서 곧바로 환경운동애 기여한다기보다 

는， 가령 쓰래기롤 수출해셔는 안된다는 것율 최초로 자각한 것이 독일 

인이라는 사실에서 원가 그 정신율 환기시키자는 것이지요. 독일이 환 

경선진국이라고 할 때에도 그 저변에 호르는 정신이 무엇인가률 째우 

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독문학자의 입장파 독일의 

중요성을 서로 접백시킬 빼애야 독일학， 독뭄학， 독일어의 의의가 부각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애 정치분과의 발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제 

률 지척했던 것입니다. 통계수치에 가려서 정신이 드러나지 않아선 곤 

란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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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좀 다론 문제로 넘어가서 한가지 제안드리자면 시의성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가 하이네 탄생 200주년이 되고 또 내년은 

‘%운동’ 30주년에 해당됩니다. 내년에는 아마 독일 사민당(SPDl의 슈뢰 

더 Schröder가 집권할 가능성이 많다는 기사률 읽었는데， 그렇게 보면 

’68세대가 이제 기성세대의 중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컨 

대 〈’68세대의 문학적 가능성〉 같은 주제를 잡아서 문학적으로 평가하 

고 소개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독일 비문학 돼스트”라는 강좌 

의 경우에는 예컨대 <68운동과 독일 사회의 변화〉 같은 테마를 다루어 

보는 것도 의의가 었다고 생각됩니다. 

천영예: 방금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 

었다는 것올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 

제를 다루든 문학올 전공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 

고 어떤 관점에서 가로쳐야 할 지 늘 의식해야 겠지요. 우리가 다른 분 

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더 그렇지요. 환경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는 문 

제만 보더라도 독일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발원해서 독일로 훌러 들어오는 라인강의 오염 문제라든가， 

핵무기 문제 동의 역사적， 지정학적 전제를올 학생들에게 유의시킬 필 

요가 있겠습니다. 환경 산업과 관련해서도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롤 예로 들어가면서 셜명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라벤다’ 공기 정화기 같온 것 말입니다. 구동독 지역의 환 

경 문제는， 통일 당시 구통독의 생산성이 구서독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된 데 비해 환경 오염은 3배나 되었던 현실， 자국의 환경 문제는 제 

대로 거론조차 될 수 없었댄 동독의 정치적 상황， 통일 직후의 어려운 

상황까지 상기시켜 여러 모로 환경 문제에 여력이 미치기 힘들었옴올 

설명하면 효과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드러낼 수 있율 것 같습니 

다 저는 비슷한 수업 시간에 89년도에 본 엘베강 물색깔이 얼마나 검 

었는가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만， 환경 문제의 맥락에서 환경시 뽕만 아니라 ’81년 베롤린에서 개최된 

독일 분단 이후 최초의 전(全) 독일 작가회의도 언급될 수 있올 것 같 

습니다. 

엄종대: 용어의 번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척하고 싶은데요， 김명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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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발체에서 ‘공화파 Republikaner’에 대혜서는 이 용어의 시대척 문맥 

에 대해서 각주로 셜명율 달아주면 어쩔까 합니다. 그리고 최융영 선생 

의 발제에서는 ‘Bursch윈lschaft’가 ‘청년향우회’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대학의 ‘학생회’률 가리키지 않습니까? 

최융영: 예， 지금은 거의 그런 뜻으로 정착되었는데 축제에 판한 자료롤 

보니까 거기애는 이 단어가 향토축제훌 조칙하고 수행하는， 대학 교육 

파는 상관이 없는 농촌의 청년플올 지칭하고 있기에 그렇게 번역했습 

니다. 

엄종대: 그러면 그런 내용율 각주에서 셜명해 주세요. 그리고 

‘Handwerker’가 ‘수공업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참 곤란한 역어인 것 같 

아요공업’과는 관련 없는 직종이 많은데， ‘수작업자’라고 하든지 해야 

하지 않올까요? 

안잠환 r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독회 모임에서는 ‘손기술자’로 번 

역했는데 ...... 

엄종대: 오순회 선생 발제에서 독일의 환경산업 제품이 전 세계의 뼈6에 

이론다고 했는데， 그 중에도 노르트라인 베스트활렌 주(州)에서 8()O/iÍ 이 

상이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순회: 몰랐는데요.(웃옴) 

엄종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얘는 〈경쩨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 따견된 외국인 대표 중에 한국인으로 김홍현이라 

는 분이 었습니다. 조금 전의 토론에서 독일의 청신율 이해하는 데 왜 

‘환경’이 문쩨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까 하는 말인데， 문학융 

천공한 분도 아니고 경제기자 출신인 김홍현씨는 r독일인과 한국인의 

궁합」 이라는 그의 최근 저서에서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환경 문쩨훌 

‘문학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r푸른 숲과 죽어가는 숲」 이라는 소 

제목에서 그는， 독일인은 숲율 사랑하는 민족이며， 숲용 그률의 삶이 시 

작되는 곳이라고 전제하면서 훼손되어가고 있는 ‘검은 숲 SchwarzwaId' 

의 환경 문제률 끄집어내는 재치롤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의 도입부률 

인용해 보겠습니다. “독일 사람은 숲을 사랑한다. 숲은 그들의 마융의 

고향이요， 삶이 시작되는 곳이다. 동화， 옵악， 문학에 숲을 배경으로 한 

작품률이 많다. 톡히 통화는 늘 ‘옛날 어느 숲 속에서 ... ’로 시작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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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그림 G때run 동화에 나오는 「활간 모자의 소녀」 역시 숲 속에 사 

는 할머니률 찾아가다가 숲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여기저기 다니며 꽃 

을 꺾다가 이리률 만난다 목일학 관련 주제로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분과 토론에서도， 예컨대 베르톨트 아우어바하 Bertolt Auerbach의 r슈 

바료츠발트 동네 이야기 Schwarzwälder DorlgeschichtenJ - 이 책옹 아 

까 최융영 선생이 발표할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 에 퉁장하는 건강 

한 ‘검은 숲’과 1쨌년대 이후 훼손되 기 시작한 ‘검용 숲’을 비교하면서 

보고서률 작성한다면 문학파 환경올 결부시킬 수 있올 것으로 생각됩 

니다. 

안삼환: 발재혜 주신 세 분에게 감사률 드립니다. 짧옴 기간에 이 갱도의 

발표가 나온 것만도 성파라 생각됩니다. 좀더 시간올 두고 자료훌 보충 

해 나갑시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이째황: 벌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끝내도륙 하겠슐니 

다. 

〔기륙: 임흥배， 천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