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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뼈2.1 멀 

환경파괴는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낮추어 왔다. 지난 40여 년간의 연구와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환경문제의 해결에서 과학기술 수준보다는 사회경제적 체제와 생활양식이 더 큰 장 

애로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탬， 정치 시스댐， 그리고 생활양 

식의 전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종교와 사회운동이 중요 

한 역할을 맡아왔다. 종교가 환경위기의 시대에 합당하도록 개인의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데에 효율적이라면， 환경운동은 환경문제를 사화구성원 공동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해결책 

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자연보호에 초점이 모아졌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환경운동은 자연뿐만 아니라 도시 

와 산업의 체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의 질에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주제와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구성훤 사회운동이다. 이러한 특성은 환경운동단체의 조직과 성격을 통해서 

도 나타난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단해에서 소지역왜 특정한 환경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된 수많은 풀뿌리 단헤자 었다.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단체가 

있는가하면 과학기술적 접근은 오히려 문제를 은혜하는 수단이라고 벼판하는 단체도 있다. 

기존의 사회경채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 착목하는 단체에서 사회조직 자체의 개편을 주장 

하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 사회운동의 대부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환경운동도 유럽적 사고가 미국이라는 새로 

운 환경에 이식되어 독특하게 발전해 왔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미국의 자연보호/환경 

운동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면서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해왔다. 때로는 개발위주의 정부정 

책을 비판하고， 때로는 친환경적 정부정책을 후원하기도 했다. 19세기에 이미 환경선각자 

들은 자연보호， 또는 환경운동의 기초적 철학을 다졌다. 2차 세계대전후 중산충 생활수준 

의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대중들이 자연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나고 수질오염과 대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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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 둥 환경파괴문채가 심각해짐에 따라 삶외 질어3 때한 관심야 점증하였다. 특허， 도 

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벼롯뭔 환경채해로 얄미암아 야전왜 자연브효운동과 뚜렷이 구벌 

되는 “새로운” 현대 환경운동을 낳았다. 1960년대얘 샤작된 현때적 의미의 환경운동은 정 

부와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양시쩍 환경문제를 국얘정처의 주요 부분으로 대두시켰다‘ 며국 

의 환경운동은 전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1990년패 지구환경정치 사대의 깨막에도 크채 기 

여했다. 환경운동에 관한 한 미국은 백화점과 갇다. 환경운동파 정부정책이 긴밀혀재 연계 

되얘 있을 뿐만 아디랴， 현재 지구상에서 찾을 수 있는 넓은 스펙트험왜 환경운동 전략을 

미국에서 대부분 찾을 수 있거 째문이다. 

이 연구는 며국 환껑운동의 역사적 흐름에 초점을 두였다。 초기 자연보호운동의 성격과 

분파， 현대 주류 환쳤운동펙 성격， 배주류 환쟁운동의 특성을 설폈다. 그려고 최근 제도화 

파정을 겪고 있는 반환경운동과 이에 대환 주류환경운통 단체의 반응을 고찰했다. 

2. DI 쭉의 쩍형때 환경운동 

환경문채얘 대한 관심의 가원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환경운동은 대 

체로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Ralp Waldo Emerson과 Henry David 

Thoreau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적 생태주의 사상이 이 무렵 팽배했다 1) 당시， 지식인들을 중 

심으로 자연파괴에 대한 우려가 컸었고， 이러한 관심은 ‘자연보존운동’ 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초기 자연보존운동의 흐름에는 John Muir, Aldo Leopold 둥을 중심으로 한 자연 

그 자체를 위한 보존주의자들(naturalists， 또는 preservationists) 과 자연을 지속적으로 이용 

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관리 (wise use)해야 한다는 Gifford Pinchot, Theodore Roosevelt 

둥 실용주의적 업장의 보전주의자들( conservationists) 이 공존하였다. 

초기의 자연보호주의자들은 미개척지를 보존하는 일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보호 

운동의 선구적 업적으로 평가퇴고 있는 George P. Marsh의 『인간과 자연J andNatαre; 

or, Physical Geography as Mod.힘éd by Human Nature , 1864)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변화된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였다. 

인간의 자연정복 능력에 대한 마아쉬의 견해는 낙관적 계몽주의의 관점과는 거려자 멀 

었다. 마아쉬에게 ‘자연’ 은 외계적인 어떤 것이 아니며， 인간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 

1) Arnerican Transcendentalist Movernnet를 주도했던 이들은 유럽의 낭만주의와 아메리카 인다언의 
환경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물질주의나 공리주의를 배격했다. holistic philosophy로 정의되기도 
하는 이들의 사상은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생영운동 또는 생명사상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 

고 있다. 예컨대， 우주를 ‘가능과 구조가 통합되어 있고. 그 내부로부터 성장 i 발전하는 하나의 유 

기적 실체’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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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강하채 주장하였다. 그는 자연을 인간이 엠청냥 정도로 변형사한 산풀로 보었으며， 

무분별한 재발에 rJ1환 경고를 1애렸다. 이랴한 짧근뺑식용 자연외 문쩨블 책용으로 얀캘외 

역사속으로 끌야틀였다고 활 수 없다Iï'자연과 인간』야 출훨퇴었탠 1864편은 국맨들로 하 

여급 자연보존운동에 관삽올 잦채 한 하나외 계자가 되었다. 즉 빽국정꽉는 좋협꽁휠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요서!며랩 공월얘 해한 소퓨행을 캘혀포뎌야-추해 양도해츄었 

고， 몇 년 뛰인 1872핸에는 연방;성푸7} 옐로스톤을 확초약 국휩꽁원으로 책점하였한 젓이다. 

앨도 례오폴드는 Al5증운 생태학적 윤리를 전치하채 주장한 환챙보쟁롬^r쩍다 r보전핵 

윤리J (Conservation Ethic) 싹 「돼쩌획 윤리J(Land Ethic) 랴는 두 펀왜 논문에책 그는 λ% 로 

운 윤리의 훨요성을 장쪼하혔다. 대책와 그 우}얘 쌀고 었는 g든 깨주차 및 그 내용불을 

포함허-도록 윤웹공동채를 확장서캡야 환다는 논증을 철채해포 았다。 

해요폴드가 의마하는 바는 자연와 모든 젓야 용려챔 혹변에 있핵샤 똥풍한 첫요로 그Z려 

되어야딴 한다는 것야다. ‘태쩌융않” 람 생물체(또는 자연계)확 자체를 쟁채챔안 원혀딴으 

로 평가하는 젓은 옳쩌 않으며 뺑빽현 ‘썽물련 (biotic rights) ’을 확립하는 첫을 펼환-다. 그 

는 자연보호가 인간애i재 이득이 휩다고 확고허-깨 믿였다。 그는 생태학적인 ‘새로운 윤법 

학’ 이 필요하고 또 이핵환 윤려학이 자능하다고 멀었으며， 이러한 윤려-학 형성에 실철책요 

로 많은 기여를 했다。 

자연보존주의자들얘 빽해 야처렴 온건하제 샤작된 초지 자연보호운동은 가포E 딴효나 

혜요도어 루즈벨트획- 같은 사업추구형 보전주악자들에 의하여 활발핵책 7] 시착하였다. 야 

들은 거대기업의 환겸파펴애 반대혀가보다는 장기적인 01 악을 위해 첼연차원외 에용을 합 

리적으로 조절하려는 경향을 자자고 았었다. “효율성과 현명한 이용，이 그려고 쟁쩨월려를 

천연자원에 적용활 것을 주장했텀 어들은 스스료를 &과학잭 관리자8로 불렀다. 

보청주의자들은 정부처1 체를 통해 천연차원을 자속적으로 그리고 직접 관혀확는 것아 효 

율적으로 맏었다. 핀효는 g우려 쩡책의 목쩍은 삼-합이 아름달다재나… 야생동물의 재삭 ^1 라 

고 해서， u] 재척 ^1 를 무조천 보존하자는 더}에 있는 것이 아냐고， …부유한 미국핵 가정을 

만드는 더l 혜 있다. …이 목썩 이외확 다른 고려사항은 뽑차적인 것여다잉라고 설명했다。 루 

즈벨트 대통령의 접근방성도， 장7] 쩍얀 이윤플 추구하는 사업가양 가술자， 사냥감이 사라 

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냥꾼왜 동얘 둥을 복합쩍요로 패포하고 있었다. 이들의 보전주획 

적 노력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웠다， 예컨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1901-

1909) 수천만 에이커의 양립을 국유합으로 귀속시켜 삼험보전의 기초를 놓았다. 

20셰지애 들어오면서 하천， 호수? 삼림 풍 구체적 재활현안을 중심으로 자연보존주억자 

(preservationists) 와 자연보전주약 자( conservationists) 사야 의 갈둥이 심 화되 어 갔다. 핀효는 

루즈벨트가 재입하고 었었던 1908년에 백악관외 환경보전회의 (Conservation Conference) 에 

의도적으로 뮤어를 배제시켰다. 이 회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지녔던 보전주의자들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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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운동을 주도했던 당시의 사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투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1908년부터 1913년 사이에 발생한 헤치 헤치 (Hetch Hetch) 계곡 

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이었다. 이 투쟁에서 개발주의자들의 후원을 받았던 핀효와 루즈벨 

트가 숭리하여 댐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관리전략에 대해서 충돌을 빚었던 자연보존주의자들과 자연보전주의자들은 시간 

이 지날수록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서 의견을 일치시키기 시작했다. 지나친 개발 

과 도시의 과밀화로 발생했던 대기오엽， 수질오염， 숲과 습지 둥 생태자원의 축소는 인간 

뿐만 아니라 생물계에도 공통적인 위협으로 동장했기 때문이었다. 과학적 발견을 통해 인 

류의 복지와 자연의 건강성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변서 두 집단사 

이의 전략도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했다. 

3. 현ε8 환경운동 

Rachel Carson이 『침묵의 봄.1 (Silent Spring)을 발표했던 1962년부터 약 2천만명이 참가했 

던 1970년 4월의 “지구의 날” 행사로 이어졌던 1960년대는 미국 현대 환경운동의 방향이 

모색되고 대중적 기반이 준비되는 기간이었다. 자연보호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이 이어져 

왔고 산업활동과 도시화 과정애서 비롯된 각종 오염사고가 전후 대중의 관심사로 부각되 

기 시작했다. 이때，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동 

안 유독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카슨의 경고는 환경운통을 새 

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살충제 산업은 팔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성장을 거듭했던 화 

학산업은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되었고， 농-화학산업 복합체는 입법과 행정 과정에도 커다 

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농약은 ‘기적의 상품’으로 선전되었고 정부의 농약 선호 정책과 

언론의 부추김으로 1950년대에 이미 살충제는 기존의 해충구제 수단을 대부분 대체하고 

말았다. 살충제가 생물애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지만， 수많은 야생동물의 

죽음과 농부들의 중독으로 말미암아 살충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롱아일랜드 

의 DDT 관련 소송을 포함해서 살충제 살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 

태가 카슨의 연구를 촉발시켰다. 차슨은 연구에 착수한지 오래지않아 살충제가 환경에 훨 

씬 커다란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염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을 때 r침 

묵의 봄』은 이미 공중위생과 환경， 그리고 인간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밝혔다. 

살충제는， 해충을 구제하기보다는 지구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기업가틀의 영향아래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라는 것을 냉정한 필체로 서술했다. 

『침묵의 봄』은 새로운 환경의식을 촉발시켰다. 즉， 중산층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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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던， 자연의 쾌적성을 보전하자는 자연보호운동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자는 환경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슨의 폭발적인 영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농화학 

산업 복합체의 노력도 매우 끈질겼다. 예컨대， 살충제 제조회사 Velisol은 소송을 통해 『침 

묵의 봄』의 출간을 막으려 했다. 이 책이 “기업은 탐욕스럽고 부도덕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염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미 

국과 서구에서 농약의 사용을 감소시켜 결국 동구의 수준으로 농업 생산력을 낮추려한다 

는 것이었다‘ 

한편， 환경문제가 삶의 질에 관한 논의의 핵심가운데 하나로 자리잡는 데에는 1960년대 

의 ‘저항(Rebellion) ’ 으로 표현되는 급진적 사회운동도 큰 몫을 하였다. 카슨에 비해 덜 얄 

려져 있기는 했지만 일단의 사회비평가들도 새로운 형태의 환경운동의 쩌를 뿌혔고， 다양 

한 사회운동이 이를 수용했다. 1960년대 초 사회벼평가 Paul Goodman, 독일의 철학자 

Hubert Marcuse. 무정부주의자아며 사회생태가인 Murray Bookchin 동은 K진보된 산업사 

회”를 열망하는 집단들을 배양했다. 이들은 학생， 지식인， 운동가들로 구성된 소수였으나 

매우 열정적이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자연환경에 관면된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현 

대 환경운동이 중심적 주제로 다루고 있는 생산， 소비， 도시성장에 관한 주제， 좀 더 광범 

위하게는 대기업의 후원 속에서 과학기술이 초래한 사회문제와 삶의 절에 관한 문제에 관 

심을 집중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찍이 환경운동의 형태를 갖춘 단체는 신좌파들이었다. 신좌파 생태모임은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용센터를 만들기도 했다。 이 센터들은 곧 

환경운동의 센터가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오염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g는 신좌파 팝프 

렛의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에서 환경재해의 책임을 찾으려 했다. 이들은 환경운 

동을 사회제도의 애안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모색과 관련시켰다. 

1970년을 전후로 신좌파는 환경운동에서 퇴조하기 사작했다. 이들은 환경운동의 초점이 

오염 발생 원언 산업에서 인구문제나 야생생태로 옮껴가는 것을 염려했다. 특히， 환경문제 

를 인구문제의 결과로 부각서키는 것은 록펠러와 같은 엘리트 재단의 음모라고 의심했다. 

즉， 제3세계 빈곤계충의 높은 인구성장으로 촉발될 수 있는 폭동을 가라앉히기 위한 대책 

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좌파가 환경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1970년 

이후 겪었던 신좌파세력 자체외 급격한 쇠락이었다. 

대항문화(Counter culture) 는 어떤 의미에서 신좌파보다 환경운동과 더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대항문화는 1950년대의 벼트운동과 인권운동의 공동체 개념에 뿌리를 둔 것으로 

정치제도를 포함한 규범적 문화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히려는 사회운동들을 지칭했다. 즉， 

새로운 형태의 분화 표출 집단， 반(半)종교적 단체，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적 집단， 환경과 

삶의 질을 연결시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공동체 운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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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이 현대사회의 대안가운데 하나라는 서-고를 확립시커는 데에 일조했다. 

1960년대 중반， 이들은 대안적 생활양식과 제도의 모색을 구체화하기 시잭했다. 예캘대 

뉴욕 자유대학(Free University oÍ New York) 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학습을 위해 설립 

되었는데， 정치 운통가들뿐만 아니라 “문화혁명가들η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자유학교들과 

지확산문， 대체의술， 식품소매협동조협 등 다양한 지구들이 함께 했다. “￦hole Earth 

Ca떠log" 나 MMother Earth News" 등의 다} 안적 광고지들은 백 만명 에 가꺼-운 득자를 확보했 

다. 태안적 간행물은 계속 성장하여 전성기였던 1969년에는 종류가 500여개애 이르렀고， 독 

자수도 4랙5십만올 해아혔다. 이들은 쩨도권 언론이 보도하쩌 않는 정보， 또는 제도권 언론 

파 다른 관접에서 정보를 전달했고， 째로운 사상과 운동을 보도하는 뼈혜 주팩했다. 아툴 

가운때 알부가 “개인의 해방η을 “녹색 운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녹색운동아란 용핵가- 대항 

문화양 관환을 맺깨 샤작했다. 특히， 유지농업， 도셔와 농촌을 연껄한 공통체， 전원으로의 

회댐 풍에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생태적 관점을 확산샤켰다 2) 그러나， 대부분확 사회운동이 

그렇듯이 운동자체가 갖고 있는 비지속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대항문화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1970년대에 대항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던 공동체가 뉴욕애만 천여개를 념었다. 공동체는 

생태적 관점 아래에서 대안적 생활양식올 추구하는 운동의 상장으로 볼 수 있었다. 즉， 공 

동체는 거존왜 사회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 

안적 생활양식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나었고， 대부분이 일시적이 

거나 특별한 체험을 바탕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가존의 도시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나 생존자체를 위한 경제적 대비도 갖추지 못했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상충하는 경우 

가 많았다. 기성 사회는 대안적 운동의 여지를 남기자 않았고， 결국 공동체 운동은 막을 내 

리게 되었다. 

『칩묵의 봄』이 합성화학물질의 위험을 폭로시켜 생활의 질에 대한 대중와 관심을 확싼 

시켜 %새로운 환경의식 n을 촉발시켰다면， 1970년의 “지구의 날η 행사는 현때 환경운동에 

불을 당겼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B~ 쟁으 

로 한 “지구의 날” 행사는 신좌파와 반전운동이 사용했던 토론회 (teach-in) 형식으로 치루 

어졌다. 

대중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오염규제의 입법형태를 갖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시켰고 국 

가차원의 환경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러한 관심은 급속하게 운동의 형태로 부 

2) 예컨대 뉴욕의 지하신문 Rat는 “문화혁명가들은 생태적 관점의 사고를 시작해야 한다. 환경을 파괴 
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Keith Lampe 같은 이피운동가들 
은 “보다 넓고 생태지향적인 급진주의”를 부르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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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잭 되었는패， 언론은 과거빽 자연보호운용에 해벼샤켜 “새로운 환정운동 환경운동자 

들을 ‘ecoacti"떠ts’ 이랴고 부르깨 시작했다. 정치인으로는 Gaylord Nelson과 Edmund 

Muskie가 환경운똥을 가장 열훨허 용호했다.N리son이 베트냥 챈쟁이냐 핵문채， 카아， 도사 

문채 풍은 환쟁문잭핵 B]하햄 부하쩍 이 라고 주장했고， 환챙 훈책를 포샤산업문쩨획 일뿜로 

간주했던 산확파다 다}항푼화집단 둥 1960연대획 사회운동들과는 다른 샤각을 형성하였다g 

Nelson은 새로운 환경운동을 구체화사키기 위해서는 토론회 빵삭이 얀성맞춤이라는 생각 

을 가쩌고 “환경위기얘 관한 전국적 토론회n를 잭안하였다. 

1969년말 토론회의 제인·이 관삼을 모으채 핵면샤 토론회확 준비를 워해서 

Environmental Teach-in Inc‘가 창설되었다. 이 단체는 후애 Environmental Action으로 재 

칭되었다. 그혀나， 대안환론틀야 g생태캠 원라해 따른 혁명적 변화η를 촉구하고， 째로운 생 

태운동단체들어 션연문을 발표하고， 샤워 동 직첩행똥을 탤암으로써 째로운 환챙움흉야 Pt 
차 1960 1냥해 사햄운풍의 연창으로 벼휩치자도 했다， 야 t째문에 토론확햄 성사 얘부는 불투 

명했다. 

그러나， 지구의 날 행사가 4월 12얼로 결정팩는 증 구해향확기 사작하면서， 토론회 착상 

은 스스로외 모벤텀을 잦추변서 발전해갔다. 이때 하바드확 학생어였던 Denis Hayes가 주 

요 추천력으로 영업되었다. 준벼과정에서 점좌파의 생태훈동과 차별화된 관점을 갖는 둥 

토론회외 성격도 자리짧았다‘ 즉， 투쟁의 성격은 약화시켜고， 사회의 전반쩍 샤스댐에 포딸 

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평화적 시위를 통해 채체를 비판하고， 행사를 여라 지역얘 

분산사키고， 가능한 정부 당국왜 혐쪼를 포두 얻어냈다. 쩔과적으로 자구획 날 행사는 1960 

년대의 주요 관심사였던 도시산업빽 체제에서 개인의 생활양식으로 사회운동의 초정을 옮 

기는 계기가 되었다. 샌확파들이냐 다}향문화집단들은 정부왜 쩨도원악 지치를 얻으밟는 

ι지구의 닐'-" 행사주최자들을 배선자로 이해하였다 3) 

지구의 날 행사가 재확퇴거 3깨월 전에 백슨 때통령은 연두교서의 주요 부분을 환경문 

제에 할애함으로써 훤-정문체에 돼한 정치적 의매를 묘제 부여했다. 그는 1970년태왜 문채 

를 “환쩡에 굴복하느냐 아다변， 다}거， 토째， 그리고 물애 업혔던 우}혜를 복구하여 자연과 

공존하느냐R로 정의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속에얘 수많은 가업은 광고， 전시， 오업억채 

기술 발표， 토론회획 연사 쩌원 풍으로 지구의 날 행사률 도왔다. 

지구의 날 행사 이후새로운 환경운동π 이 구체화되가 시작했다， 연방차원의 환경법과 

3) 이러한 심정은 씬확파 환경운동가의 논평에 잘 나타나었다. Baπy Weisberg는 “모두가 같은 애를 
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협동하고， 협력을 워한 규제틀 내에 행동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지구의 날 행사 주최자들)은 설제로 현재의 딜레마(환경문제)를 책임져야 할 집단들의 힘과 
이익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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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규제의 신설 둥 환경정책의 발전과 함께 환경단체는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전국 

수준이나 광역 수준에서 조직된 단체가 200여 개， 마을이나 지역적 수준의 풀뿌리 운동단 

체가 3000여 개를 넘어섰다. 동시에 기존의 자연보호단체를 포함한 많은 환경단체들이 전 

문화와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주류환경운동을 형성했다. 주류환경운동은 1970년대 입법과 

행정의 의채를 좌우했던 환경정책체제를 구현하고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환경정책의 발전에 따라 환경운동은 주류와 비주류의 두 그룹으로 재편되었다. 주류 그 

룹은 제도권 내에서 환경운동 전략을 입법， 행정규제， 소송， 선거운동 둥 4개 부문의 로비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주류 환경 단체들은 법률가， 로비스트， 과학자， 경제전문 

가， 조직운동가， 기금조성자， 평론가， 정책운동가 동의 전문가 스랩을 가지고， 기존의 정치 

경제 체제내애서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비주류 그룹은 주류환경단체의 전략이 엘리트 중심의 소극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환경문제를 대중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행동 방식을 선택하였다. 

3- 1. 주류 환경운동 

1970년 l월 1일에 발효된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rnental Policy Act, NEPA)은 

미국의 입볍사상 다소 이례척이었다. 시정성명은 특별한 입법취지보다는 일반적인 생활의 

질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근거했고， 입법과정에서 토론도 거의 없었다. 이 법의 발 

의자였던 워싱턴 주 상원의원 Henry Jackson은 환경문제를 정치적 타협에서 제외시켜， 법 

의 체제내에서 기술적 문제로 다뤄지기를 바랐다. 

1960년대에도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 동에 관한 입법 · 행정 활동어 있었지만， NEPA와 

같은 본격적인 환경입법은 지구의 날 행사 이후에 시작되었다. 환경입법 추진에서 소비 

자 • 공익운동가와 전문가들로 채워진 환경단체들이 큰 기여를 했다. 1970년에서 1974년에 

이르는 동안 환경법제와 환경행정규제， 법정활동이 다양하게 추진되었고， 이로써 환경요염 

규제중심의 광범위한 환경정책체제가 수립되었다. 이 체제는 오염의 제어나， 환경보호에 

관련된 거대한 환경산업을 창출하였다. 환경산업은 기술회사， 환경법률사무소， 폐기물 처리 

기구， 환경규제 관련 상담회사 동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게 되었고， 성장을 거듭하여 매출 

액은 1970년의 10억 달러에서 1990년에는 250억 달러로 신장되었다. 

1970년대 초에 환경법제와 환경행정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주류환경단체들도 개편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초기 환경법의 입안과정에서는 참여가 미미했지만， 이들은 환경법의 시행 

과 감시에 크게 관여했고， 고형폐기물처리， 독극물， 유해폐기물 오염지역 정화 동의 분야에 

새롭게 진출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통화해 나가면서 입법， 행정/규제활동， 재판? 선거영역 

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정책과정에서 당사자주의 구조(adversary stance) 가 채택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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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환경단체들은 내부적 신분과 외부적 입장을 동시에 취하는 복합적 입장을 갖게 되었 

다. 그 결과 1970년 말까지 주류환경단채는 환경정책과정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감시자 역 

할을 담당하였다. 

왕성한 로비와 소송활동이 친행되던 70년대 초， 주류 환경단체는 연방정부와 대의회활동 

의 관접에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환경정책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N atural Resources Defense εouncil ( NRDC ) 와 Environmental Defense Fund(EDF) 와 갇은 

새로이 조직된 단체들이고， 다른 부류는 환경정책과정으로의 흡수과정에 있었던 기존의 차 

연보호단체들이었다. 이 두 부류는 운동의 관점에서 합치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주요관심에 

서는 차이를 보일 뿐아니라 관심영역이 서로 달랐다. 기존의 자연보호단체틀은 7]왕의 관 

심분야， 즉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호， 국립공원 둥과 같이 협소한 주제에 컵착하는 경우 

가 많았다. 

예컨대， Wilderness Society는 과거의 보전활동과 성과에 사로짱혀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기칸 동안， 미국사회에 넘쳐 흘렀던 환경운동의 에너지를 홉수하지 못했다. 

Benton MacKaye, Robert Marshall, 앨도 레오폴드 둥과 같은 창립자나 지도차들에 대환 문 

헌들을 출판하는 데에 열중했을 뿐이었다. 관심의 폭도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얘 국한시 

컸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크게 쩨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두 부류는 운동조직， 의제， 그리고 지지세력의 측면에서 육사해지가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에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아리조나， 그리고 몬타나에서 친환경적 

인사가 주지사에 당선되고， 1976년 선거공약에서 환경보호정책을 강조했던 카터가 대통령 

에 선출됨에 따라 환경정책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관서에까쩌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환경정책이 크게 고양되뺑서 주류환경단체들은 더욱 환경정책과정에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조직원과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단체들이 정책체 

제 자체의 운영과 유지과정에 흡수되었다.4) 

취임직후 카터 대통령은 수자원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새로운 해결책을 발표했고， 이것으 

로 환경적 인민주의 (Environmental Populism) 를 나타내려 했다. 국가져원의 수자원 개발사 

업을 축소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대책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주류 환경단체임원들이 깊이 

관여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권이양위원회확 행정부에 참여했다. 그러나 차터와 주류 

환경단체는 새로운 정책의 출범에 앞서 풀뿌리수준의 지지를 동원하는데 실패했고， 이들의 

견해가 기업틀의 개발지향적 입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벼춰져게 만들었다. 

4) 70년대 후반에는 특히， 환경단체의 지도자들이 카터 행정부나 주정부 자원관리부서에 영업되는 일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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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쟁은 기업들의 연합을 더욱 강핵사켜 람들어서 EPA, OSHA 등 환경부서의 환청 

규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만틀었다. Business Roundtable이 주도했던 기업연합은 환정정 

책의 비용을 부각시켰다 특히， 가업의 구조조정을 내표하고 있는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와 같은 법에 딩-황한 기업은 규쩨철폐를 위한 대의회 로비활동을 통하여 첨차 

주류환경단체들과 환경관료들을 수세에 몰아넣었다. 정치적으로 반격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카터 행정부와 환경관료들은 전변적으로 후탁하기 사작했다. 수자원 개밥샤업 철회 계획이 

춰소되고， 880억 달러의 합성연료사업이 추진퇴었다. 특히， 유독 폐지블이 발생하는 합성연 

료의 개발로 환경적 회생이 뒤따랐다. 

기업들외 조칙적인 져항은- 환-정운동단체로 하얘금 챈분성을 갖추도록 압박했다. 1970년 

Clean Air Act왜 토론과정에서 기업가틀은 전문지석을 71-져고 환경운동가들을 공격했다. 

사실 Wildemess Act 이전악 입법과정애서도 몇몇 조항의 근거채시에 꾀-학쩍 지식이 필요 

했고， 특허 1960년대와 1970펀대에 활발한 토론을 거친 요영규채해 관한 법얀은 과학자술 

용어로 표현되었다. 그러냥 전통적인 자연보호운동자들은 오염문채나 가술적인 논쟁과는 

거리가 멸었다. 국립공원이나， 야생동물， 경관의 심며적 가치 동 전통적인 차연보호운동의 

주제와 달랐을 뿐만아니라 이들은 요염에 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었다. 

대기정화법의 입법수준에서 법적 자동차 배출 기준에 관한 로벼활동이나 토론은 기술적 

세부항목에 집중되었다. 레이첼 카슨이 언급현 것처럼 가엽은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로비활동가들은 열세에 몰렸다. 최종법안 환경보호의 새 

로운 관점에 따라 골격을 갖추었지딴， 세부규정은 가술적 토론과정에셔 손절되었다. 기업 

은 g소위 전문지식 putative expertise'’을 동원하여 법외 시행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창설된 환경단체들은 전문성을 갖추는 등 조캠의 운영방향을 새로운 환경체제 

에 맞추었다. 

상근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환경단채들의 출현과 함께 전통적인 자연보호운동 단체들도 

조직을 재편했다. “보전과 관리의 논쟁”에서 g환경규제와 오엽억제η 의 새로운 관점으로 전 

환하게 되었다. 조직재편의 속도와 성격은 단체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사에라 클럽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다. 포드재단의 보조금을 받아 조직의 독립적인 법률기구로 Sierra Club 

Legal Defense Fund를 설립했다. 이 기금은 곧 NEPA와 관련된 소송과 환경법의 시행에 

참여했고， EDF와 NRDC 둥과 때로는 경쟁을 때로는 상조하면서 시에라 클럽 자체의 조직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상근직원의 역할이 단순한 연락과 조직의 사무에서 전문 

성을 바탕으로한 운동으로 재고하게 만들었다. 

전문화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은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활동의 성격이 보조금지원재단 

의 영향에 놓이게 되었다. Environmental Actíon은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로바력과 전문적 

능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컸고 이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까지 맞았다. 반면， 포드재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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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설휩된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은 다른 사정을 가자고 었었다. 변호사양 

과학자의 상근조적원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의책 선정과정애서 포드채단외 검열을 자쳐야 

했기 때문에 절충적인 업장을 취활 수밖에 없었다. 

레이건과 부시가 대통형으로 재압했턴 1980년돼얘는 환경정책어 최다량 협조를- 보였다. 

1970년대 중반의 석유파동과 함께 1980연대 례이전의 반환경쟁책은 황쟁문쩨가 중요하치 

만 소비수준의 유지와 경제쩍 안정보다는 덜 친요하다는 대중블의 정서를- 반영하는 첫어 

었다. 지업가들과 지주들의 후원속에서 핵이건 쩡부는 환청규채를 풀고， 환경거구률 책산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amE'-s Watt냐 Anne G. Burford확 감은 반환경주의자들융 환;양보 

호청 동 주요 환경지구의 책임자로 지땅하여， 환경혜산을 삭캄하고 자능축소를 육-도했다. 

그려냐， 이러한 정책으로 환장보호왜 채도작 각초를 훼손서켜자는 훗했다 . .2.댐￡댐 주춤 

했던 카터 채엄사절획 환-쟁운동을 다샤 활성화-샤쳤고， 환정운동에 r생환 공공재단파 정책권 

의 저지를 확대시켰다. 1990현의 “책구왜 냥‘9 행사를 겨}껴효로 각업의 green marketing 열풍 

을 촉발사켰고， 1990낸대의 잉녹씩책t:H성를 해고했다. 1985 1난 며국 10대 환;영단체1 왜 총확웹수 

가 3백3십만이었으냐 1990년에는 7액2섭만으로 성장했다. 혜산포 연간 2억 달려에책 5빽 

달러로 크채 증가했다. W orld Resource Institute. W orld Watch Institute, Rocky Moun떠in 

Institute, Environmental and Energy Study Institute 풍외 면간환쟁연구소들도 재정， 햄원 

수， 영향력외 측면얘새 묘채 성장했다. 이라한 성장추세로 1992연말에는 머국에서 환졌단체 

의 수가 1만개를 헤아려제 되었다. 

환쟁운동은 1990댈태얘 들야서면사 지구적 수준으로 조작적 가반을 확대해 왔다s 폭알을

비룻한 유럽 여러나라애서 녹색당이 출엽하는 둥， 환경보호는 쩨재각국확 공똥주채로 그려 

고， 볍셔l 계적 운동의 주제로 자려창채 되었다. 환쩡운동악 져구화와 함께 민간기구악 깨능 

과 역할이 존중되면서 환경문채도 대 71， 수질， 폐가물， 핵오영 둥 부문별로 전문화되는 정 

향이 강해졌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적으로 주류환경단체는 지로에 봉착하채 되었다. 환경쟁책의 

추진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욱 철저한 전문화와 채도화 과정을 겪었다. 동시얘 환정 

정책체채의 발달과 함께 의채거- 확대됨에 따라 도사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운동을 넓게 정의하는 벼주류단체{또는 대안단체)들의 비편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이러 

한 주류환경단체와 대얀(벼주류)단채 사이의 잘둥은 쩔국 환쩡운동의 생격을 규정하는 결 

정적인 요소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3-2. 비주류 환경운동 

1960년대와 1970 1건대의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 

화되었다. 도시의 빈민，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약자가 환경적으로도 약자라는 인식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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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점차 더 많은 그리고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가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 

류 환경운동단체의 전략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역사가 짧고， 조직의 규모도 작지 

만 성장속도가 빨랐던 비주류， 또는 대안 운동단체들은 주류 환경단체들의 성과를 실패로 

판정했다. 

비주류 환경운동단체들은 행동 지향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환경 

문제를 대중화시키고 입법과정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시위를 택한다.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원하였고， 그들의 주장을 위해 과격한 시위활동을 채택하기도 했다. 

Earth First! 와 Animal Liberation Front와 같은 비주류 단체의 활동가들은 삼립보호를 위 

해 벌목 트럭 앞에 드러둡거나， 석유 탐사를 위해 박아놓은 측량 말뚝을 뽑아 내기도 한다. 

벌목공이 위험을 느껴 벌목을 못하도록 나무에 죄말뚝을 박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환경 테 러 리 스트 eco-terrorists’ 란 비 난을 받기 도 한다. 

1970년대 후반까지 환경단체의 구성원， 특히 지도부는 사-회 · 경제적으로 상부층에 있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난한 도시 소외층과 노동자들이 겪어야하는 사회 · 경 

쩨적 불평등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 환경적 약자들에게는 황무지， 야생 동식물， 다양한 생 

태계의 보호활동은 그러한 것들을 누릴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것으로 비추어 

졌다. 도시빈민， 소수 민족 등 소외층들의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주류 환경단체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 소수민족 거주지의 풀뿌리 환경운 

동이다.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소수민족 거주지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되었 

고， 이러한 환경적 인종차별주의 (environmental racism) 의 해결을 위해 환경정의 

(environmental iustice) 가 중요하게 부각되 었다. 

환경정의운동은 남부의 인종차별주의와 관계가 갚다. 인종차별은 흑인에게서 정치적 권 

리， 경제적 기회， 사회적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했다. 인종차별은 결코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흑인을 위한 환경정의 운동은 흑인과 백인 

집단 사이에 현저한 생태적 불평퉁이 존재했던 남부에 집중되었다 5) 흑인의 거주지역 주 

위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이것은 토지이용의 관점에서도 벼합리적이었 

다. 즉， 쓰레기 처리장은 환경적으로 오염이 최소화되고， 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최소화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폐기물 처리장의 위치를 가리키는 가장 효율적인 

5) 사회정의 옹호론자인 Reverend Ben Chavis는 흑인의 생태적 불평동을 “환경적 인종차별주의 

(environmental racism)"의 직접적 결과로 정의하였다 깨끗한 환경에 접큰할 수 있는 백인의 우선 
권은 유색인종의 희생을 만들고， 이것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므로 유해한 기능을 하는 도시 게토나 

놓촌 블랙벨트(hazadous waste landfill, incinerators, paper mills, garbage dumps, other polluting 
industry) 는 제도적인 인종차별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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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가 인종이라는 주장은 폐기물정책의 왜곡과 환경정의운동의 당위성을 잘 말해주고 있 

다 6) 

이러한 생태적 불평둥은 a건강을 되찾자”라는 주제로 열렸던 1983년 Urban Environment 

Conference(UEC) 에서 부각되었다. 그 회의는 진보적인 백인들과 유색인들을 연결시켜 환 

경정의연합을 형성한 최초의 전국규모의 행사가운데 하나였다. 흑인 풀뿌리 환경 집단들이 

성장하면서 인권논쟁에서 사용되었던 항의， 시위， 피켓팅， 정치적 압력， 소송 동의 단체행동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들 행동주의자들은 불평등의 영향과 평둥권을 주장하는 환경 

주의 표방을 지지했다. 

환경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흑인들의 첫 번째 전국적인 항의집회는 1982년 노스캐롤라이 

나 워렌 카운티의 흑인 져주지가 유독한 PCB의 매립지로 선정된 직후에 일어났다. 흑인 

인권운동가， 정치 운동가， 지역 거주빈 둥이 거주지역 내에 PCB 매립지의 건설을 반대하 

기 위해 항의 데모를 했고， 4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이 항의는 비록 실패로 끝녔지만， 혹 

인이 환경적 불평둥혜 대해 전국적 정단행똥을 감행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고， 동시에 유 

해 폐기물 매립을 항의하는 군증을 체포하였다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비주류 그룹들은 운동양식과 헬동대상 뿐만아니라 중심사상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예컨 

대， 심충생태주의자들은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생태중심적 생 

활양식을 주장한다. 이들은 소비주의적 생활양식을 단절하고 단순한 삶， 또는 검약환 생활 

양식을 영위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념 

을 실천한다。 인간의 영성을 강조하고， 예술적 활동과 신화의 재해석 둥 창조적 활동을 통 

하여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한다는 사상을 확장사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접에서 심층생태주의는 초기 차연보존주의자들， 특히 에머슨이나 레오폴드확 일맥상통한 

다. Animal Liberation Front, Earth First! 둥의 단체들은 섬충생태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 

야다. 

심충 생태주의라는 용어는 노르웨이외 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Ame Naess에 의해서 

명명되었다. 1973년 Naess는 환경운동의 두 관점으로 shallow ecology 9f deep ecology를 지 

적하였다. 그는 shallow ecology를 g오염과 자원고갈에 중점을 두는 것. 따라서 중심 주제는 

선진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로 정외하였다. 그는 deep ecology를 자연속에 존재하는 인간 

6) U.S. General Accounting Office(1983)는 위험한 폐기물 매립지의 위치와 주변에서 거주하는 집단의 
인종적，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앨라바마， 플로리다， 조 

지아， 켄터기，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둥 미남부 8개주에 걸쳐서 4개 

의 유해 폐기물 매립지가 있었다. 매립지와 근접한 곳에서 살고 있는 &개의 집단 가운데 3개에서 

흑인이 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1개 집단에서도 38%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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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과 생태적 지식에 의거해서 형성되고 강화되는 규범적 · 생태철학적 운동으로 정의 

하였다. deep ecology와 shallow ecology의 관채， 그리고 deep ecology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는 1973년 이후부터 심화하거 시작하였다. 

심충 생태주의의 가장 독특한 관점은 생태중심적인 자아확인인데， Naess는 이를 “자아인 

식의 궁극적인 규범 R으로 인식하였다. 인간은 무수한 자아인식 존재 중의 하나이다: 인간 

의 성숙도와 자아인삭은 좀 더 넓고 광범워한 자아확인을 통해 이룩된다. 삼립， 하천， 사막， 

산맥 풍도 동일한 자아이다: 즉 “나는 열대양험이다n 또는 a나는 이 산을 향해 이야기하 

고 있다. 왜냐하변 그도 나의 일부이기 때푼야다 심층 생태주의의의 두 번째 목표는 생물 

중심사상， 또는 생해중심사상이다. 인간중심적 쇄계관애 반하여， 생태중심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단째 잉생불군람의 한 부분%일 뿐이다 - 모든 생명체의 최상위차가 아닌 다른 생명 

체와 통일한 존재이다. Naess는 이를 total-field image라 불렀고 이라한 lffiage는 자연의 다 

양성과 진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한다고 채안하였다. 철학자로서 Naess는 언간중심적 세 

계관 대애서의 모든 행똥은 현재와 다음 세대외 인간을 지키가 워하여 수행된다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deep movement의 지지자들은 모든 생물체에게 가장 유리한 방삭의 삶을 추구한 

다. “가능한한 홈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행동을 한다”가 십층 생태주의의 삶의 방식을 추구 

하는 사람들의 슬로건이다. 생태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둔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ecosophy 또는 지혜가 요구된다. Ecosophy는 문학적으로는 자정의 지혜 (wisdom of 

household) 또는 우리 자 거 주하는 장소를 의 며 한다。 

1980년대 레이전-부시 정부의 받환경정책은 직접행동 단체틀의 접근방식을 더욱 과격하 

게 만들었다. 동물해방전선 Animal Liberation Front은 동물실험을 연속적으로 공격했다. 

오례콘 주립대학의 맹크 실험실과 부속 창고， 워싱턴 대학의 동물실험실 등을 습격하고는 

실험용 동물을 대량으로 풀어놓기도 했다. 그린피스도 1985변 프랑스의 핵실험을 직집행동 

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운동가 한사람이 사망했다. 

때‘ 반환검8처l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되었을 때， 카슨의 경고에 동의하는 대중들도 있었지 

만 이 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다. 이 론물리 학자 John Maddox은 카슨의 저 작을 

‘말 장난’으로 치부했고， 농약회사들은 근거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일부 기업가들은 ‘미 

국의 농업을 망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까지 헐뜯었다. 심지어는 독선이었던 카슨 

을 성적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환경 선각자틀에게 향했던 비난은 반환경단체애 

의해 환경단체로 쏟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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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꽤산업과 보수적 정치세력외 지원을 받는 반환경단채틀은 경제성장， 자유로운 깨 

업활동， 만주주확， 작용 정부 풍의 극우의 보수적 가치를 주쟁한다. 이들은 습자 채간， 삼렴 

개발， 국립공원내외 팡물 채팎， 핵활전 풍을 요구하고 환경법얀파 환쟁규쩨확 철회흘 주장 

한다. 태뿜분의 반환경힐-책들은 환경보전 단체로 댐짱하고 있다. 예컨애， 다171 중약 야산화 

탄소를 염 려 하면서 핵 발챙을 옹호한다. 

환쟁운동에 가장 위협적인 존채는 이러한 반환경단체의 소위 ‘현명한 야용 운동 Wlse

use movement' 으로， 산림청확 초대 책임자였떤 핀효가 사용했현 ‘현명핸 아용 또는 s올 

바른 이용 right use ’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환경때구를 

해체라거나 환경규제를 없앨 목적을 가자고 다양한 운똥을 전재하는 반환경운풍단체들어 

다， 자원의 사용에 관밟여 정부는 단쩌 확소환으로만 규채해야 허-며， 이는 다른 애떤 쟁쩨 

적인 활동에도 똑같이 적용확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왜 강은 운동은 1970 1옆대 랭-쁨， 목동， 뺑목공 동을 중심으로 형성월 풀뿌리 운동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연방쩡부의 보전쩍 토지관려 정책에 저항하는 소위 Sagebrush 

Rebellion으로 출말하였으나7) , 곧 지업들와 후원을 받아 거업여억을 혜변하는 집단으로 변 

모하였다. 아들은 친환쟁적인 정부파견 판리인융 몰아내기도 하고， 광울쇄불이나 환계지역 

외 방목 풍 환경적 위해사업에 부과되는 규쳐}혜 조칙적으로 저항한다。 또는 유련자 운동을 

통해 친환경적인 국회의원의 재션을 조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현명한 이용”을 쪼척한 

Allan Gotlieb과 Ron Amold는 특이한 경력을 짖고 있다@ 고틀랩은 총7] 소유금지를 주장화 

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져업가들로부택 기금을 모집해사 살아가는 사행·이고， 아놀드는 환때 

사에라 클럽의 조직원이였으나 이를 틸웹하고 역사상 가참 격혈하채 환경단체를 향해 반 

기를 들어온 보수주의왜 재금 포금가였다. 론 아놀드는 혜년의 전술과 아브라함 매슬프로우 

의 사회 심리학을 햄회샤 풀뿌리 반-환경 야데올로기를 구혜핵하였다. 아놀드는 천연자원 

개발업자， 여가 자동차 모임， 우억 칭향의 사람틀， 수많은 소도샤 。 샤골 주만들로부탁 반란

이 얼애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러한 핸환경운똥을 “새로운 환정론κ이라고 불렀다‘8) 

그러나 뺀환경론에 대한 추류환경운똥단체}들의 대응도 적절하쩌 훗했다。 이들은 현명한 

7) wÎse use movemnet가 Sagebrush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냈다는 주장도 있다. Sagebrush 
Rebellion은 연방의 토지를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에 팔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작은 목장주， 

땅이 없는 서부인들， 산업 노동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뭇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방의 지출로부터 

보조를 받는 채굴작업과 항목에서 이윤을 얼었지 때문이다. 현명한 이용 운동가들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 

8) 반환경단체는 전략에 있어서도 환경단체와 유사하다. 이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하 
거나，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편지냐 출판물을 보내고， 가구를 방문하여 이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띠디어 워크숍도 개최한다‘ 이들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하여 과학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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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지지자들을 무식한 사람들 또는 철부지들의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서부의 여러지역에 

서 환경운동가들의 오반과 엘리트 의식은 현명한 이용 운동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말았다. 주류환경운동단체들이 잡지， 교외지역 자선， 환경단체들의 우편불 발송에 의 

존하는 동안 현명한 이용은 농촌사회에서 조직을 키웠다. 현명한 이용은 일대일 접근과 모 

임을 가지면서 풀뿌리 조직을 강화시킨다. 

현명한 이용의 근거논리가 얼마나 기만적인가하는 것은 둘째치고 현명한 이용이 주는 

메시지는 농부， 벌목공， 광부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서부에서 효과적인 

운동으로 살아남으려고 할 때 환경론이 접근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 

러나， 주류환경운동단체들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9) 

시에라 클럽은 조사를 통하여 현병한 이용 단체들이 기업들과 보수우익집단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심지어 주류환경운동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기업들 가운데 

애도 상당수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레이건과 부시의 집권기간 

동안 환경 운동의 위축과 함께 현명한 이용 운동은 크게 확장했다. 

밴환경단체들은 4007H 의 지역단체 네트워크를 가질 정도로 성장하였다. 반환경운동은 이 

미 1990년대초에 널리 확산되었고， 운동외 전략과 전술도 치멸하게 준비되었다. 점박이 올 

빼미를 보호할 것언가 아니면 벌목공들과 벌채업자들， 또 이에 연관된 산업을 보호할 것인 

가로 유명했던 소위 ‘spotted-owl country' 에서 벌목공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창설되 

었던 Oregon Lands Coaliation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61개의 풀뿌리 하부조직과 81，000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리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wlse-use groups으로는 

Multiple-Use Land Alliance와 League of Private Propeliy V oters를 틀 수 있다. 국립공원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개인의 사유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애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반환경단체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현명한 사용’ 이외에도 ‘다목적 이용 multiple 

use: ‘자원의 통합관리 integrated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용어로 포장한다. 이들 단체 

의 논리도 환경보전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않는다.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 을 주장하지만， 정부의 환경규제를 축소시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명한 이용 운동의 지지자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몇몇 지지자는 

9)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노동자들， 즉 광부， 벌목공， 공장 노무자， 목동 둥과 같은 사람들에게 환경 

의식을 주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의 대부분도 환경단체 회원들만큼 주위의 환경을 사랑한다. 

만약 환경운동가들이 현명한 이용 단체들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주민의 재산과 이익이 현명한 

이용을 지지하는 거대한 기업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인 

식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환경운동 465 

환경론자들에게 외상을 입히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며 우체통이나 자동응답기에다 협박 메 

시지를 남겨놓기도 한다. 1990연 오래곤애서 발생한 Earth First! 의 활동가 쥬디 바리에게 

가한 자동차 폭약 테러나， 1991년 그린펴스의 연구원 폴 코스트너에게 입한 가옥방화 둥이 

대표적이다. 국내 뿐만아나라 말레이지아， 케냐， 인도， 카나다 둥 해외의 환경운동가들에게 

도 반환경론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 

g。 멸는 말 

환경운동은 자원을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관리하자는 과정의 일환이다. 01 과정에 
참여자들의 가치관， 배경지석， 이해관계 둥에 따라 그리고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소려 

가 나온다. 환경운동은 다양한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어나 전략， 추전 방법 

에서도 필연적으로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이려한 측면에서 미국의 환경운동은 대표적야다. 

미국의 환경운동은 져난 300여년 동안 동적인 변화와 성장을 겪어 왔다. 서부개척시대나 

전후 복구시대와 같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성장이 요구되는 보수적 분위기에서는 잠잠허 

내적 충실기를 맞고， 전보적 시대에는 활발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1970년 지구의 날 

행사이후， 운동 단체에 따라 관심분야가 챔문화되기도 했고， 운동전략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이 나아갈 전로는 여전허 불투명하다. 1970년 지구의 날 행사가 가져온 

환경외식의 고양은 미국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었으나， 1980년대의 보수주의로의 회귀는 

환경정책의 퇴조를 가져왔다. 친환경정책을 내세웠던 클린턴 정부도 2기에 들어서서는 환 

경정책에서 주춤거리고 었다. 동시얘 과거의 환경주의적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무관심이 대중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미국 환경운똥은 이러한 난관 이외에도 주류 환경운동 단체와 비주류 환경운동단체사이 

의 조화를 모색해야하는 숙채가 남아 었다. 현실주의자들파 근본주엠차들 사이외 갈둥을 

극복하고 유겨적 연대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환경운동의 지속적 발전은 가대할 수 없을 것 

이다. 또한， 보수주의자들과 환경파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반환쟁단체와왜 투쟁도 

힘겨운 과제로 통장하고 었다. 

양적 성장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와 관료화도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환경단체가 성짱하 

변서 환경보전이라는 초적의 당초 목적이 조직의 유지라는 부담 때문에 퇴색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환경보호에 열정을 가진 운동가의 역할은 점하 중요성을 잃는 반면， 조 

적의 채정과 인사 둥을 관리하는 조쩍 경영차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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