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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신개발주의와 환경문제

최 병두*

New Developmentalism and Environmental Problems ofthe
Participatory Government
Choi , Byung-Doo
요약 : 이 글은 참여정부의 대형 국토 개편사업， 대표적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 고속철도 건설사업(특히 천성산 구간)， 경인

운하사업， 부안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그리고 경제자유특구사업 및 수도권 (김포)신도시건설사업 둥과 이와 관련된
환경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성향을 분석하파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글은 참여정부의 개발 및 환경정책을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념과 관련된 것으로 비판하

고，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논리나 특정 부처 및 관련기관의 이해관계 반영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신성장주의， 생태적 가치 또는 환경문제 무시와 파행적 공간구조 초래 등을 전제로 한 신개발주의， 그리고 환경영
향평가또는사업계획서의 불성실한작성이나조작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호도， 그리고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장
무λl 또는 저항 방치 등을 내포하고 있는 선관리주의로 특정지우파 한다. 현 정부가 진정하게 개혁과 참여를 통해 사회경

제적 발전을 도모하파 한다면， 이러한 신개발주의적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환경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나아가지속가능한발전과환경정의를추구해나가야할것이라는점을강조한다

주요어 : 참여정부， 국토공간개발사업， 환경정책， 신개발주의， 환경쿠즈네쪼곡선

Abstract : This paper is to consider critically the trend of big national developrnent projects, especially
the Saernangyurn reclarnation project, the construction of express railway project (esp., the section of
Chunseung M t.), the Kyungin Canal construction project , the project for constructing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in Buan, the project of the special econornic and free trade zone and the construction of
New town in Kirnpo area, and other policies for developrnent and environrnen t. In this paper, the
developrnent and environrnent policy of President Roh’ s Participatory Govemrnent has been characterized
in terrns of new developrnentalisrn which has tumed its policy into rnarket-oriented one, rninirnizing
govemrnent' s intervention into environrnental problerns. In order for the govemrnent to pursue a real
reforrn and participatory dernocracy, it should break with such new developrnentalist polícy, and stress and
reflec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rnent and environrnental justice on i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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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중심 국가 건설과 관련된 경제자유특구 사업이

머리말

나 국토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건설과 직 · 간접
지난 몇 년간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사회적 관

적으로 관련된 수도권신도시건설 사업 등을 들 수

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슈들 가운데 하나는 국토의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국토환경의 개발 및 이로 인

공간환경을 개편하거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해 유발되는 환경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있는대형 국책사업들을둘러싼문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은 국토공간의 개편을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은 이른바 ‘참여정부’ 의

통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대통

개발주의’ 정책이며 이와 같이 국토건설 정책에

령의 취임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은 현 정부의 개혁

기본적 존재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를 이른바

적 성향에 대해 공감하며 이의 정책적 실행을 기대

‘토건국가’ 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조명래，

했지만， 출범 후 시일이 경과하면서 점차 사람들은

2003). 반면， 이러한 국책사업들은 어느 하나 제대

‘참여정부’ 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적이며

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환경정의 등 생태환경의

국민의 참여를 원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원리를 고려하거나 지역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의구심은 국토공간을 개편하

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고자 승}는 대형국책사업들과 관련된 공간환경의

으로 계획되지 못했다. 또한 이 사업들의 추진과정

개발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문제들， 특히 환

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현 정부가 생

경문제에서 고조되었고， 2004년 년 말경에는 급기

태적 가치와 환경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 역주

야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비상시국회의를

민들의 저항 또는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어떠

구성하고 현 정부의 비(또는 반)환경적 정책들에

한 인식이나 입장을 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드러내

전면적으로 성토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게되었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대형 국책사업들은 참

참여정부의 이러한 대형 국토개편 정책에서 드

여정부에 의해 직접 구상된 사업들 뿐만 아니라 그

러난 생태환경적 인식의 부재는 경유차의 시판 허

이전부터 계속된 사업들도 포함한다. 즉 새만금간

용이나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 그리고 골프

척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고속철도 노선결정 문

장， 스키장 등 각종 스포츠시설들의 환경기준 완화

제， 그리고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수도권

등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을 위

순환도로 건설(특히 사패산 구간) 등은 현정부 이

한반환경적 규제조치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

전부터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한 방식으로 대형 국책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

새롭게사회적 이복의 초점이 되었다. 그외에도참

되고 각종 개발을 위한 규제 조치들이 완화된다면，

여정부에 의해 구상 또는 강조된 사업으로서 동북

그 동안 다소 개선된 환경문제는 앞으로 다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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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김정인 외， 1998; 우석훈， 2004).

될것으로우려된다.

국토 개편을 위한 참여정부의 이러한 개발정책

즉，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들에서처럼 경제

과 이로 인해 유발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물론 참여

가 발전하면 초기단계에서는 환경문제가 심화된

정부 그 자체의 정책기조 및 환경(생태)의식과 직

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접 관련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환경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발전(또는 퇴행)과정 속에서

(그림 1-가).

위치 지워지고， 나아가 사회경제의 발전 과정과 관

환 경 용체

•

련하여 그 특성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라，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국토개편 사업과 이로

í、、、、\

옳Ir、/

인해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사회경제발전과
환경정책 간 관계 속에서 우선 개념적으로 성격지

경제발전→

(카} 쿠즈네흔곡섣

우고， 이를 배경으로 참여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발전 7

(냐)한국적 상황

〈그림 1) 사회경제 발전과 환경문제간 경계

대형 국토공간 개편사업들을 환경문제와 관련하

여 그 구체적 특성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보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간 관

다 일반적인 행정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각종 개발

계는 선진국이 보여준 일반적인 쿠즈네츠곡선과

사업에 내재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끝으로 이러

는달리 특이한모습을보이게 되었다(그림 1-나).

한 심각한 문제성을 내포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즉，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 앞으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

심화되었던 환경문제는 1990년대 초중반에 어느

보고자한다 J)

정도 완화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일반화되고 특히 IMF 경제위기로 인

해 경제에우선적인관심이 재집중된이후다시 심

2.

사회경제발전과 환경정책 간 관계

화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심

흔히， 한 국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환경파괴와오염이 심

시장메커니즘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 각종

화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환경에

정책과 사업들은 그 동안 어느 정도 통제되었던 환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환경관리정책이

경문제를 새롭게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

개선되면서 환경문제는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이

으로 선자유주의 정책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신성

해된다. 이러한점에서，흔히경제발전과환경문제

장주의， 국토환경의 측면에서 선개발주의 또는 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쿠즈네츠독선이 제시되기

민이나 국민 일반의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신

1) 이 글은 최병두(2003a)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다 좁은 의미에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글로 최병두
(2003b) 참조.

-121-

잠여정부의 신개발주의와 환경문제

관리주의 등으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표별， 지역 또는 국가별， 그리고 기간별 특성에

참여정부의 등장 이후 환경정책은 거의 상실된 상

따라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태에서，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위한 신성장주의，

제점을 가진다 2)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소득증

신개발주의， 신관리주의 정책들이 진정한 사회경

가에 따라 오염수준이 극대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

제적 발전이나 시민들의 의식과 삶의 질을 왜곡시

기 보다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를 나타내거나，

키는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

규제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잠재적 독성오염물질

를자아내고있다.

의 배출이 소득수준에 따라 더 증가하거나， 또는

본 논문은 이러한 이념적 성향들로 참여정부의

개발도십댁의 경우 더 낮은 수준에서 오염수준의

환경정책을 특징지우파 한다. 그러나 사회경제

전환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적 발전과정 속에서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은 물론

(Dasgupta et al , 2002). 즉 이 가설은 국가 또는 지

이와같이 가시적인 형태적 특성만으로충분히 설

역의 산업별 구성이 다르고 환경오염 원인별 비중

명되는것은아니다. 이러한점에서，그동안우리

도다르며，또한지역경제발전단계에따른정책수

나라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위해

단이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입되었던 주요 이론적 배경이나 논리들을 우선

환경과 경제변수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허장， 1998 참조. 또한

U자 형태를 취하게 되는지 또한 그와 반대로 왜 상

최 연홍，2000; 정준금， 2002 등 참조).

이한결과들을갖게 되는지에대한분석은매우부

우선 가장 가시적인 형태로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족하며， 역 U자형태는환경과 경제변수간의 다양

간 관계를 제시한 논의로 환경쿠즈네츠곡선

한관계 중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고주장되기도

(environmental Kumets cuIVe) 7댐을 들 수 있다.

한다 (Ezzati et al , 200 1).
단순한 형태적 분석이 아니라 보다 제도적인 측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이 가셜은 경제

발전에 따라 환경오염의 수준이 일정한 정점을 지

면에서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중범위적인차원에

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전제

서 고찰한 일련의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예로，

로한다. 이러한 U 자형태의곡선은대체로소득수

“경제발전과 환경변화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회

준의 증가로 보다 쾌적한 환경의 질에 대한 욕구 증

적 관심의 변동(정책 형성 및 계획)은 과거 일정한

대， 오염을 유발승}는 생산과 소비의 구성 변화， 오염

시기에 따라 고조되거나 저하되는 특성이 있었다”

을 저감시키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정부의 환경 규

는 점에 초점을 두고， ‘정책 라이프사이클 가셜’

제 강화등의 주요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policy life-cycle hypothesis) 이 제시 될 수 있다 (김
욱중， 1992; Zoeteman , 1987). 이 가설은 환경문제

그러나 이 가설에 근거한 실증적 분석들은 오염

2) 우리나라의 경우， 조상섭 외 (2001)는 17개국 OECD 국가의 C02와 1 인당 국민소득 간에 환경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함을 보였다.
김지욱 (2002)은 수도권지역의 환경쿠즈네츠 가설에 관한 분석에서， 부유분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의 경우 소득수준이 약

3뻐달러에서 5 ，000달러 수준에서 전환점이 나타나는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이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한 반면， 아황산가스의 경
우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 경우， 연구시점인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1 인당 배출
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역 U자 형 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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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문제의 자각

부 일각에서 동강댐 백지화의 섣부름과 비과학적

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책적 전략의 안건구성， 환경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시 새만금 간척

문제의 관리 및 해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고 설명된다. 이와 같이 김

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환경정책 라이프 사이

대중 정부의 정책이 보전주의와 개발주의 간을 진

클 가설은 경제사회발전-환경변화 상호관계의 현

동하게 된 것은 개발 혹은 보전에 관한 정책 패러

상을 4개의 주요 발전단계， 즉 문제 인지 •

정책

다임의 선택이 확고하지 못했고， 나아가 “김대중

정책 관리로 나누어 설명하

정부의 환경정책 이념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고 있다 3) 이와 같은 정책 라이프-사이클은 환경

‘전망주의’ 혹은 ‘시장주의’ 에 입각”하거나 또는

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

“국정관리 이념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정

며， 모든 정책이 이러한 단계에 정확히 들어맞는

초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

수립 •

정책 수행 •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경정책이 진행되는 각

이러한 논리와 유사하게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단계를 설명하는데 유익한 이론적 구성이라고 주

초점을 두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이론이나 모형들을

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셜은 특정한 환경정책

찾아 볼 수 있다 (허장， 1998). 이른바 ‘포획이론’

그자체의 발생에서 소멸과정을설명을해 줄수는

(capture theory)은 공적 규제기관과 피규제 기업

있겠지만， 특정 정책의 라이프 사이클을 규정하는

들 간의 관계로 환경정책의 변동성을 설명하고자

외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심

한다. 즉 이 이론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

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따라서 환경정책을 통한 규

이 러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같은 차원의 중

제의 수혜자는 일반 대중이지만， 실제 이들은 사회

범위적 논의하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조직화

환경정책의 변동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책의

되기 어렵다. 반면，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비용을

정치적 배경(또는 정치적 힘관계)에 초점을 둔 논

외부화하고자 하는 피규제 소수 기업들은 규제로

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조명래 (2002)는 개발

인해 입게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직적인

과 보전의 앙숙관계에서 , “어느 한 쪽이 우세하면，

정치적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여 규제기관을 포획

그 해결이 그 쪽으로 기우는 ‘법칙성’ 을 보여 왔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료조직은 기업

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의 주장에 의하면， 김대중

의 대리인 (agent)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정부에서 일련의 환경관련 정책은 정치적 고려 또

환경정책의 결정에 있어 주 행위자가 된다고 주장

는 힘관계 속에서 보전주의와 개발주의를 오락가

된다. 이와 같은 차원이지만 위의 관점과는 반대되

락했다. 즉 김대중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그

는설명모형으로 ‘관료정치모형’을들수있다.

린벨트해제에 따른정치적 부담을무마하기 위하

이 모형은 막스 베버의 합리성 개념에 기초한 관

여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그 이후 정

료조직체의 성향， 즉 관료체가 효율적인 조직， 전

3) 보다구체적으로@환경문제의 이슈나그미치는범위에대한사회적 인식 및 경각심의 형성→@환경문제에관한정보수집 및

기존 정책의 유의성 평가에 따라 새로운환경정책의 구체화→@제시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제도도입， 기술개발， 시설 조
성 등의 정책적 실행 →@섣시하고 있는환경정책의 관리나조정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통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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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정보의 독점 둥을 통해 (환경)정책을 주도적

을설명하고자한다는점에서 유의성을가진다. 그

으로 결정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즉 이 모형은

러나 이러한 중범위 차원의 논의들은 실제 자본주

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

의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왜 끊임없이 확대， 심화되

출직 관료 등 정치인들보다도 공공 관료조직의 의

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

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

진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들은 행위자들을 규정하

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

는 사회(특히 자본주의 사회) 구조적 배경들에 대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이론이나 모형에 대한

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환경문제를 둘러

대안으로 중범위 정책결정이론으로， 공적 및 사적

싸고 이루어지는 사회공간적 갈등을 단순히 행위

조직체들의 ‘선택적 전문화’ 를 강조하는 정책 네트

자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이해함으로써 사회

워크(policy network)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구조적인 모순의 표출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 일반이나 또눈 권력엘리

(최병두， 1999 참조).

트의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정책을 결정

중범위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들

하는 것。l 아니라，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은 자신들

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구조

에게 관심이 있는 특정 이슈나 분야에서만 공식 및

적 배경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떤 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선택적으

미에서 해소또는보완될 수 있다. 구조적 차원에

로 정책결정을 주도해 나간다. 이 모형은 밀즈

서 대표적인 논의로 자본주의의 ‘제 2 모순’ 론을

(C.W ‘ Mills) 의 권력엘리트론이나 밀리반드

들 수 있다. 오코너 (0' Connor , 1998) 에서 제시된

(뻐band)의 도구주의적 국가론이 더 이상 유의하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일차적 모순， 즉

지 않다고 보고， 기업이나 국가기관 역시 모두 하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력과 생

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과 승}는 조직체로서， 이

산관계 간의 모순에서 나아가 이차적 모순， 즉 생

들은 스스로의 자원을 특정 분야에만 집중시켜 자

산력 및 생산관계와 이들을 조건지우는 환경 및 노

신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동 등의 생산조건 간 모순을 강조한다 (또한

에 따라 특정 분야나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조직체

Benton , 1996 참조). 즉，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들 간에 일정한 정책 네트워라 형성되고， 이를 통

수록，환경은자본축적 과정에 편입되어 상품화되

한상호작용(예로정책토론)으로정책이 결정된다 5)

지만， 이 과정을 통해 결코 재생산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중범위 이론이나 모형들은 정책 결정과

에 자본축적과 본질적으로 모순 관계에 빠지게 된

정에 참여승}는 행위자들(개인 또는 집단， 조직체

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차적 모순은 자본의 유

등)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변동하면

기적 구성 변화에 따른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저하

서 일관되지 않은 것처 럼 보이는 정책의 형성 과정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의

4) 예로， Ringquist(1 995)는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대통령， 의회의 정치적 통제나 압력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정책을 집행해 나간 사례
들을제시하고있다.
5) 따라서 국가정책을 일관되고 포괄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섬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파편화된 느슨하게 엮여진 구조 또는 네트워
크” 속에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Laumann and Knoke, 1987, 386; 허장， 1998 ， 2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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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자원 이용과 환경비용의 외부화는 자본의

3.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자연환경과 같은 생산조건

(2005.2)

대형 국토공간 개편사업과 환경
문제

을파괴함으로써，자본주의의 기반그자체를침식
하게 된다. 이러한과정에서 국가의 환경정책은환

1)

대형 국책사업의 특성

경기술의 개발， 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환경자원의
약탈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해 자본과 자연 간을 매

참여정부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국토공간

개하고， 이차적 모순의 표출을 지연시키파 한다.

개편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들과 그 문제점들은 <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심화 및 환경정

표 1)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새만금 간척사업，

책에 관한 이러한 구조적 설명은 현대 사회에서 환

고속철도 건설사업(특히 천성산 구간) , 경인운하

경이 경제성장(또는 자본축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업， 부안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그리고

착취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자유특구사업 및 수도권 (김포)신도시건설사

어떠한 모순을 새롭게 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

업 등 6대 대형 국책사업들은 경제적 논리를 강조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

하면서도 정치적 논리나 특정 부처 및 관련기관의

경정책의 궁극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

이해관계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주의

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설명은 특정 사

적 사업， 생태적 가치 또는 환경문제 무시와 파행

회(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환경정

적 공간구조 초래 등을 전제로 한 (신)개발주의 사

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업，그리고환경영향평가또는사업계획서의 불성

데는적용되기 어렵다.따라서 환경정책에관한분

실 · 조작 및 지 역주민들의 현혹이나 여론 호도， 그

석은 정책 일반이 전개되는 정치경제적 체제의 변

리고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방치

동 속에서 어떠한 제도적 메커니즘과 관련된 행위

또는 탄압 등을 내포하고 있는 (신)관리주의 사업

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출되고 변

으로특정지워진다.

화해 나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

이러한 평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다 6)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비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거시적 변동에 관

록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새롭게 사회적 이슈가 된

해 명시적으로 서술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이를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 정부가 이상할 정도로 과

암묵적 배경으로 전제하여 현단계 환경정책의 특

거 정부의 정책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성을분석하과한다.

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건설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1991

6)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허장(1 998) 의 연구는 환경사고들과 환경문제의 특수한 성격들， 그리고
환경정책의 성과를 결정짓는 관료적 조정 등의 구조적 메커니즘이 거시적 체제변동 • 국가의 정당성 위기 • 환경정책 영역의
형성과 환경정책의 산출이라고 동}는 연속적 과정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경험적 결과가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조응했는가는 의문시되지만， 이론적 분석틀 자체
는 환경정책을 구조적 배경과 관료적 조정 등의 관계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 에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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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여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

년에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6년 시화호 오

인식을 전제로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염사건이 발생하면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게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중심의 자원정

되었고， 결국 1998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책은 결국 한정된 지구자원을 고갈시키고， 특히 원

전 정권의 3대 부실사업으로 규정되어 1999년부

자력에 의존한 에너지정책은 핵재처리시설과 관

터중단되었다.

련된 핵무기화의 위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방

2001 년 5월 당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사능오염과 관련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순차적 개발 안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긴 했지만，

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을 초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인 결론이 난 사

래하게되었다.

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전북도

2)

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농지가 아니라도 복합산업

경제 및 정치논리에 기초한 신성장주의

단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주
장을 내세우면서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수질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국책사업들

염으로 인해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법원의

은 우선 불합리한 경제 및 정치논리， 특히 결국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막이 보완공사를 한다

IMF 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능

는명분하에사업이 계속되었다.

한 빠른 시간 내에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해야 한다

부안 원자력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심각한

는 어떤 강박관념으로서 신성장주의에 기초한 것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안면도 및 굴업도 등지에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 경제성장을 정권유

두 차례나 있었던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 에서 ,

지의 이데올로기로 제시했던 과거 독재정권 하에

참여정부가 과거 정권의 에너지관련 정책을 답습

서 계획 또는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현재에도 거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 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관련된 문제점들은 매우 복합적이지만， 기본적으

은 소득수준이 1 만 달러 정도 수준을 달성한 현 수

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준에서 앞으로의 경제성장이 과거처럼 단순히 양

에서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원자력 발전에 의

적 팽창(즉 공급중심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존하여 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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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현재 추진하고자 등}는

곡된 형태로 반영된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이

국책사업들은 실제 경제적 측면에서도 별로 타당

에 따라 인천시 송도 · 영종 · 청라지구에 국내 첫

성이 없다. 예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추진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부문이다. 이 법은

유로， 좁은 국토에 농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또는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에 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 마련된 것으로， ‘동북아중심국까 건설을 국정

그러나 매립되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나 수질오염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참여정부도 이에 대

에 의한 농업용수의 (부)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 투

한 아무런 겸토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

자되는 사업비에 따라 농지나 공단용지를 분양할

나 이 법은 일정 지역을 ‘경제특별구역’ 으로 지정

경우만 고려하더라도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하여 IT등 지식기반 첨단산업， 물류 · 금융 · 디자

지적된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

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다국적기업 지역

처 럼 왜곡되는 것은 결국 손실이 난다고 할지라도

본부 등을 유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엄청난 국가 재정투자를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

노동기준의 완화 문제와 함께 심각한 환경문제를

역 이기주의의 근시안적 입장이 작용하고 있기 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일체의 환경부담금과

문이라고하겠다.

환경법 면제로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제적 논리가 조작된 또 다른 사례는 경인운하

외국기업 및 이에 준하는국내 기업들에게 노동권

건설사업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건교부는 경 인운하

과 환경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구역으로 조

를 건설하여 하운작업을 서울에 보다 근접된 지점

성되게 되었다.

(인천항에서 18km 정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경제논리와 더불어， 대형 국책

건설비용은 운하이용료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들이 흔히 그러한 것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9월 감사원의 감사

사업들도 직 · 간접적으로 정치적 논리와 특정 부

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

처의 이해관계를반영하고있다. 새만금사업이 경

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과정

제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더 이상 타당성이 없음에

에서， 건교부는이러한사업의 경제성을위해 2002

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년 KDI의 경제적 타당성 재평가 과정에 부당한 압

정치적 논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지방

력을 행사하여 연구결과를 임의적으로 조작했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복합산업단지로 제안된 이후，

는사실도밝혀졌다.

현재 전북도민들이 새만금에 거는 기대는 매우 강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경제적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제성이나 환경성 여부에

논리가합리적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지만가장왜

대한 겸토는 결국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뿐만

7) 즉 농지로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6조원으로 1 평당 조성비용은 7만원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조성비용은 기존의 농지가격과 비교
하변 경제성이 없다. 또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총 28조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조성비용은 평당 %만원으로 추산된다.
서해안의 군장산업단지나 목포의 대불산업단지들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상황에서 , 평당 33만원이나 투자하여 새만금 갯벌을
공장용지로 바꾸는 방안은 경제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다 이 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공단에 직접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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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치인들은 각종 선거에서 전북 도민들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이러한 의식을 이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새만

간척사업은 국토 공간을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이

금사업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왔다.

용하기 위한 것이 더 이상 될 수 없다. 즉， 새만금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갯벌에서 나는 수산물의 소득은 간척된 농지에서

서 관련된 특정 부처와 기관의 이해관계를 위해 억

생산되는 농업소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될 뿐

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8) 경인운하사

만 아니라 농지 그 자체의 필요성도 과거에 비해

업도 새만금 간척사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

훨씬줄어들었다 9)

다. 즉， 경인운하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공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살

사와 운영을 위하여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

펴 볼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하루 30만명의 승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관료들이 관리자로 배치되

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경부선

고， 국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통일호 이상 열차의 하루 이용객은 3만명 정도이

이러한 부처 또는 관련자의 이해관계는 사업비를

다. 승객 30만명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축소해서라도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추

또는 불필요한 이동을 강제하게 된다. 수지타산을

진된 이후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악습을 되풀이하

맞추기 위하여 승객 30만명을 확보하는 것은 불필

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사업은 이러한

요한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로 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었으며， 경인운하사업 역

해 처음 계획된 3개의 역이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시 건교부가 민자유치사업 선정을 위해 총사업비

라는 명분으로 7개로 늘어났고， 결국 밀양과 구포

규모를 축소시켰다는 점 이 밝혀졌다.

역까지도 정차해서라도 수지를 맞추어야 하는 저

속철로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수지타산을맞추기 해}

3)

공간환경의 가치를 무시한 신개발주의

여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를 5분 정도 간격ι로 운행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전력)를 소모하고 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은 대부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공간구조의 왜곡은 수도권

국토의 공간환경을 개발 ·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

신도시 건설계획에서 보다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

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의 공간구조 및 자연환경

다.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이 우려되는 상황에

에 지대한 영향을 마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

서， 2003년 5월 정부는 김포 · 파주 신도시건설계

한 사업들에 의한 국토공간구조의 개편은 합리적

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은

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장기적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서울에 의존하는 위성

으로 국토공간을 고비용 - 저효율의 구조로 만들

도시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전국의 인구와 산업을

8) 달리 말해， “시화나 새만금 같은 간척사업들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 이라는 점이 비판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정욱， 2003) ，
9) 즉， 새만금 사업은 계획 당시 식량안보를 위해 근 20년에 걸쳐 6조원의 예산을 들여 28 ，OOOha의 농지를 조성할 것을 목표로 했지
만， 이제 정부는 쌀 생산량 증대와 시장개방에 따라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으로 조성되는 농지의 15배에 달하
는농지를유휴농지로전환할계획을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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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

현재 문제가 드러난 경남 양산의 천성산 부근 노선

토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지형조건의 무시 및 생태계

김포신도시 건설계획은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의 파괴 그리고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을 심

명분으로하고 있지만， 이미 건교부스스로승인한

각하게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속철도가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한 것이다. 지자체가 감당할

통과할 천성산에는 고층 습지가 산재해 있으며，

수 없는 대규모 선도시 건설을 무분별하게 추진함

200여 종의 토종 희귀식물 등과 멸종위기 종으로

으로써， 정부가 주도하여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을

보호되고 있는 꼬리치레도롱용 등이 서식하고 있

유발할 것이라는 비난을 변하기 어렵게 되었다.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습지 아래를

이러한 국토 공간구조의 왜곡뿐만 아니라 환경

관통하는 터널의 건설은 지하수 수위를 낮추어 천

문제 또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참여정부의 무시 또

혜의 습지를 소멸시킬 위험이 있고， 심각한 지각변

는 무지는 거의 모든 대형 국책사업들에서 심각하

동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부근의 절에 소음과 진동

게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공동

을 유발하여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사단의 보고서는 새만금호를 그대로 막을 경우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고속철도건설공단은 문제의

시화호 보다도 수질이 더 나빠지고， 1조원 가까운

터널이 지하 200-400m 아래를 통과하며 그 사이는

예산을 써서 최대한의 대책을 세우더러도 우리나

물투수층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의 어떤 담수호보다도 수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고 판단하지만，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와 지하통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과 구간에 대한 소음문제와 더불어 천성산의 생태

대해 가능한 축소 또는 무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

적 가치의 훼손 가능성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니라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매립되게

경인운하 사업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무지를 반

된 갯벌이 어느 정도의 생태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

영하고 있다. 경인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는 굴포천

해 거의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사업주체측은 갯벌

은 원래 김포평야의 농업용수원이었지만， 주변 지

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를 애써 외면하면서도， 갯벌

역에 공업단지와 도시가 조성되면서 산업 및 생활

을 매립하더라도 방조제 넘어 새로운 갯벌이 형성

폐수의 하수로처럼 되었고 농업용수는 한강의 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을 끌어와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오염된 물을 빼

갯벌이 일단 파괴된 후 다시 형성되기 위해서는

는 수로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수로 대신 운하건

100년이 걸릴지 또는 그 이상이 되어도 과연 형성

설 사업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폐수에 지나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않는 물을 담아서 운하를 만들 경우， 썩은 물로 인

고속철도의 통과 구간 역시 건설과정 및 운행과

해 운하 사용은 고사하고 인근에 악취를 풍겨 큰

정에서 주변 경관의 훼손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10) 또한 한강 물로 오염된

및 소음， 진동 등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운하의 물을 씻어 낸다고 하지만， 물을 빼 낼 경우

10)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교부는하수를완전히 처리하고，운하의 물을 1년에 두 번씩 한강의 물로씻어내 인천항으로보내겠다
는계획을제시했다 그러나실제하수관의오접과파손이심하여하수를처리장으로제대로모을수없는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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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 유량이 와라 하구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리장의 안전성 문제는주민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미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씻어낸 물은 인천항을

정부가 책 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용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이다.

후핵연료의 중간시설에 대한근원적인 안전성 문

이 지역은 경인운하 건설문제 뿐만 아니라 김포

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주민들

신도시 건설사업이나 인근의 경제자유구역의 지

에게 무조건 믿으라는 요구와 물리력으로 주민 저

정과도 맞물려 있어서 생태계의 파괴 및 환경문제

향을 막는 데 급급했다. 특히 핵폐기물처리장 문제

가가중될 것으로 염려된다. 김포지역은주요한철

는 핵발전소 건설 계획과도 관련된다. 현재 계획대

새서식지로， 우리나라 전체 450여종의 철새 중 3분

로 한다면， 10년 뒤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경기로

의 2 이상이 서식하는 곳으로， 시베리아와 만주 일

증가하고， 고준위 폐기물의 양도 지금의 3배(약

대 및 동남아에서 서석지나 번식지를 찾아 이동하

1 ，500톤)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

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한강에 형성되는 갯벌과

가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을 제대로

한강 중 · 상류에서 운반된 토사가 매립되어 만들

처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어진 김포평야는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안정된

은 당연하다. 만약 이러한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

환경을제공해 준다. 이러한지역 생태계가대규모

면， 참여정부는 무책임한 핵에너지 정책을 유지한

신도시 건설 사업에 의해 파괴 · 소멸될 위기에 처

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끊임없이 핵폐기물 문제

하게된것이다.

를지속시키파한다는비난을면하기 어렵다.

또한 인접한 인천 송도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이에 따라 환경관련 인허가를 면제받은

4) 주민

사업들이 입지할 경우， 이 지역의 환경은 완전히

주의

의식과 저항을 조작 · 방치한 신관리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림법， 농지법， 하천

법 , 공유수면관리법 등 34개 환경관련 법률에 근거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참

한 인허가 절차가 완전히 생략되고， 개발계획단계

여를 전제로 투명한 행정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

에서 환경 영향과 국토보전을 검토하도록 하는 「환

다. 그러나 실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은

경영향평가볍」이나 「국토계획법」도 면제된다. 심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주민의식을 심

지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으로 부담토록

각하게 왜독시키고 심지어 사업계획 자체를 조작

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감면해준다. 더구나 경제자

하기도 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

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의 송도， 영종도， 김포 등

의 의식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항은 생태적 가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환경용량을 초과한 수도권

치에 대한 과소평가나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 안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제

전성 과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업계획의 내용이

자유구역의 개발은 갯별 매립 등 대규모 환경 파괴

조작하기도 한다. 예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재개하

를 전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 위해， 당시 주체측은 이미 1조 4천억원이 투입

환경문제에 대한 무지는 부안핵폐기물처리장 건

되어 74%나 공사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

설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핵폐기물처

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8년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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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결과， 2011 년까지 총사업비는 모두 6조원

평가의부실한조사와작성이문제시되고있다. 예

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따르면， 총사

로， 김포신도시 건설 계획에서 입지 선정을 위한

업비 대비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23.3%에 불과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재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주

하며， 만약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기존에 투

요서식지인 김포지역에 대해 8월 10일부터 12 일까

입된 예산은소요되는총사업비 28조원 대비 5%에

지 여름철 단 3 일간 조사한 것을 자료로 제시하고

불과하다 11)

있다.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된 사전환경

이러한 사업계획의 조작이나 내용의 왜곡은 경

성 검토는 신도시 건설이 매우 허술하게 진행되고

인운하사업에서 감사원 (2003) 의 조사 결과로 전형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도적으로 신도시 대상

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지역의 환경 · 생태적 중요성을 축소한 것으로 의

같이， 건설교통부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심받게된다.

평가를 하면서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KDI)

고속철도 통과구간인 천성산 일대에 대한 터널

에 두차례나 결과를 수정토록 요구하는 등 용역 결

건설계획은 1993년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

과를 왜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건교

를 두고 있지만， 이 평가서에서는 터널이 지날 천

부는 민자유치사업 선정을 위해 총사업비를 축소

성산에 고층습지가 분포해 있다는 사실조차 언급

했으며， 경인운하 위의 교량을 선박 높이보다 낮게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천성산비상대책위의 주장에

건설하는 등 계획 · 설계 과정에서의 부실 사례도

의하면， 환경 영향평가서 에는 천성산의 30종 이상

지적되었다. 심지어 굴포천 유역의 홍수 방재를 위

되는 법적 보호 동식물이 단 한 종도 기록되지 않

해 필요한 방수로의 규모를 80m로 한 것은 건교부

을 정도로 천성산에 군락과 군집을 이루는 수많은

가 경인운하를 만들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업계획

동식물종이 누락되었다. 특히 도롱농은 천성산에

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80미터 폭의 방수

산재해 있는 227~ 의 늪과 12계곡에 가장 많은 개체

로를 만든다고 해도 굴포천의 한강측 하류지역은

수를 가지고 있는 종으로， 멸종위기 종으로 보호되

홍수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수지

고 있는 꼬리치레도롱농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

와 펌프장 설치계획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애초의

는 것이 밝혀졌지만，두차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40미터 폭의 방수로를 80미터로 확장하는 것이 펼

는 도롱용과 꼬리치레도롱농의 서식에 대한 기록

요한것처럼왜곡했다.

은 없다. 이로 인해， 대책위는 ‘도롱놓의 친구들’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이라는 이름을 원고로 하고 환경부를 상대로 ‘고

대한 심각한 조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수

속철도 천성산 관통(원효터널) 공사 착공 금지 가

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

처분 신청’ 을 부산지방법원에 내기도 했다.

11) 이러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새만금간척지

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친환경적 계획을 지시했다. 그러나 수질오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용도로의 개발계
획은 더욱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간척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가장 적게 유발승}는 것이고， 다음으로 주거
지， 상업지， 공업지의 순으로 수질오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피하기 위
하여 용도를 바꾸어 개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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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식을 조작하고 왜곡시킨 가장 심각한 사

대한 지역주민들의 저항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무

태는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시하고 탄압하고자 했다. 사실 2003년은 각종 국

드러났다. 우선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산자부는 지

책사업들과 관련된 환경문제들로 인해， 지역단위

난 6월에 7월 15 일까지 자발적 유치신청이 없으면

에서 많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역주민들

주민투표로 확정짓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몇군데

이나 사회환경단체의 활동가들 그리고 종교단체

대상 지 역 가운데 위도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수억

들의 성직자들이 가장치열하게 실천을한해이기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동의

도 하다. 불교와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305km를 삼보일배 고행

부안군수가 갑자기 부안 군민들의 자발적 동의는

을 통해 방조제 공사 중단을 외쳤고， 환경단체 활

물론군의회의 동의조차받지 않은채 전북도지사

동가들의 농성이 이어졌다. 부산에서도 고속철 천

의 강한 권유로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하였다. 이

성산 관통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가 삼보일보를

과정에서 지질조사도 없었고， 핵폐기장 안전성이

가졌다. 목숨을 건 삼보일배 등의 행사에 참여한

나타당성에 대한주민공청회 한번 가진 적이 없었

종교단체들은 “뭇생명을위한아름다운더팀이 실

다. 그리고 정부는 유치신청이 끝나고 불과 10여

천되지 않는다면 인간만을 위한 왜곡된 질주가 결

일만에 부안군을 공식적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

이와 같이 기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불투명하

다”는행사취지를설명하기도했다.

게， 졸속으로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하

그 외에도 김포신도시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주장

였기 때문에 지 역주민의 반발을 받을 수 밖에 없었

하는 김포지역의 주민대책위가 결성되고， 수도권

다. 즉， 부안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주민

살리기시민연대 등이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

의 의사를 무시한 비민주적인 정부의 행태와 핵폐

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의 1만인 선언이 있었다.

기장으로 말미암은 지역의 방사능오염， 그리고 이

또한 인천지역의 노동 ·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들

에따른생계터전의 훼손등이다. 방사능폐기물처

은 경제자유구역이 대규모 환경 파괴와 노동기본

리장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당연히 주민 동의의 대

권 및 공교육 붕괴 등 각종 부작용으로 초래하여

상이 아니라 정부가 검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결국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을

정부는 장갑이나 의류를 보관하는 시설 정도로 알

우려하고， 이의 지정 철회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고 있는 주민들을 현혹하여， 실질적인 안전성에 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 환경단체들의 치열한

한 아무런 보장 없이 핵연료중간저장시설을 건설

실천을 통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하고자했던것이다.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
었다.

거의 모든 대형 국책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이러

한 사실 왜곡 또는 조작과 더불어 현 정부는 이에

지역주민들의 저항에 대한 정부의 방관적 자세

12) 이러한 기만적 동의과정 이변에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의한 선심관광과 수억원의 개별보상이라는 소문 조작이 있었
다는점이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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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과 관련하

진 후에야， 정부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여 극에 달했다. 정부는 마치 과거의 권위주의 정

문제를 일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부시절로회귀한것처럼，부안군민들의 정당한항

밝히게 되었다. 그러나이과정에서 정부는지역주

의를 공권력을 투입하여 막고자 했다. 일방적 인 희

민들을 가운데 일부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을강요하는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서 이들과 타협하도록 지역주민들 이간질시키면

몇 달에 걸쳐 춧불집회가 계속되었지만， 정부의 안

서 , 문제의 해결을 지 연시키고 있다.

일한 대화 자세는 부안군민들의 집단적 폭력을 유

도 · 조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4.

부안은 ‘민란’ 이 발생할 위기의 국면에 접어들었

행정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7.즈드
0

...,

개발사업

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든 부안군민을 지치게 하

고， 와해 · 분열시켜 생계위협의 막다른 골목으로
지난 2003년에는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 외에

몰아넣으려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과

도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각종 개

관련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의 공개 요구

발사업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새롭게 심화되는 계

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

기를 초래했다. 실제， 참여정부의 출범 직후인

다. 그리고 앞으로 핵발전소의 추가건설 포기를 포

2003년 3월 노대통령이 참석한 경제장관회의에서

함하여 대안적 에너지 정책의 마련에 대해서는 묵

경유승용차 허용，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골프장

묵부답인 채，물리력으로주민들과환경단체의 저

및 스키장 규제 완화 (그리고 경차 규격 확대) 등의

항만을막고자했다. 언론은주민생존과안전성에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대책은과거 정부와전

대한 논란은 못 들은 척했고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혀 다를 바 없이 환경을 무시한 채 경제를 활성화

서 주민 개별보상이 타당한가의 문제로 관심을 유

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경기부양책이었

도하면서 , 마치 주민들에 대한 개별 직접보상이 안

다. 그 이후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여 기업들의

되어 유치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함으로써 개

투자도 실제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

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중요국책사업 추진이 안 되

경유차 판매 허용과 같이 앞으로 시행 효과가 나타

는것처럼만들어갔다.

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추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점차 거칠

정된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 환경

어지고 이에 대해 정부도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게

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다.

됨에 따라， 점차 사태는 격앙되었다. 행자부가

우선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과 관련하여 배출허

2004년부터 지 역현안을 결정하는 주민투표 도입

용기준을 완화하고 전면 시판을 허용할 경우， 현재

을밝힌것처럼，지역대책위는주민투표로결정할

RV차량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경유승용차의 점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구태여 ‘내년부터’ 라고

율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디젤엔진은 휘발유엔

우기면서， 사태의 해결을 지연시켰다. 지역주민들

진에 비하여

이 목숨을 걸다시피할 정도로 반발이 더욱 치 열해

를 기준하면 현재의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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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주행거리 (2만km

발표했다 13) 여기에는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강화

/년)를 주행한 자동차의 경우 일년에 약 130만원

와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범정부적 추진， 그

이상 감소) . 이에 따라， 차량 가격에 큰 차이가 없

리고 경유/휘발유 가격비 상향조정 (85%)를 중요

고， 현재와 같은 연료의 가격체계가 유지된다면 휘

한 전제조건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발유승용차의 약 70%가 디젤승용차로 대체될 것

의 전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경유승용차의 배

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전의찬， 2003).

출허용기준이 유럽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서， 경유자동

이유로， 현재 규정으로는 국내 시판이 불가능한 경

차가 차지하는 비중(1999년)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승용차의 배출기준을 재조정하고， 전면 시판을

질 (VIα) 의 약 33% , 질소산화물(NOx)의 80% , 그

허용하게된것이다.

리고 미세먼지 (PM) 의 경우 100%를 차지하고 있

이러한 경유차 판매 허용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

다. 질소산화물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오존

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의 대기오염 정도의 차

의 원인물질이며， 미세먼지는 오존과 함께 우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 없이 기존의 허용기준

라 대도시의 시정거리(視程距離)를 악화시키는 주

의 엄격성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

우리나라의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이 매우 엄

염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

격한 것은 사실이다.2005년부터 유럽에 적용되는

었으며， 예로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OECD 국가들

EURO-4와 비교해서도， 탄화수소는 2배， 질소산

가운데 1 위이다. 이러한 대기오염문제로 인해， 환

화물은 12.5배， 매연은 2.5배 강화된 기준을 갖고

경부는 주요한 성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유럽과

별법’ 에 대한 경제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 입법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과 이를 고

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대책에 대한 아무런 효과도

려한 ‘경유차환경위원회’ 의 전제조건들에 대해

없는 상황에서 ,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

제안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경유승용차를 허용함

게 된것이다.

으로써 결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업체들의 이해관

사실 경유차에 의한 이러한 대기오염 악화와 연

계만을 전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료 가격의 왜곡과 관련하여 경유차 시판 허용을 검

이러한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 외에도 다양한 사

토하기 위한 ‘경유차환경위원회’ 가 민관합동으로

항들에서 환경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2003년 2월까지 8차에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걸친 회의 끝에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

소득 2만불 시대라는 고속 성장에 대한 환상과 더

로 ‘경유승용차 허용기준 및 시기에 대한 합의’ 를

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 경쟁을 배경으로

13) 2003년 2월 14 일 ‘경유차환경위원회’ 가 8차에 걸친 회의 끝에 합의한 ‘경유승용차 허용기준 및 시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전의찬， 2(03). 합의문은 전문 7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요의t하면，(D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강화(70μg/m’→ 50μg/ m'’)~
경유차 대기오염저감대책의 범정부적 추진 @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을 100:85:50으로 상향 조정 (2006. 7.) @ 경유 중 황

함량 기준 강화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의 조속 재정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 @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 경유차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 · 제도의 정비와 재원확보를 전제로 2006년 1 월부
터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EUR0-4수준으로 설정하며， 2005년에는 EUR0-3 수준의 차량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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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예로， 수도권 내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

아니라 팔당상수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동

기업의 경우공장신증설에 대한규제를완화하고，

부전자 음성공장 증설을 허용했으며 , 골프장， 스키

준농림지 역 내 공장 허용기준도 완화(3만m 미만

장 등 레저 스포츠 시설의 부지면적 규제도 완화하

→ 1 만m 이상)했으며，무방류폐수처리 시스댐 등

기로 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

환경기술이 갖춰진 경우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었다. 그리고 개별 지자체의 규제 완화 사례로， 경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

상남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공장 증설을 허용

및 관광사업들(예로， 골프장， 펜션， 리조트， 온천

하는 등 환경 규제의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2

2003년 7월 경남 도지사는 “ ‘기업 살리기’ 에 적

등)을 위한 규제도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예로， 골
프장 부지면적은 시도별 임야면적의

5% 이내로 확

극 나설 것을 선언하고 일선 단속 공무원에게 ‘대

대되었고， 시군구별 골프장 총량제한 규제(시군구

기오염 폐수배출 등을 단속할 때 적발된 업체에 대

별 임야면적의 3% 이내) 완화되었으며， 스키장 부

해 중별보다는 가벼운 벌을 주라’ 고 지시”한 것으

지면적 규제도완화조정되었다.

로 알려졌다 (정경준， 2003).

또한 중앙의 환경부와 더불어 개별 지자체들도

이러한 규제완화정책의 결정판은， 각 지자체마

해당 지 역 내 각종 규제조치들을 완화시키고 개발

다 저마다의 ‘특구’ 를 신청하도록 한 다음 그에 해

을 직 · 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

당하는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하고 있다. 예로， 2003년 7월말 환경부는 수도권

법’ 의 발의였다. 이 법안은 2004년 1월에 통과되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각종 오염원으로

어 7월부터 특구가 실제로 지정될 예정에 있는데，

부터 보호하기 위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

지난 여름 전국 전체 2347ß 지자체 중에서 1897ß

합대책 고시’를강화할계획이었으나주민들의 반

지자체 에서 모두 448건의 신청 이 접수된 바 있다.

발에 밀려 전격 유보했을뿐만아니라규제 수준을

그 종류도 각양각색이다. 대부분 지역의 관광개

대폭 후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

발(약 30%)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

니라 환경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할 사

업이나 지역특산물산업， 교육， 문화， 생태체험 등

항들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였

의 특구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구의 목적이 사

다. 즉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해

실상 지자체로 하여금 각종 입지와 개발에 있어서

당 기초 자치단체들의 조례로 팔당 특별대책지역

의 토지관련 규제를 무력화시키는데 있다는 점이

의 숙박업소나 음식점 , 창고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다. 인천과 광양의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무분별

단속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지역주

한개발로 인한환경파괴의 가능성이 매우농후한

민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무분별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규제완

한 환경파괴와 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팔당상수원

화의 대상은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것이 62%에

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달하고 있다(연합뉴스 2003년 12월 21 일). 사실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실제 지 역개발로 인한 과실보다는 건설자본과 결

유치하기 위해 LG필립스 파주공장 등 외국인 투자

탁한 토지개발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인 셈

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였을 뿐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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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완
화

해제하겠다는 발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번 파

경제활성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업투

괴된 환경이 결코 단기간에 복원될 수 없는 것처

자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련규제 완화뿐만

럼， 한번 해제된 시민의 환경권은 하루 아침에 다

아니라 토지이용 합리화를 명분으로， 택지개발을

시회복될수없다.

=

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계획단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의 파괴오염과 환

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계획단계에서 하

경권의 축소 또는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발상은 분

도록 하는 환경 영향평가의 절차 축소는 사전환경

명 구시대적이고 반개혁적이다. 환경용량을 초과

성 검토를 강화하고 각종개발 사업의 계획단계에

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심화는 결국 경제성장

전략환경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선거 당시

자체를 불가능할 것이고， 일단 파괴된 환경을 다시

의 공약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섬지어 레저， 관광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투입

산업의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시군구별 골프장

되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대형 국

총량제한을 3%에서 5%.:로늘리고숙박부대시설의

책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나 사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이유로 골

회계층에게 가장 먼저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

프장， 룸살롱 등 향락성 접대비 손비처리 불허방침

니라 개발을 통해 창출된 부가 환경으로 인해 희생

을 백지화시켰다는 발상은 현 정부가 전혀 친환경

된 주민들에게 배분되거나 파괴된 환경을 개선을

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위해 쓰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규제 완화가 경제를

보여주고있다.

살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공간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자연 녹지와 갯벌의 황폐화를 가속화

하며， 수도권의 비대화와 또 다른 난개발을 초래하

5.

참여정부의 대안적 환경정책 모색

여 지역불균형을심화시킬 것으로우려된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가 진정하게 변화와 개
참여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혁을 추구한다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의지에 의해 탄생했다. 그러나 현재 참여정부는 노

전환하고， 과거 잘못된 성장주의 및 개발주의 에 대

동과 환경의 희생을 대가로 추진되었던 과거의 고

해 철저한 재검토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도성장을 다시 재연하고자 한다. 경제성장 엔진의

지금이라도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한 환경파괴형

새로운 가동이 마치 빈곤과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규제 완화 정책이 국민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 럼 보인다. 그 동안 환경 파

삶의 질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면밀

괴와 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시민환

히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현 정부는 거짓된 개

경단체들의 끈질긴 요구로， 생태환경이 더 이상 악

혁과 참여로 위장된 새로운 개발주의에서 전환하

화되지는 않고， 시민들의 환경권도 조금씩 신장되

여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녹색정치를 통해 환

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새롭게 전개되고

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있는 신개발주의적 전략은 이러한 시민 환경권을

된 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

완전히 무시하고， 그 동안 이룩한 것조차 한순간에

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의 해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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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경제정치 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이며， 참된

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

참여란 환경파괴로 인한 국민들의 생존 위협이나

관하고 있다. 이 러한 사태들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삶의 질 저하가 아니라 주어진 자연과 공생적으로

소극적 보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으며，

살아가면서 평등한 자원 배분과 쾌적한 환경을 향

참여정부는 수구언론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하

유할 수 있는 환경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지만， 최소한 환경사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언론의

현 정부가 진정하게 개혁과 참여를 통해 환경문

태도를 즐기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참여정부는 환

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를 추

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침묵과 방치로 일관할

구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과 더불

것이 아니라정부차원의 적극적인해결방안을제

어 심각한양상으로전개되고 있는환경갈등의 문

시하고시행해야한다.

제를해결하기 위하여，보다구체적으로다음과같

셋째，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환경

은 점들이 요구된다. 첫째， 주요 국책사업의 재검

갈동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토: 방치되고 있는 환경현안에 대해 참여정부는 단

들의 여론과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에 기초할 필요

순한 개발의 효율성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환경

가 있다. 물론 방사능폐기물처리 문제나 고속전철，

정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경인운하 등과 같은 대형 사업들의 경우 과학 · 기

야한다. 지난대선과정부터 이러한대형 국책사업

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에 대한 시민환경단체들의 전면적인 재검토 요

전문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을 왜곡할 수 있

구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도 취

으며， 또한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만금， 핵폐기장 경인운하

이나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등의 국책 개발사업들은 환경문제를 완전히 무시

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하고 일방적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개발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독재시대의 그릇된 국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라는 점에서， 그

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전

리고 특히 현 정부가 참여정부임을 천명하고 지 역

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심각한 환경갈등 문제를 해

주민들의 생태 · 생존적 요구를 방관할 경우 스스

소하고 나아가 생태적 가치와 환경정의가 실현될

로 자신의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 이

수 있는 국토공간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환경갈등에 대한 적극적 수용: 참여정부는

이러한 점들은 현재 드러난 환경갈등의 해결을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부정의를 자행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방안들이지만， 이들

하고， 사회공간적으로 가장 주변부에 위치한 약자

과 더불어 환경정책의 입안 및 집행체계에 있어

의 요구에 대하여 침묵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이어서 요구된다. 넷

인식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요구를

째 , 환경부의 역할 강화; 환경부는 경제 및 개발 부

수용해 나가야 한다. 각종 국책사업 에서 드러난 반

처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문제를 후

환경성에 항의하기 위한시위와농성，특히 3보1배

속적으로 처리하는 부처가 아니라 국토 공간환경

와 같이 목숨을 건 극단적 저항이 수차례 이루어졌

을 지키고 그 위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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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환경

든 역량을 투입해야 등F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

부는 좁은 의미의 주어진 자연환경에 관한 부처가

러나 이러한 발전주의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환경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의 편협된 경계를 넘

용량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용량을 무시한

어서 정부 전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과잉 발전은결국발전의 기반을와해시킨다는사

환경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

실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국토 및 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면한 여러 환경문제들의

지역의 환경성을 재점검해서 가장 적합한 생산체

해결을 위해，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계와 생활양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 · 의결기

루어나가야 한다. 예로， 갯벌은 그 자체로서 생태

구로 전환하고， 청와대 내에서도 각종 개발정책에

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존재 가

환경문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구조와 인력을 배치

치를가지며，따라서 이에적합한수산물생산체계

해야할것이다.

와 이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이 의미

다섯째，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지금

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벌을 간척하여

우리나라에 환경영향평가제도와사전환경성검토제

농지나 산업용지로 전환하고자 승}는 것은 해당 지

도가 있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

역의 환경용량을오히려 파괴，축소하는 것이다.

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시행자에 의해 의뢰된 업체

이러한 점에서， 국토의 각 지역단위로 환경용량

에 의해 사업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실시되고 환경

을 변밀히 재점검하여， 어떠한 생산체계와 생활양

에 피해가 적도록 보완을 지시하는 정도이며， 환경

식이 보다 유의한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을 문제삼아 개발사업 자체를 불허하거나 보완지시

일곱째， 에너지 및 자원 이용체계의 전환: 국토의

를따르지 않더라도제재를가할권한이 없다. 사전

전체적인 환경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재생 에너지

환경성검토제도는 일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에 기반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자

대해 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여 수행여

원을순환하며，환경을깨끗이 지킬 수 있도록 에

부를 결정하나 도로， 항만 등 환경성에 대한 논란의

너지 및 자원 이용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 시

-여지가 큰 공공투자사업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민환경단체들이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조성에

있다 (김정욱， 2003). 그리고 이런 개발사업들의 원

대해 반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에

인을 제공하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여

너지 정책이 공급우선정책 특히 원자력발전에 의

과장치가 없다. 따라서 ,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권한

한 전력생산에 기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도 실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하며， 사

다. 이제 에너지 및 자원 이용체계는 공급중심이

전 환경성검토제도는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대형국

아니라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

책사업을 결정할 때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환

하여 에너지 및 자원 저감정책들을 보다 구체적으

경적인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

로마련할뿐만아니라지역사회 단위의 수급정책

다.

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즉 단위 지역사회 내에서

여섯째， 국토 및 지역 환경성의 재점검: 그 동안

최소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목표로 모

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질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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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대안적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를

는 지 역주민들의 저항을 방치 또는 탄압 등을 내포

이용할 수 있는 지 역사회의 건축물 배치와 공간구

하고 있는 선관리주의로 특정지우파 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반환경적 대형 국책사업들

조 및 교통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경유차의 시판 허용이나 수도권내 공
장의 신증설 허용， 그리고 골프장， 스키장 등 각종

6.

맺는말

스포츠시설들의 환경기준 완화 등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을 위한 반환경적 규제

이 글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에 의해

조치 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환경정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 대표적으로 새만

책은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자체뿐만 아

금 간척사업， 고속철도 건설사업(특히 천성산 구

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핸 국민들의 요구를

간) , 경인운하사업， 부안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

무시함으로써， 진보적 정권으로서의 이미지를 실

선정， 그리고 경제자유특구사업 및 수도권(김포 ·

추시키고국민들의 지지를상실하게 될 것이며，또

파주)신도시건설사업 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 환경문제의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그 성향을 특정지우파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회경제발전과 환경정책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현 정부가 진정하게 개혁과 참여를 통해 사회경

여 제시된 여러 유형의 이론이나 모형들을 살펴보

제적 발전을 도모하파 한다면， 이러한 정책기조

고， 특히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의 변형이라는 점

에서 벗어나 환경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

에서 환경문제의 악화 경호t을 확인하고， 나아가 환

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

경정책에 관한 중범위 차원의 논의의 유의성과 한

경정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

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조적 분석의

여정부의 환경정책은 주요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

필요성을 강조하파 했다.

토， 환경갈등에 대한 적극적 수용， 주민 및 환경단

특히 이 글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환경부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환경정책 , 특히 참여정부의 대형 국토 개편사업 및

증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국토 및

이와 관련된 환경정책을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개

지역 환경성의 재점검，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 이

입을 최소화하고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고자 하

용체계의 전환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는 선자유주의적 정책 이념과 관련된 것으로 비판
하고，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강조

하면서도 정치적 논리나 특정 부처 및 관련기관의
이해관계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주의 ,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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