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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주의 사상과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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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ies were (1) to compare environmentally responses with green responses, (2) and departmentalized 
green responses, (3) and linked green responses to sustainability. First, I compared environmental responses with 
green responses. Environmental responses and green responses had different paradigm. So it is impossible to compare 
them same criteria. And there is no theory and method to prove which is better. I can't tell which one is better because 
they environmental responses and green responses. Second, I departmentalized green responses and compar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departmentalized green responses. Third, linked green responses to sustainability. 
It is difficult to seek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without los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Green responses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seems to impractical.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seems to will never meet no matter how far extended. At the present speak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ociety were incompa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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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우후죽순처
럼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던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장들’도 1980년대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모습
으로 정리되어 등장하게 된다(Pepper, 1984). 과
학기술의 합리성에 의존하는 기술지향주의와

이에 반대하여 생겨난 생태지향주의, 체제유지
를 통한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다원론과 체

제개혁을 통한 혁신적 변화를 주장하는 마르크

스주의, 인간생태의 결정적 요인을 환경으로

보는 결정론과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지에 의한

환경변화를 주장하는 자유의지론 등 각각의 관

점에서 다양한 분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임형
백, 2006).
그러나 각각의 환경론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

념적 기반, 접근과 해석, 지향하는 목표는 다양
하다. 때로는 다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사한 명칭에

도 불구하고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한

다. 그러나 크게는 ①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1)과 ②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또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지속가능

†Corresponding Author: emperor10131@hotmail.com, Tel: +82-31-467-8102, Fax: +82-31-467-8066
1)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 즉, 환경주의(기술중심주의 등)는 지면의 제약상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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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란 개념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포
괄적인 개념이다. 
이 논문은 첫째,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녹색주의)을 세

분하고, 둘째, 이러한 녹색주의의 다양한 입장을
고찰하고, 셋째,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이 경제

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환경주의)인데 비하

여) 녹색주의는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아직 현실에서는 경제에 우선할 환경적 해결책

을 찾지 못하였음을 고찰하였다. 
즉, 이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환경주의)과 환

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녹색주의)이 있으

며, 지속가능성은 그 어감과는 달라 경제에 우
선순위를 두는 입장임을 고찰하였다2). 또, 환
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녹색주의는 환경에 우선

순위를 두고는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이를 실
행할 해결책은 찾지 못하였음을 고찰하였다. 
동시에 환경교육은 이러한 입장 차이와 한계

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주
장하였다. 즉, 첫째, 녹색주의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막연한 환경보전에 대한 기대를 지양하

고, 둘째, 각각의 중심적인 신념, 입장의 차이, 
연계, 현실적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르치

고, 셋째, 학생들에게 이념의 주입보다는 끊임
없는 자발적인 해결책 모색을 독려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Ⅱ. 녹색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녹색주의는 보다 근본적이

고, 어쩌면 급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녹색주의(녹색대응, 생태중심주의 등)는 제반의
환경문제들의 기저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놓

여 있고, 각각의 환경문제들은 명백하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질서가 낳

은 결과이며, 따라서 그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질서는 변화되어야 한다(Porritt, 1984; Dobson, 
1995; Carter, 1999).
녹색주의는 환경문제를 볼 때 각 문제가 개

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관련
된 것으로 본다. 모든 개별적인 환경문제는 보
다 근본적인 문제가 낳은 결과이며, 그 근본적
인 문제란 바로 현존하는 질서의 지속불가능성

(unsustainability)이다. 각각의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데 생태학적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는 전통적 해법이 기초하고 있는 단선적 사고

방식이 아니라 보다 입체적인 사고가 요구됨을

의미한다(Ife, 2005).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사회ㆍ경제ㆍ정치적

문제로 이해된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발전시킨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환경문제를 이

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회과학, 경제
학, 정치학으로부터-물리학이나 화학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빌려야 한다. 녹색주의를 취할

경우 단지 증상만을 다루는 물리학과 기술만으

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

른다(Ife, 2005). 결국 녹색주의는 생태중심주의
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녹색주의를 세분하여 기본 입장

(때로는 사상적 기원과 기본 입장)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의 녹
색주의는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환경주의의

대립개념으로써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

을 말한다. 따라서 녹색주의는 다윈(C. R. Dar-
win)과 맬서스(T. R. Malthus)의 이론, 생물윤리, 
낭만주의(romanticism)3), 생태지향주의 등 다양
한 사상적 기원을 가지며, 총론에서는 환경우

선이라는 공통성을 가지는 반면, 각론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4).

2) 초창기에는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주의적 색채가 강하였고, ‘녹색연합’은 녹색주의적 색채가 강하였다.

3) 낭만주의자들은 예전의 귀족적 질서에 대한 애착으로서, 산업화에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산업화

에 대한 반역은 그들 스스로의 물질적 기존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나, 새롭게 부상하는 자본주의 질서자체

가 점차 물질주의적인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소유와 쾌락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낭만주의는 유물론을 거부하게 된다. 낭만주의는 ‘과학적’인 모든 것에 대한 맹목적 반대라고 할 수 있다

(Pepp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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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패러다임

가. 기본 입장

Capra5)(1982)는 과학기술 만능주의의 연원을
16～17세기 데카르트의 철학과 뉴턴의 근대물리
학에서 찾고 있으며, 과학기술 만능주의(기계
론적 세계관 혹은 데카르트-뉴턴적 세계관)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
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인류
사회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신패러다임의 관점에 선 학자들은 지배적인

세계관이 ‘계몽주의’의 철학, 즉 뉴턴물리학 데
카르트의 철학과 수학, 베이컨의 과학이론, 벤
덤의 공리주의, 로크의 정치이론, 아담 스미스
의 경제학 등에 기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Rif-
kin, 1985). 신패러다임은 단선적인 사고를 벗어
나 총체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가치간의 파괴

적 대체가 아닌 가치간의 균형성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써 의미를 지닌다(Ife, 2005).
대안적인 해석 패러다임과 자연주의적(또는

질적) 연구방법(Denzin & Lincoln, 2000; Strauss 
& Corbin, 1990; Reason, 1988; Lincoln & Guba, 
1985)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맞서는 대표적인
대안적 접근방법이다. 포스트모더니즘(postmo-
dernism)도 대안적인 접근방법에 상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였다(Ife, 2005). 신패러다임은 이후

신생활운동, 녹색운동, 그리고 생태보호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나. 비판

현학적인 면이 강하다. 이론, 사유체계, 세계
관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강하나, 실

제로 환경과 연결된 미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

에서는 약하다. 사회구조, 권력담론, 구조적 불
평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정치와 사
회운동과의 결합성이 지극히 약하다.

2. 심층생태학

가. 사상적 기원: 생태주의

생태철학(eco-philosophy)은 생태주의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수립하고자 하는 입장이다(Mar-
shall, 1992). 생태중심주의는 환경에 대한 관리
적 입장을 내세우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이를 테면, ‘생명의 윤회(rotation)’에 바탕하지 않
고 인간의 기술발달 추세에 의해 이른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따
라서 최대생산을 계속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전보다 잘 관리함으로써 성장을 계

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원적인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중심주의는
자연환경에 위해가 안되는 ‘최소생산’의 입장을
취한다.

1970년대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에 의해 최초로 형성된 심층 생태학(deep 
ecology)은인간중심적이라기보다는생물중심적(bio-
centric) 또는 생태중심적(ecocentric)이다(Devall & 
Sessions, 1985). 

나. 기본 입장

심층생태학은 생태학의 범주 내에서 사회․

경제․개인․정신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이러
한 가치들의 통합적 설명을 추구하는 생태학적

접근법이다. 심층생태학은 거시분석 못지않게

인격 개발을 중시하는 입장이며, 또한 개인과 자

4) 환경론의 대표적인 분류방법으로는 ① 환경운동의 초창기에 나타난 사고방식이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한 분

류(O'Riordan, 1981b), ② 사회과학적 이론에 의한 분류(Sandbach, 1980), ③ 인간의 자연관에 따른 근본적인 철

학적 입장을 기준으로 한 분류(Cotgrove, 1982)가 있다. 이 중 O'Riordan의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를 대립

시키는, 도식적인 환경론의 이해는 현대환경론의 여러 주제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를 통해 현저하게 ‘공식적’인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Pepper, 1984).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 분류방법이 다르며, 각각의 환경론은 이

데올로기적 출발점, 가치체계가 다르고, 여러 사조의 영향을 받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완전한 배타성을 가진 위계적인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5) Fritjof Capra가 주도하는 신과학 운동은 아직 과학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특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Capra는 물리학자이면서 동양사에도 조예가 깊어 동양사상을 물리학과 비교하

는 연구도 많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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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계의 전일성,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정체성 회복을 강조한다(Ife, 2005). 심층생태학
의 이러한 입장은 사회생태론과 대비되며, 이
에 대한 사회생태론의 심층생태학에 대한 비판

은 거세다.

다. 비판

Fox(1990)와 Eckersley(1992)는 생태중심주의(인
간중심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라고 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법, 즉 새로운 대안철학을 발
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주의 운동에 참
여하고 있는 학자나 활동가 모두가 생태중심적

인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강경
한 생태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Bookchin6), 1990; Bookchin & Foreman, 1991). 이
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심층생태학은 마치 인격 개발이 전 세계의 문

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지배적인

권력담론을 지나치게 쉽게 받아들이고, 사회․
경제․정치적지배질서가도래하게된원인과그

를 영속시키는 구조적 원인을 무시할 뿐만 아

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명상이나 점술, 신체 단련
등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게 만

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Bookchin, 1995).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효과적인 사회변동을 가

져올 수 없다(Ife, 2005). 심층생태학은 생물중

심적인 자연예찬론으로 치우쳐 있고, 생태학적

표 1. 생태철학에 대한 녹색주의 운동의 참여자들의 

입장

구분 입장

입장1 생태철학은 녹색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입장2 생태철학이 녹색주의의 핵심적인 것은 아니

지만 중요한 것이다.

입장3 생태철학은 녹색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

성 없는 피상적 주장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3. 反성장

가. 사상적 기원: 진보적 기술지향주의

녹색운동에 참여하는 몇몇 학자들은 성장이야

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존하는 질

서는 경제성장, 인구성장, 도시지역의 성장, 부
의 증대와 조직의 성장을 포함하여 모든 성장

이 바람직하고, 또 필연적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Ife, 2005). 문제는 우리가 한정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진보적 기술지향주의(Environmental managers)

는 균형을 전제로 한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경제원칙을 배경으로 하며, 조심스러운 사회개
혁주의와 중재주의를 내세운다. 인류의 미래가
현재의 상태에서 인류의 생존환경을 더 잘 관리

함에도 불구하고(따라서 지금과 같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더 급속히), 자원의 한계로 인하
여 인구 성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한계’(Limit to Growth)의

연원인데, ‘성장의 한계’는 성장의 한계를 통한
인류사의 멸망이 아닌, 세계적인 계획적 환경

통제하(Earth Summit at Rio, 1992)의 ‘지속가능
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의
모태가 되고, 나아가 후대의 환경관리주의의

기초가 된다.

나. 기본 입장

Suzuki와 McConnell(1997)은 성장은 본질적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성장이 계속될

수 없다는 명백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

장한다. 환경위기는 성장이 지구의 대처능력을
뛰어넘어 계속되어온 결과이다. 성장패턴의 일
반적 특징은 그것이 단선적이 아니라 지수함수

의 형식을 띤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성장률
그 자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증

6) Murray Bookchin은 1950년대 말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환경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의 ‘사회생태론’은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채택하고, 다른 급진적 생태론과 스스로를 구분한다. 즉, ‘사회생태론’

은 ‘생태’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反인간중심주의’에 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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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따라서 그래프상의 성장곡선은 일직선
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향의 커브곡선을 그

린다. 이는 ‘최후의 심판일’, 즉 그래프가 최상위
점에 도달하여 성장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그날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The 
Limits to Growth, 1972』에 실린 주요한 메시지
였으며, 그 연구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지만, 한정된 세계에서 지속적

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핵심적인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Rifkin, 1985; Mea-
dows et al., 1992).

다. 비판

비판가들은 성장의 한계라는 전망은 인간의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기술적 혁신에 의
한 ‘탄력적인 대체재’를 최소화시키는 고정화

되고 유한한 생태권적 환경용량의 개념에 의존

한다고 지적한다. 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유
한한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그것이 중요한 수사

학적 사용이 될 수 있지만, 과학을 위한 분석적
도구로서는 유용하지 않음이 밝혀졌다(Cohen, 
1995).

1980년대말환경주의적사회주의자 Fred Buttel
과 동료들은 환경적인 논쟁의 핵심은 ‘성장의
한계’로부터 ‘지구적인 변화’, 곧 ‘세계화 과정
의 환경적 차원’이라는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Mol, 2003).

4. 녹색경제학(대안경제학)

가. 사상적 기원: 보수적 생태지향주의(Self-reliance 

soft-technologists)

이들은 ‘성장한계론’과 ‘구명선(lifeboat)윤리’
를 포용하는 이 이론에는 주로 성장억제학파와

생태적 계획가들, 그리고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보호하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현대의 대규모 집약형 기술 및 이에

따른 엘리트 전문가의 요구를 부정하고, 중앙
집중적 국가 권위와 비민주적 제도와 기구를 비

판하면서, 물질만능주의는 그릇된 것이며, 경제
성장은 최빈층의 근본적 요구를 채워주는 쪽으

로 획기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증가가 정지되고, 질적 향상만 허용되어 기계․
기구 등 자본재의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른바 정상상태(定常狀態, steady-state)를
주장하기도 한다(Daly, 1973). 나아가 환경에 대
한 부하(load)를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의 물질적 소비집약적 활동

들은 최대한 억제되고, 시간집약적 활동들이 최
대한 장려되는 경제활동을 지향한다. 또, 경제
성장을 통한 실업의 해소나 빈부격차의 해소를

용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인 분배

정책을 통해서 정면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대

처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일종의 성장한계론자들인 이들은 고전파 경

제학자들이 인구 증가와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

용으로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적으로 돌입한다고 생각한 데 반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구와 생산량의 성장을 중단

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D. Ricardo나 J. S. Mill이 정상상태를 경
제성장과정의 불가피한 종점이라고 생각한 데

대해서, 이들은 그것을 모든 조직사회가 생존

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규준으로 받

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나. 기본 입장

대안경제학(alternative economics)은 ‘반성장’
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관점은 산업
자본주의 하에서 발전된 경제시스템이 주된 문

제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자본주의 하에
서 발전된 경제시스템이 과소비, 쓰레기, 성장, 
환경파괴를 조장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생태

학적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학을 발전시켜

야 한다고 주장한다(Ife, 2005).
대안적인 ‘녹색’ 경제학에는 두 가지 분파가

있다. 첫 번째는 환경주의자의 관점을 반영하
여 전통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재규정하고자 하

는 입장이다. 전통적인7) 분석은 주로 비용

(cost)과 편익(benefit)을 계산하는 것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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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외부적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환경이
비용-편익 계산(cost-benefit analysis)에 반영되

지 않는다. 녹색경제학자는 환경․사회적 요소
를 고려하는 대안경제학을 발전시키려 노력하

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환경요소를 수치

화하고 조정하여 생태학적, 사회적 현실을 제

대로 반영하는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고안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Jacobs, 1991; Daly & Cobb, 
1989).
두 번째는 단순히 경제학적 계산방법을 수정

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가

하는데 있다. 이들(Henderson, 1988, 1991; Ekins, 
1986, 1992; Max-Neef, 1991)은 경제․사회적

이해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안경제학의 관점은 경제공식

을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권력분산적인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 경제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다(George, 1992; Stilwell, 1993).

다. 비판

그러나 문제는 정상상태를 역사적․경제적 작

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돌입되는 상태로 인

식하던 생존지향적인 정책이 지향해야 할 유일

한 합리적 정책으로 인식하던 간에 이 정상상

태란 자본주의의 운행법칙과 절대로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확장주의적 성향을 가지며(Pac-
kard, 1963; Sweezy, 1972; Singh, 1976, Schnaiberg, 
1980), 인간의 욕구 자체도 점차 증가하기 때문
이다. 또, 환경문제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

모델(economic-rationality model)과 태도-행위 일
관성 모델(attitude-behaviour model)은 접근방법
과 해결방법이 다르다.

표 2. 다양한 사회 형태에서의 1인당 에너지 소비

사회 하루 1인당 킬로칼로리

고개발국가(미국) 260,000

고개발국가(그밖의 국가) 130,000

초기 산업사회 60,000

집약적인 농업사회 20,000

초기 농업사회 12,000

수렵-채집사회 5,000

선사시대 2,000

자료: Miller, 2002; Harper, 2010 재인용.

오히려 오늘날 저개발국가의 인구 압력과 불

평등한 소득 배분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과

도하게 착취해야 하는 자원 기반이 허약한 토

지로 내몰고 있고, 현재를 구조하기 위해 미래를
희생하도록 하고 있다(Gooodland et al., 1993).
또한 이러한 견해는 지구환경의 무자비한 파

괴가 몰고 올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성장이
중단된 자본주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파국을 간과하고 있다. 성장이 멈추고, 실업
자가 증가하고, 전보다 적은 재화를 소비하여

야만 하고, 심한 경우는 꼭 필요한 재화마저 제
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인류가 환경보호라

는 명목아래 인내할지 의심스럽고, 나아가 그

러한 상황을 모든 계층의 인류가 공평하게 받

아들일지도 의심스럽다.

5. 지구개발

가. 기본 입장

녹색주의의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한 또

하나의 분석방법은 Trainer(1985, 1989), George 

7) 신고전경제학 이론의 지배적인 관점은 자연환경과 사회생활과는 분리된 개념으로서의 경제를 투자,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의 순환적 흐름으로 보는 것이다(Ggeogescu-Roegen, 1971; Rees, 2002). 이들 신고전파경제학자들

이 제시하고 환경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수정한 주장에 의하면, 성장과 근대성이 환경적인 문제를 양산

했지만, 더 큰 경제적인 발전은 문제들을 추가시키기보다는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환경의 질은 ‘사치품’

으로 간주되며, 주로 이것을 구입할 만한 여유가 있는 풍요로운 사회에서 관심을 가진다. 필요한 풍요로운 수준

에 도달하게 되면, 공공의 관심사, 비정부기구로부터의 압력과 환경적 상태에 관한 정책은 환경문제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며, 기업이 환경보호에 투자하도록 만들 것이다(Harper, 2010). 신고전경제학 이론은

인구증가가 문제가 되지 않고 진보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Boserup, 1981; Simo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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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Shiva(1989, 1991)에 의해 이루어진 지구
개발(global development)에 관한 연구이다. 
남반구(the Southern Hemisphere)에 위치한 국

가의 환경파괴는 많은 경우 남반구 정부가 경

제개발을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토지사용과 자연자원의 개발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남반구
국가의 정부들은 그저 보다 ‘발전된 국가(이른
바 선진국)’의 경제적 성공을 모방하는 데만 급
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방의 기초가 되는 선
진국들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환경파괴를 자

행했었고, 그들의 식민지, 다시 말해서 지금 남
반구에 위치한 ‘후진’ 국가들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진국 정부
가 보다 부유한 국가의 환경주의자로부터의 비

판에 분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후진
국들은 경제개발을 위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

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들을 후진국으로 만든

주범은 바로 북반구(the Northern Hemisphere) 
국가들의 식민주의적 착취였다고 주장한다. 물
론, 문제는 전 세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반
구의 번영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명

백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산업화된 북반구

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된다면 생태위기도 급

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Ife, 2005).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는 길은 북반구의 환

경주의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책임을지고, 생태학적으로지속가능한사회를발
전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Ife, 2005).

나. 비판

당장 북반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소비패턴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또 북반구 국가들이 소비
패턴을 바꾸는 모범을 보이더라도 남반구 국가

들이 이를 따라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북반구

국가와 남반구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소비패

턴이 다른 상황에서 남반구 국가들에게 북반구

국가의 모범을 따르라는 것은, 남반구 국가들을 
보다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6. 에코사회주의

가. 사상적 기원: 마르크스주의

Marks는 인간과 자연 관계를 자연 철학적으
로 규정하는 작업을 자연이 인간에 이르는 전

과정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수

행하고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이중적 관계라는
기본 변증법을 통하여, 일관되게 인간이 자연에
귀속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Kowarzik, 1981).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직 동물과 식물만이

추상적인(객관적이고 불변하며 非역사적인) 개
체군 유지법칙에 의해 구속되며, 인간은 이를

벗어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다만 환경을 변

화시킬 만한 힘을 갖지 못하던 인간사회에선

자연이용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인구 규모가 복
지에 대한 중요한 제한인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사회에서는 인구규모는 자

연적인 조건보다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다는 것이다(Pepper, 1984).
이들은 노동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과 자연의 일체성

을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환경문제를 자
본주의라는 특정 생산양식과 결부된 체제상의 모

순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며, 따라서 체제의 근
본적 개혁이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즉, 환경문제를 자원을 소유한 계
급과 이의 소유를 원하는 계급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Schnaiberg, 1980).
환경에 적용된 갈등이론과 신마르크스주의

시각은 환경의 이용 개발이 시장경제 구조, 근대
성의 제도,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특히 자본주
의적인 생산체계적 성장에 의해 잔인하게 수행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Benton, 1989; Bookchin, 
1982; O'Conner, 1973; Roberts & Grimes, 1999; 
Schnaiberg, 1980).
다시 말하면, 환경문제를 재산을 소유하고 있

는 자본가 계급의 행위의 결과로서, 그리고 자
연자원을 점점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자본주

의의 확장주의적 경향의 결과로 본다. 그러므
로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통해서는 결코 환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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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해결될수없으며, 오직사회체계전체의근
본적인 개혁으로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환경에 대한 학대’와 ‘인구문제’는 사회주의
적인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Pepper, 1984).

나. 기본 입장

에코사회주의자는 환경문제를 자본주의 차원

에서 검토한다(Shiva, 1989; Merchant, 1980; Plum-
wood, 1993; Salleh, 1997; Warren, 2000). 에코사
회주의자(eco-socialists)는 생태위기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지구 건강에 대해

책임감이 결여된 체제로서, 자본주의가 성장하
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쓰레기, 과소비, 오염
문제 또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억압되고 소
외된 노동자계급이 그러했듯이 환경 또한 자본

주의의 성장에 대한 대가로 바쳐진 것이다. 자
본주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며, 노
동자계급을 착취하는 것처럼 토지와 자원을 착

취한다(Ife, 2005).
이러한 입장에서는 생태위기에 대한 해결은

사회주의건설여부에달려있다. 환경에대한적
절한 보호, 자원의 관리와 유지는 집단주의, 또
는 공산주의체제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에코사회주의는 전통적인 사회
주의적 관점으로부터 파생된 것임(다소의 변형
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적인 사회주의자는 보다 평등한 부

의 배분을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관념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녹색주의는 지속적
인 성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

을 느끼고 있으며, 최소한 전통적인 형태로 지
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은 실제로 환경문제에 그

다지 관심을 쏟지 않는다. 따라서 에코사회주

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관념의 수정을 요구

하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노동개념의 통

일,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태도의 조정과 환
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Ife, 
2005).

다. 비판

마르크스주의는 근대 자연과학에 근거한 생

산수단의 과학화를 통해 왜곡되는 인간과 자연

과의 관계는 인지하였지만, 자연과학의 내적 구
조와 이에 의해 변화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Bookchin은 André Gorz와 Barry Commoner에

대하여, 생태적인 붕괴를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
내에 포용해서 해결하려는 기술지향주의적 시도

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공격한다(Pepper, 1989). 
일부 생태지향주의자들이 성장 자체를 거부하

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
들은 사회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생산력의
완전한 개발’을 꼽는다. 계급 분열은 불충분한
생산력이 갖는 사회의 불가피한 모습이며, 사
람들이 그들의 미래사회를 단순히 물리적 욕구

의 만족 이상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

을 위한 성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Barret Brown, 
1976). 또, 구소련의 붕괴 후 표면화되었듯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자본주의 국가 이상의 환

경오염과 생태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7. 에코아니키즘(생태무정부주의)

가. 사상적 기원: 아나키즘

아나키즘8)(anarchism)은 흔히 무정부주의로 번
역된다. 아나키즘의 어원은 그리이스어의 ‘아나

8) 청일전쟁 후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부작용도 심해졌다. 그 결과,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1901년

5월 사회민주당이 결성되었다. 사회민주당은 하루만에 강제로 해산되었지만,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사상은 계속

확산되었다. 아나키즘을 일본에 처음 소개한 도쿄대학 학생이었던 게무야마 센타로(煙山專太郞)가 1902년에

『近世無政府主義의 起源』이라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한자문화권에서는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오해하게 되

었다(김학준, 2005). 이에 반하여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은 ‘상호부조와 자치에 입각한 자유로운 사회의 건설’

을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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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anarchos)’이다. 이는 ‘지도자가 없는’, ‘선
장이 없는 배의 선원들’을 의미한다. 동양에서
아나키즘은 모든 정부조직에 대한 반대와 같은

부정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이미지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은 무정
부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닌 고도의 자율적 질서

라고 주장한다.
서양의 아나키스트들은 인간 본성에서 우러

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자유를 추구했으

며, 이에 방해가 되는 모든 권력에 맞서 싸웠
다. 그들의 눈에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
적인 존재는 바로 국가와 정부였다. 동아시아
의 아나키스들도 서양의 아나키즘을 받아들여

자기 나라의 정치체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들과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보다는 사회문제에 좀 더 관심을 보였다

(조세현, 2001).

나. 기본 입장

에코아나키스트가 지배와 통제 구조 차원에

서 검토한다(Shiva, 1989; Merchant, 1980; Plum-
wood, 1993; Salleh, 1997; Warren, 2000). 이는
아나키즘이 근대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고, 동시에 사회주의와 함께
발흥하였기 때문이다. 또 아나키즘은 권위주의
에 대한 반발이라는 태생적 출발로 인하여 페

미니즘과도 관계가 있다.
에코아나키스트들은 환경위기가 정부를 비롯

한 비즈니스, 군대,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지배와
통제구조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다. 무정부주의자에게이러한지배와통제구조는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는 인간 상호간의 진정한 교류와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제한한다. 또한, 통제구조는
인류를 자연세계로부터 소외시키는 데, 이는
인간이 환경파괴적인 발전을 추구해온 결과이

다. 그러므로 에코아나키스트들은 최소한의 중
앙통제만이 있는(혹은 중앙통제가 없는)사회, 
개인 또는 매우 작은 소집단 단위의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추구한다(Ife, 2005).

다. 비판

에코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라는 부정적 이미

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도의 자율적
질서’를 주장하지만, 이를 실제로 사회제도에

적용시키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 에코페미니즘

가. 사상적 기원: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의 사상적 기원은 페미니즘이다.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은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

와 자연에 대한 약탈적인 지배의 개념적 연계

를 강조하는, 여성주의와 생태학적 사고의 혼

합 형태이다. 이는 여성과 생태적 위기의 문제
를 공동의 틀로 바라본다(Merchant, 1981).

나. 기본 입장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가부장제와 그
부산물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게 되는데, 
에코페미니스트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

계질서는 처음부터 잘못 편재된 것이라는 주장

을 편다(Shiva, 1989; Merchant, 1980; Plumwood, 
1993; Salleh, 1997; Warren, 2000).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쟁적이고 탐욕적이며

착취에 기초한 사회를 만든 것이 지배, 억압과
통제에 기초한 가부장제이다. 에코페미니스트
는 가부장사회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

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고, 끊임없이 환경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Ife, 2005).
에코페미니즘 학자들은 유럽 신석기 사회가

B.C. 4,000년에 가부장적이면서 호전적인 인도-
유럽 어족(Indo-European)의 목양자(pastoralist)의
침입이 있기까지는 대체로 평화롭고 최소 계층

화되었으며, 조화로우면서도 여신을숭배하는 사
회였다는 증거를 발견했다(Eisler, 1988; Gimbu-
tas, 1977).

다. 비판

에코페미니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

는 페미니즘운동에서 구체화된 형태, 즉 가부장
구조는 새로운 질서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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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고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운동

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이 존

재하며, 서로 갈등하고 있다(Williams, 1989). 에
코페미니즘은 사회운동 모델로서 부여된 능력은

아직은 잘 발달하지 못했고, 사회적 단체도 중
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Harper, 2010).

9. 에코러디즘

가. 사상적 기원: 기술지향주의의 비판

Humphrey와 Buttel(1982)은 환경문제의 본질
적 원인이 자원집약적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생산제도에 있으며, 이를 ‘생산의 디딜
방아’ 혹은 ‘본래적 확장주의(expansionalism)’라
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확장주

의적이며 자원낭비적인 속성을 가진 자본주의

적 생산체제 자체를 해체하는 것만이 환경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환경론자들은오늘의환경위기의원인을

지난 300여 년 동안의 근대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 인간 중심주의, 영과 육에 대한 이원론
적 분리에서 찾으며, 그 정신적인 뿌리에 유대-
기독교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White(1967)은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물질적 관점과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이 오늘날의 환경 파괴와 생

태계의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환경 파괴에 대해 큰 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Arnold Toynbee 역시 인류가
자연에 대해 가졌던 유익한 외경심이 이스라엘

에서 발원한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회교

(Islam)에 의해 추방 당해 버렸다고 하였다(박
만, 2004).
기술지향주의(Technocentrism)는 과학혁명과

자본주의의 성숙을 통하여 자연을 착취의 대상

으로 보는 지배적 자연관이 지배적 이데올로기

로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Glacken(1967)은 15세
기말에서 17세기말에 인간을 자연의 통제자로
여기는 사고가 구체화되고, 18세기와 19세기에
이러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20세기에 이르러 인간중심주의

가 등장한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White(1967)도
중세의 유태 기독교 자연관(Judeo-Christian te-
leology)9)에서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Commoner(1971)는 이러한 기술지
향주의의 파괴적 성향에서 환경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인간이 자연에 신성
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를 마음대

로 개발하기 어렵지만, 자연이 단순히 창조주

의 피조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아무런 죄책감

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을 변형하고 훼손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번웅과 오영석, 1997).
생물학자인 Commoner는 신맬서스주의(neo- 

Malthusianism)자인 Paul Ehrlich와 그의 동료들
의 주장에 반대한다. Commoner(1992)는 진보된
기술과 풍부한 생활습관이 급증하는 인구보다

환경에 더 위협적이라고 주장한다(Harper, 2010)
이들은 Pepper(1984)가 지적한대로 신고전주

의 학파(neo-classical school)의 경제적 합리주의
(economic rationalism)를 토대로 발생한 명백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며, 따라서 ‘경제
적인 법칙과 상응하는 자연과학의 법칙’을 동
원한 객관적 분석에 의해 환경문제를 풀어나가

고자 하는 ‘환경관리주의’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
한 철저한 신념을 고수한다. 이러한 합리주의

는 때때로 극히 비합리적인 맹목적 신앙(즉 성
장에 대한 맹목적 신념과 경제성장 위주의 정

9) 생태신학(ecotheology)은 Lynn White의 글(1967)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었고(Harper, 2010), 이는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한 자연 파괴와 인간 삶의 상실에 대한 신학적 응답으로, 생태계 위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1980년대

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박만, 2004). 생태신학자들은 이런 비판을 일면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날의 자

연 파괴의 주범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왜곡과 소비적 세계관을 형성시킨 근대의 과학 문명과

인간 중심주의라고 본다. 즉, 환경의 위기는 성서의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된 결

과라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이 제대로 이해되기만 하면 거기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친생태

계적인 메시지가 풍부하게 발견된다고 보아 교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환경 친화적인 전통을 찾으려고 시도하

며, 또한 그런 신학 전통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박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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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대한 무비판적인 지지 및 자본주의의 무

한한 진보 능력에 대한 고집스런 맹신)으로 이
어질 수 있고(O'Riordan, 1981a), 환경에 대한 기
술적 관리를 주장하는 환경관리주의는 자원환

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 자

신의 축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이므로 자

본의 근원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
속해서 환경파괴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최병
두, 1992).

나. 기본 입장

기술비판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기술의

난개발은 결코 인류에게 무한한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입장을 러디즘10)(Luddism)이라고
한다(Ife, 2005).
러다이트(Luddite)라는 단어는 신기술을 불신

하는 사람을 칭하는 의미로 폄하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신기술에 대한 건
전한 의미의 불신은 산업자본주의 기간 동안 우

리에게 지나치게 결핍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19세기 초반의 러다이트 운동과 그 전후로 진
행된 반기술운동은 간단하지만 매우 의미심장

한 관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했었다. 즉, 사회적
목표가 경제적 목표보다 경시되어서는 안되며, 
기술발전은 인간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Harrison, 1984; Hobsbawm & 
Rudé, 1969).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 녹색주의자는 기술

개발이 환경위기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현재의 기술사회는

지속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Ife,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태학적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환경주의자’의 대응
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으로, 발전된 기술은 문
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이다. 이
이상의 기술연구와 기술개발11)은 어느 정도 인

간에게 편의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사회적, 환
경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고, 인류에게
순이익보다는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런
입장은 기술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낮추기를 권

고하며, 보다 ‘인간에게 적합한 척도’에서, 평
범한 인간이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한도에

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Ife, 2005).

다. 비판

러디즘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그것도 직물공
업이 발달하였던 노팅엄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물론 러디즘은 프랑스 등 이
웃나라로도 전파되었지만, 러디즘 자체는 시간
적․공간적 특수성에 기인한 현상이다. 무엇보
다 모든 기계를 인간의 노동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 맹목적인 기계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환
경보전과 연계시킬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고 있다.

Ⅲ. 지속가능성: 결론을 대신하여

환경주의와 녹색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

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경제와 환경에 대하여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둘을 명
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혼돈을 초래하게 된다.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녹색주의는 그림 1과

10)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발생하고 18세기 초 자동직물(織物)기계가 발명되면서, 특히 의류 노동자들은 기계로 인

한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후 노팅엄을 중심으로 특히 의류노동자들은 의류를 생산하는 자동직물기계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기계파괴운동을 러다이트운동(Luddism)이라 부르고, 참가자들을 Luddite라 부른다. '러다

이트'는 최초로 양말 짜는 기계를 파괴한 레스터셔 지역의 직물노동자인 네드 럿(Led Ludd)이란 인물의 이름

에서 유래되었다. 유혈 충돌 이후 주동자들의 투옥과 교수형으로 이 운동은 1816년 막을 내렸다.

11) 1992년 국립 런던사회(Royal Society of London)와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환경파괴 또는 인류 대부분이 고통받는 기근을 피하도록 해주지

는 않는다.”라는 유례없는 중립적 언급을 발표했다(Harp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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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은 긍정적 영향(찬성, 승계 등), 점선은 부정적 영향(반대, 대립 등)

그림 1. 녹색주의의 영향요인, 명칭, 배경

같이 이전의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수용하거나

대립하면서 형성되었고, 크게 세 가지 배경을

가진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
중심주의, 기술중심주의와 자본주의에는 대립

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 생태중심주의를 수

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녹색주의는 현실의 사회․경제․정치

체제와일치성과양립성이떨어진다. 이데올로기

표 3. 지속가능성에 대한 입장

입장 학자

부정적 입장

-지속가능발전은 없다. 이는 파괴적인 성장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 좋게 느끼

는’ 사람들을 위한 수사학적이면서 이념적인 용어이다(Catton, 1997: 175-178).

-인구의 성장과 자원 남용은 이미 지구의 장기적인 환경 용량을 초과했다(Catton and

Dunlap, 1978).

-우리는 이미 지구의 환경용량을 초과했지만 자기 생각을 계속 방어하려 한다(Brown

and Flavin, 1999; Meadows et al., 2004).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용량은 지구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생득적인 정치화된 개념은 아

니다. 이 견해는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며, 지구의 자원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는 단순한 시각을 갖고 있다(Southwick, 1996: ⅹⅰⅹ).

긍정적 입장 -유한한 환경 용량이라는 것은 없다(Simon, 1998).

유용론적 입장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지구적인 윤리의식과 개혁을 옹호(World Commission on Environ-

ment and Development, 1987).

-지속가능발전, 환경 용량과 같은 개념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학적 연구를 위해 매우

유용하지는 않다(Cohen, 1995).

-지속가능성과 환경 용량은 객관적이면서 수량화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규범적인 사회

적 사실로서, 중대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는 피하기를 원하는 구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Harper, 2010).

또는 사상으로써의 녹색주의와는 별개로, 실천
으로써의 녹색주의는 주류 흐름이라기보다는

대안적 흐름 내지는 대안적 운동의 성격을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또, 녹색주의도 세분화되어
있고, 세분화된 녹색주의 간에도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주의와 지속가능성을 연계시키

는 것은 보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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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발전이 상충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복합적이어서 확정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
적으로 양자는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양
자의 조화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지속가능발

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것이 있다. 지속
가능발전이 명확하게 정의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
제적 협력도 점차로 확대되고 구체화 되었다(이
재율, 2011). 하지만 아직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사상적 배
경으로 인하여 통일된 입장의 도출이 가능하지

도 않아 보인다.
완벽하게 지속가능한 사회란 신석기 혁명 이

래로 거의 존재한 적이 없지만, 적어도 가정적
인 이상형으로서 가지는 포괄적인 성격은 명확

하다. 이러한 것들은, ① 생물학적 기반, ② 인
구, ③ 에너지, ④ 경제적 효율성, ⑤ 사회 개
혁, ⑥ 문화, ⑦ 세계 질서 속에서의 참여와 관
련이 있다(Harper, 2010).
또,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통일되지 않은 다

양한 의견대립이 있지만, 환경문제의 폐해를 인
정하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결국 인
구와 자원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데에도 대체

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주의는 출발 자체부터 환경주의

와 달리 지속가능성과의 연계가 강하지 않은 반

면, 오히려 환경주의보다 더 급진적 환경론이

다. 또, 현재 녹색주의는 보다 덜 급진적인 환경
주의의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가기에도 넘지 못

할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지속가능성은 적
어도 현재로서는 유용한 개념이면서 규범적인

사실로써 인류에 대하여 환경윤리의식과 개혁

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으로써 유용하다. 그러나
이미 현재는 인간의 활동이 환경용량을 넘어선

지속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태
에서 지속가능한 상황으로 이행하는 방향에 대

하여도 (통일이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지속가능한 상

황으로 이행할 특단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 
우리의 중심적인 신념을 명확히 형성하는 데

실패하는 교육은 단순한 훈련이거나 아니면 응

석이나 받아주는 것이다(Schumacher, 1973). 교
육의 중요성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폭넓은 동의

는, ‘환경교육이 과연 어떤 형태를 취해야만 하
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에 대한 상당한 견
해 차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Pepper, 1989). 
현재 수준에서는 녹색사상과 지속가능성이

환경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개념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교육은 주입식 교육
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대한 탐구적인 교육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첫째, 녹색주의에 대
한 피상적 이해와 막연한 환경보전에 대한 기

대를 지양하고, 둘째, 각각의 중심적인 신념, 
입장의 차이, 연계, 현실적 한계를 명확히 구분
하여 가르치고, 셋째, 학생들에게 이념의 주입
보다는 끊임없이 자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

록 독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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