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사회학회가을학술대회





코로나시대, 환경사회학의과제
|일시|  2020년 12월 3일(목요일) 

|장소| 온라인화상회의

기획세션 회의 ID: 893 4885 6889      암호: 20201203

일반세션 & 좌담회 회의 ID: 665 485 2387        암호: 20201203

총회 회의 ID: 454 058 5937        암호: 20201203

|주최·주관|  한국환경사회학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신대지역발전센터

|후원|  환경부

2020년가을학술대회

• 문의: 한국환경사회학회 ecosociety.net@gmail.com, 010-7749-5685(간사)

12월 3일목요일학술대회일정

▪ 후쿠시마이후일본정부의생명정치:

‘먹어서응원하자’ 사례를중심으로

• 발표: 최종민(서울대),

•토론: 오은정(서울대)

▪ 에너지소비행동의변화에결혼이갖는의미:

혼수장만시기와결혼초기를중심으로

•발표: 류호재(서울대)

•토론: 조미성(모심과살림연구소)

▪ 가습기살균제참사와전문가연구용역활동의

지형

•발표자: 박진영·윤순진(서울대)

•토론: 이영희(가톨릭대)

▪ 재생에너지갈등예방과관리방안모색: 

ESTEEM을중심으로

•발표: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해상풍력의갈등구조와사회적대화:

경남통영욕지도사례를중심으로

•발표: 박선아·조공장·정우현(KEI)

▪ 종합토론

•유충렬(수협중앙회)                    •임성희(녹색연합)

•김진오(경희대)                            •박진희(동국대)

•지찬혁(지속가능수산해양포럼)  •이상윤(KEI)

13:30 - 15:20

좌담회 : 코로나시대, 환경사회학의과제

15:20 - 15:30   휴식

15:30 - 16:00   환경사회학회총회

기획세션(라운드테이블):

에너지전환과사회적수용성

사회: 김익수(환경일보)

일반세션

사회: 장미정(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 김민정(성공회대)

• 박순열(도시재생연구소) 

• 서영표(제주대)

• 오수길(고려사이버대)

• 이상헌(한신대)

• 홍덕화(충북대) 

토론

사회 • 박진희(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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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라운드테이블):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13:30~15:20

사회: 김익수(환경일보)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과 관리 방안 모색:

 ESTEEM을 중심으로 
• 발표: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해상풍력의 갈등구조와 사회적 대화:

경남 통영 욕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박선아·조공장·정우현(KEI)

종합토론
• 유충렬(수협중앙회)           • 임성희(녹색연합)

• 김진오(경희대)               • 박진희(동국대)

• 지찬혁(지속가능수산해양포럼)  • 이상윤(KEI) 



- ESTEEM을 중심으로

한재각 소장 

환경사회확회 발표(2020. 12. 4) 





2018년 폭염 
2019년  
호주 산불 

2020년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 



기후위기의 심각성 

4 
출처: innovationlab.co.kr, thelocal.se, guardian.co.uk, ipcc 

“섭씨 1.5도 혹은 그 이상의 상
승은 생태계의 부분적 손실처
럼 되돌릴 수 없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과 
연결되어 있다.” 
- IPCC 워킹그룹2 공동의장 한
스-오토 푀르트 



*출처: 기후사회연구소(2020) 



전력거래소 등록 기준(2020. 11. 8)  * 출처: http://epsis.kp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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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개수 평균 단위 용량 

전력거래소 등록 기준(2020. 11. 8)  * 출처: http://epsis.kpx.or.kr/ 

에너지원별 발전소 개수 및 평균 단위 용량 현황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석탄, 원자력 발
전소 등이 입지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재생에너
지 발전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면서 주민갈등을 유발
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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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갈등 유형 분류 

추장민 외(2010) 

이회선 외(2010) 
가치갈등 이해갈등 - 

이상훈, 윤성권(2015) - 절차적 정의, 소통 분배적 정의 

이정필 외(2015) ‘보전과 개발’의 가치갈등 
‘참여와 결정’의  

절차적 문제 

‘비용과 편익’의  

배분의 문제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  

왜 반대를 해? 

NIMBY 
 혹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무조건 반대 현
수막부터 붙인다” 
보상금 뜯어내려

는 수작? 

기후위기에 대한 
무관심  

혹은 무임 승차? 

재생에너지 갈등에 대한 흔한 비난들: 오해, 무지 그리고 기회주의 

재생에너지 갈등: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일 

갈등은 회피하거나 억눌러야 할 일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시작점이다 



갈등은 서로 대립하는 복수의 

당사자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

문에, 기본적으로 대칭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즉, 지역 주민들만을 문제삼

고 분석하는 것은 정당한 일

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갈

등의 다른 편 주체인 재생에

너지 사업자의 전략과 행동에 

대응하여 반응한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사업

자들도 지역 주민의 행동과 

전략에 대응하여 행동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역 주민 



개발 부지/입지(site) 관점 님비(NIMBY) 발현지 관점 

대안: ‘장소(place)’나 ‘자리잡음(emplacement)’ 관점 

 부지/입지 관점은 재생에너지 

위치(location)의 ‘객관성’에 

주목하지만, 주민과 방문자들

이 그 장소에 갖는 상징적/정

서적 연관성 등의 ‘주관성’에

는 무관심. 

• 부지/입지 관점에서 비롯하

는 대중 전략은 대중의 장소

감을 간과하여 주민들과 기

업들 간에 쌓인 기존의 회의

와 불신을 가중. 

• 부지/입지 관점은 대중 참여

에 대해 위계적, 조작적, 관

리적 접근을 유발. 

 님비 관점은 부지/입지 관점

에 비해 재생가능에너지 사

업에 대한 대중/주민들이 갖

는 사회적/주관적 측면을 인

정하지만, 그런 특성을 단지 

부정적인 문제로만 치부. 

• 현장의 우려는 오직 이기

심, 무지나 불합리성 때문

에 발생한다고 추정,  

• 에너지 개발 계획에서 감

정적 반응을 배제하면 충

분한 것으로 간주. 

VS. 

• 대안으로 공간을 대중 참여가 인식되고 실천되는 곳. 즉, 기술이나 설비가 장소에 자리잡으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상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라봄.  

• 주류적 관점을 장소/자리잡음의 관점으로 바꾸면 특정 위치의 객관성과 주관성 측면 모두를 포착할 가능성이 열림 

• 개발사업자들은 장소와 기술의 어울림/조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민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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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쓰지도 않는 전기를.. 서울 사람들 쓰
게 하려고 산 좋은 곳에 풍력발전기를 꼽는 것
이 말이 되는가?” 

“산 좋고 가야문화 유산이 있는 지역에, 주민은 
고사하고 군청하고도 상의 하나 없이 외지 기
업이 풍력발전을 한다니!” 
 
“재생에너지 반대하는 것 아니여. 대규모로 한
다니까 문제라는 것이지” 
 
“막기는 막았지만, 우리도 원자력 전기 안쓰려
면 재생에너지를 어찌 하기는 해야 하는디…” 

• 전기 없이 살다가 최근에야 전력망을 연결하거나 
소규모 독립형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쓰는 귀농귀촌 가구. 산넘어 영덕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녹색당원

들. 풍력발전소 건설에도 반대.   

경북 ㅇㅇ군 전북 ㅇㅇ군 



 
1. 경관 상실 (산 좋고 
물 좋은 곳, 특정 장소애
착, 입장을 바꿔 생각하
기 원함) 

2. 거주(정식적 피해, 시
골살이의 유일한 혜택) 

3. “마을 베린다”(마을 
역사성과 정체성) 
 

4. 환경재해: 산지개발
(위험성 증가, 이전 재해
피해 떠올리기), 공사 진
행 및 사후 관리 부족 재
해가능성 상승(설치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시
설) 

2. 마을 내 갈등(마을 개
발전략과 상충,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3. 땅 문제(지가 문제, 
산지·농지 감소 문제) 

1. 마을법의 강조 
2. 정책 불신(원래 우리 편이 아
니다: 우리는 무시당한다, 사업
자편을 들기 때문에 주민분열) 
3. 통용되는 태도(무력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다) 

* 농촌공동체의 태양광 설치 반대 주장: 인류학적 연구(자료: 박선아, 2017)  

•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 등, 지역 사회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반응이 존재한다.  
• 재생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응도 있지만, 역사적 경험, 지역 내의 기존 관계 등의 간접적인 요인들도 작용한다.  
• 주민들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경우에 신중히 파악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절차적 합리성 부족한 사
업 추진 관성 

민간개발사업자 주도로 행정적 허가를 얻은 후 또는 공사가 시
작된 이후 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알게 되

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운 시기에 갈등이 발생 및 심화
되는 경우가 많음.  

생태 환경과 사회관계 훼
손과 경제적 보상 중심의 

수용성 확보 관행 
입지 주변의 사람들이 형성해온 사회적 관계, 경제활동, 장소
와 주변 환경에 대한 심리적 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경제
적 보상 과정에서 개발사업자가 마을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훼

손하는 경우가 발생함 

외지 개발사업자의 개발
이익 독점 관행 

외지 민간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외지 민간기업이 독점한다는 비판과 사업 추진 결
과에 따른 편익이 지역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역
량 미비 

주민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지
만, 실질적으로 주민조직이 형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

량이 낮은 상태가 대부분임 







• 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의 약어 

• 유럽연합에서 개발된 ESTEEM 모델은 민간

의 전문가가 프로젝트 추진 전에 갈등요소와 

이해당사자 확인, 비전 설정, 이슈 해결방안 

마련, 공개모임 개최, 사회적 합의 도출, 권

고사항 마련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지역 수

용성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임 

 

 
<그림> 유럽 ESTEEM의 웹사이트와 매뉴얼  

<그림> 유럽 ESTEEM의 6단계 



• 충남,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에서 도입과 시행을 제안, 2019년 광명시에서 실제 적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소통을 통한 갈등의 효과적 예방 
• 소통 강화(예: 유럽 ESTEEM 모델 적용) 
• 갈등관리 메커니즘 확립 

국민 참여 확대 
• 정책과정 참여 
• 사업 참여 확대(주민참여〮이익공유형) 

지역〮지자체 책임〮역할 강화 
• 수급시스템 상 지역 역할 확대 
•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소통〮참여〮분권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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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광명 ESTEEM 시범 설계 및 적용 사례 



구분 사업 구상 단계 혹은 계획 추진 전 구체적 사업계획 이 있거나 또는 추진 중 

민간사업자/발전자회
사/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A(기본유형) 

B(갈등 심화유형) 
― 구체적 사업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진 중이라면 사업계

획의 변경 가능성이 낮으므로 갈등 심화 유형 적용 
― 기본적으로 갈등 심화유형은 사업이 추진되어 갈등이 

고조된 상태를 포함 

지자체, 주민협동조합 

D(주민계획수립 유형) 
― 주민조직이 형성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와 욕구

만 확인된 경우 
― 컨설턴트 및 지역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선계획 

수립 후 추진 

C(주민 주도 유형) 
―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구체적인 실행 및 추진계획을 가

지고 있는 경우 
― 주민조직 사이의 갈등 가능성 있을 경우 
― 주민교육 병행 



• 과업명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자립섬 난지도 

 
• 프로젝트 발주기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프로젝트 주관기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프로젝트 지원 및 협력기관 
 당진시 경제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프로젝트 이해당사자 
 난지도 주민 및 조합 

 지역시민사회단체 
 사업자(윈드웨이, GS EPS 등) 

실행계획  

•세부실행계획 작성 및 확정(7/6~7/17) 

•당진시와 실행계획 협의 후 진행 확정(7/17) 

조사 
•맥락분석 이해당사자 파악(7/20~8/31) 

•정부-충남-당진-난지도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회의 

•대난지도 이장 및 개발위원과 1차(7/27), 2차
(8/11) 회의 

•에너지협동조합과 해상풍력 관련 설명회 추진 

설명회 

•에너지협동조합 관련 설명회-이창수 이사장(9/23) 

•해상풍력 관련 설명회-김태윤 연구위원(11/9) 



목적 및 추진 방향 

• 당진시 난지도 주민 및 협력기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난지도를 에너지자립섬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기초적인 사업구상(안)을 토대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난지도 에너지자립섬의 계획과 비전 구체화 

 사업계획과 비전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업구상 자체를 

주민들과 기획함으로써 주민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여러 욕구를 선제적으로 수렴하고 공동의 추진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주민참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가 향후 

사업계획의 실행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주민협동조합 준비 및 발족 등) 설계 

• 당진시는 주민과 함께 논의하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배경 

• 당진시는 미래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난지도 에너지자립섬을 구상함 

• 당진시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사후 해결하는 방식에서, 사업추진 

이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음 

• 당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갈등예방 모델(K-

ESTEEM)>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범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난지도 에너지자립섬 

추진계획을 마련 



현재 대난지도에는 총 8MW 용량의 4개 태양광 발전설비와 (용량 확인이 안된) ESS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난지도를 포함한 난지도리 전체의 전력소비량보
다 4.2배나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2019년도 난지도리의 전력소비량 2,212,991kWh이며, 8MW 태양광이 일평균 3.2시간 발전한다
고 가정할 경우에 연간 9,344,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 



빨간선: 부정적, 반대 / 초록선: 긍정적, 찬성 / 노란색: 확인필요, 중립적, 명확히 알 수 없음. 선 굵기: 관계의 강도 



1. 난지도를 둘러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평가 

-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기존에 약속했던 게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 신뢰하기 어렵다. 지금 추진되는 것들도 그럴까 봐 부정적으로 평가된

다.  

-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는 맞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많다.  

- 태양광, 풍력 사업이 이제까지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 당진

시가 충분히 사업 설명을 해줘야.  

- ****는 설명회 없이 한 달에 100만원 준다고 했음. 환경과 건강 정보 제공 필요  

 

2. 에너지자립섬 계획에 대한 생각 

- 에너지자립이란 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당진화력 있고 석유화학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 이미 태양광으로도 충분한데 납득이 안 된다. 화력발전부터 없애야 한다.  

-당진시 에너지자립섬 계획을 들어본 적 없음. “ 

-우리들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립섬”이다. 

-협동조합 등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움. 

 

3. 대난지도의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섬이 됐으면 좋겠다. 과거와 현재 차이가 심함.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다. 연육교 등 필요.  

- 그동안 입어왔던/입을 피해 보상. 주민 이주 요청. 혹은 낙후된 환경 개선 필요.  

-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돼야. 

- 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주민생활에 보탬이 돼야.  



애초 구상에 대한 검토 

• ‘에너지자립섬’ 개념이 무엇인지 불명

확하다. 

• 에너지자립섬에 관한 주민 협의가 부족

하고, 주민들의 역할 그리고 지원이 명

확하지 않다.  

 

구상의 보완(제안)  

• 에너지자립섬 개념을 합리적으로 확장

해야 한다: 에너지자립 플러스(+) 섬 구

상 

• 에너지자립섬 구상은 열 부문으로 확장

되어야 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

가 필요 

•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에너지

자립 플러스(+)섬 개념에서 강조한다. 

 





해상풍력의갈등구조와사회적대화

경남통영욕지도사례를중심으로

박선아·조공장·정우현(KEI)

한국환경사회학회 2020년추계학술대회
기획세션라운드테이블 – 에너지전환과사회적수용성



1. 욕지도해상풍력과갈등개요



한산도

욕지도

1.1 통영욕지도

• 통영의여러섬중욕지도와한산도의

인구는각각2천명대로가장큰섬임.

• 욕지도근방에도몇개의섬이더있으나

인구는적음



욕지도

두미도

갈도

국도

좌사리도

대벼락도

연화도

상노대도

1.2 통영권역풍력단지의조성과운영현황
발전사명 위치 용량(MW) 추진상황

영동발전(주) 욕지면초도 9.9 발전사업허가(‘17.3.)

욕지풍력(주) 욕지면서산리 352 발전사업허가(‘19.3.)

현대건설 욕지면동항리 100-300 풍황계측완료(‘20.7.)

대한그린에너지 욕지면갈도 미정 풍황계측완료(‘18.8.)

WPD코리아 욕지면국도 300 풍황계측추진(‘19.9.-’20.8.)

한국남동발전 욕지면동항리 400 풍황계측기설치 (’20.10.)

우람종합건설(주) 한산도~비진도 152 풍황계측기설치협의중

해상풍력풍황계측단계

해상풍력발전사업허가

육상풍력풍황계측단계

국가실증단지



1.3 해상풍력갈등진행경과

해상풍력갈등은 2019년 3월-4월, 욕지풍력의발전사업허가와통영시의회의해상풍

력 R&D 연구용역예산통과에어민단체들이반대집회에나서면서심화

통영시는 2019년 5월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중재활동으로서해상풍력갈

등에대하여같은해 10월시민토론회를개최하고자하였으나어민측반대로무산

2019년 9월-10월어민측의 ‘경남어민생존권투쟁결의대회(개최지: 통영)’ 개최및시

민토론회무산등으로갈등이최고조에이름

2020년 9월-10월경상남도가주도하여 ‘남해권해상풍력민관협의회’가구성되면서

해상풍력갈등은새로운국면을맞이함

2020년 10월 20일수협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산자부청사앞해상풍력반대집회를

갖고, 53만서명을전달함



2. 갈등의지형과특성



2.1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를나누는여러가지기준

지리적범위

•욕지면

•통영시

•경상남도

해역이용자

•통영

•남해, 거제, 고성, 삼천포

어업방식에따른피해

•멸치권현망

•저인망

에너지관점

•기후위기관심단체

•에너지공단

정부및지자체

•산업

•해양(정책, 수산)

•환경

지역과시민

•학계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조선업

•언론



2.1 이해관계자 – “어민”

• 어업별로큰차이

• 잡는어업 : 연안, 근해

• 기르는어업 : 굴(패류), 멍게, 양식(활어등)

• 잡는어업중에서도해상풍력과관련이큰/작은어업

• 어민대표자의다양성

• 수협⊃조합장, 직원/대의원, 어촌계, 피해대책위원회, 어업별협회

저인망어업 (쌍끌이) 기선권현망어업



2.2 갈등구조의특징

• 객관적인데이터보다는추측/기대를기반으로태도를가짐→갈

등을예측하기어려워짐

• 반대의입장은비교적명확하나, 찬성은대체로 ‘조건부찬성‘이

며다양한조건이제시되고있음

• 예) 지역산업연계 / 해양환경영향최소화 / 어업피해대책마련

• ➔수산업에민감한지역특성상, 찬성은명확하게조직화되고있지않아

표면적으로찬<->반의형태를띄지않음

• ‘시’에서 ‘도’로주관지자체가확대됨

• 2019년통영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2020년 10월경상남도민관협의회

가갈등조율의주축

• 각급에서도산업관련부처와해양관련부처의참여가동시에이루어짐



2.2 갈등구조의특징
: 다수의잠재적이해관계자들



3. 사회적대화 : 과정과결과



3.1 통영의시민제안서초안 :작성과정

• 8월초녹녹갈등현장사례유형화및발굴시도

• 8월중순경남지역에서통영사례추천받음

• 8월말에서 10월말까지 2달간현장조사

초안

15회인터뷰수행

멸치권현망수협

통영피해대책위

지속가능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간담회등

200개의주장/근거도출

10개범주화



3.2 시민제안서초안 : 목차

1.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신뢰를기반으로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합의를추구한다.

3. 개별 사업을 논의하기전에 해양·해상풍력 정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4. 지속가능한 해양도시 통영시의 관점에서 해상풍력사업을 고려해야 한다.

5. 실질적이해관계자인 어민의의견을존중한다.

6.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정보공유를최대한 노력한다.

7.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에기반하여논의하여야한다. 

8. 사업자중심이아닌 공공 주도의개발이 진행되어야한다.

9. 해상풍력으로 인한 환경적 위험은 회피 및 최소화되어야한다.

10. 해상풍력과 지역산업 연계방안, 시민과의이익공유방안 등이 제시되어야한다.



3.3 시민제안서초안 : 이해관계자별관심사

1. 기후위기와에너지전환에대한 공감대를형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신뢰를기반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합의를추구한다.

3. 개별사업을논의하기전에해양·해상풍력정책을논의하여야한다.

4. 지속가능한해양도시통영시의관점에서해상풍력사업을고려해야한다.

5. 실질적이해관계자인어민의의견을존중한다.

6. 투명한정보공개와정확한정보공유를위해최대한노력한다.

7. 과학적인조사와데이터에기반하여논의하여야한다. 

8. 사업자중심이아닌공공주도의개발이진행되어야한다.

9. 해상풍력으로인한환경적위험은회피및 최소화되어야한다.

10. 해상풍력과지역산업연계방안, 시민과의이익공유방안 등이제시되어야한다.

* 색깔은해당주제에관심이상대적으로큰이해관계자를의미(공통시민사회어업인)
* 2는공통관심사이나생각하는해결의방향이다름

어업인

시민
사회



• 해상풍력과관련한이해관계자를규명하고입장에따라 정당한참여 방식을

고안해야한다.

• 민관협의회 운영 규칙을 만드는 단계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지역사회 갈등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

• 민관이 함께하는 민주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민관협의회에는이해관계자를대표할수 있는 사람과더불어중재자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자위원을참여시킨다.

• 현재 법적 제도의한계로인해 강제되지않은사항이라하더라도대화의내용

은 최대한이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은성실히대화에임해야

한다.

2. 신뢰를기반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합의를추구한다.



• 어업별어장에대한 영향을사전에예측하고공개해야한다.

• 어업피해가큰 지역에서는추진하지않는다.

• 어업을 후대에 물려주려고 했던 어업인의 의견을 고려한다.

• 출자형식의 어업인 참여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해 주장뿐이 아닌 구체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피해자의피해입증이가능하도록조사지원등 여건을마련해야한다.

• 어업인의 생계 문제 및 고령화 문제를 조사하여 사회적 전환이 가능

한지 대안을 검토한다.

5. 실질적이해관계자인어민의의견을존중한다.



•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통영시에 유치하는 등 고용창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 발전사업의수익은알기 쉽게 공개되어야하며, 사업시행시발전이익분배

방안이분명하게도출되어야한다.

• 이익공유과정에서부익부빈익빈보다는공평의가치를실현한다. 

• 어장영향에대한 개별보상이아닌 공공혜택방식을고려한다.

10. 해상풍력과지역산업연계방안, 시민과의이익공유방안등이제시되어야한다.



4. 전환의방향



4.1 사회적대화에서의고민

• 사후개입은아니나사전이라고도볼수없음

• 언제대화를시작해야하는가?

• 정책결정자와떨어져있음

• 산자부혼자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

• 권한을이미가진곳과아닌곳

• 개입시추가갈등가능성

• 잠재된수많은의제. 시민공론화숙성시간부족

• “기후위기대응을위한재생에너지확대의일환”이라고만받아들여지지는않

기때문

• 정보가부족하면모호한찬성과반대뿐

• 그러나모두가학습할수있는것은아님



4.2 정책전환의방향

• 입지후보지선정단계부터주민참여가이루어지는방향

• 최근해상풍력절차개선노력

• 사회적대화의의의

• 사후진행되는갈등영향평가에서는당장일어나는갈등에초점

• 사전적대화(사회영향평가)는예상되는갈등을진단할수있음

• 갈등을일시적인것으로국한하지않음

• 민관협의회구성을위한규칙제정의중요성

• 대표성및형평성

• 공익을대변할수있는민간공익조직의참여

• 민간협의회내용은어느정도로공개되어야하는가?

• 학력낮은어민들에게지나친압박 <-> 사회적학습과정거치는것일뿐



감사합니다



일반세션

13:30~15:20

사회: 장미정(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후쿠시마 이후 일본 정부의 생명 정치:

‘먹어서 응원하자’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최종민(서울대),

• 토론: 오은정(서울대)

에너지소비행동의 변화에 결혼이 갖는 의미:

혼수 장만 시기와 결혼 초기를 중심으로
• 발표: 류호재(서울대)

• 토론: 조미성(모심과살림연구소)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전문가 연구 용역 활동의 지형
• 발표자: 박진영·윤순진(서울대)

• 토론: 이영희(가톨릭대)



‘먹어서 응원하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생명정치

: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일본 국민

1)t최 종 민*

1. 서론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듬해인 2012년에 설치된 기관인 일

본 부흥청(復興庁) 홈페이지에는 ‘후쿠시마를 먹자(ふくしまを食べよう。)’라는 만화가 실렸다.2) 후쿠

시마의 여고생이 슈퍼마켓에서 방사능이 걱정되어 후쿠시마산 채소 구입을 주저하는 사람을 보

고 “후쿠시마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느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홍보하는 잡지인 ‘먹거리 통신 

편집부(食べる通信編集部)’에 들어가 후쿠시마현(県)의 농가를 취재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이다.

여고생들이 후쿠시마산 옥수수에 대해 쓴 기사는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이에 기뻐하

던 여고생들은 후쿠시마를 “소개”할 다음 기사를 쓸 의지를 다지며 만화는 끝이 난다.3) 이와 

같은 만화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일본의 도호쿠지방(東北

地方)은 극심한 인적·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수소폭발과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이하 후쿠시마 원전)이 입지한 후쿠시마현은 많은 현민들이 피난을 가야 했고, 지역의 

여러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4) 아울러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출하량을 자랑하던 후쿠시마

의 농수산물 등 1차 산업은 방사능과 관련된 소위 ‘풍평피해(風評被害)’를 겪으며 판매량과 출하

량이 사고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5) 풍평피해는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의 영향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의 생산품 판매가 감소한다는 의미의 일본어이다. 여기에서 주

목할 점은 재난으로 인한 소문이 ‘근거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만화 ‘후쿠

시마를 먹자’에서 언급되는 “후쿠시마의 오해”와도 겹쳐진다.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2) 일본에서는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2011년 3월 11일 당시 동시에 발생
했던 재해들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흔히 동일본대지진이라 부르지만, 해당 재해로부터 회복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다루
는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상황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동일본대진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3) 일본 부흥청 홈페이지(2020년 11월 23일 접속), 
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20/2019/manga/index.html

4) 2020년 10월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다른 현으로 피난간 주민들의 수는 29,441명이다.
후쿠시마현 홈페이지(2020년 11월 22일 접속),
(http://www.pref.fukushima.lg.jp/uploaded/attachment/411639.pdf

5) 후쿠시마의 쌀, 소고기, 수산물과 같은 주요 식품의 출하량은 사고 발생 전인 2010년을 100으로 보았
을 때 2018년에는 모두 80%를 밑돌았으며, 특히 넙치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60%가 안되는 양이 
출하되었다(農林水産省, 2020).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현황은 이 연구의 2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정부는 도호쿠지방, 특히 후쿠시마현의 ‘부흥’을 목표로 하며 홍보정

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이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 ‘먹어서 응원하자!(食べて応援しよう!)’는 

운동이다.6) 이름 그대로 재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재해 지역에서 나는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먹어서 해당 지역의 부흥에 기여하도록 장려하는 운동이다. 도호

쿠지방과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2016년 큰 지진이 발생한 규슈 지방의 식품에 대해서도 실시하

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

의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 지역에만 국한되는 운동은 아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는 것과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원전사고가 발생

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외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과 4년간 

분쟁 결과 2019년 WTO의 최종승소 판정을 받은 사례 역시 이를 보여준다.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다른 지역의 식품에 비해 방사성물질을 다량 함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식품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이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정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먹어

서 응원하자’ 운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후쿠시마산 식품을 접하고 소비할 대상은 우선

적으로 일본 국민들이며, 그들의 몸이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왜 종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정말 신뢰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전개하는 것일까?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정치(life

politics) 개념을 가져와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살펴볼 것이다. 생명정치는 국가가 인구, 국

민의 건강에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후쿠시마산 식품을 대상으로 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생명정치라 볼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생명정치일

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관련된 기관들이 발

표한 문헌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되거나 후쿠시마산 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에 함유된 방사

성물질과 관련된 안전성과 위해성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 연구는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품과 식재료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자국민들의 생명을 생명정치에 끌어들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을 명확

6) ‘먹어서 응원하자!’를 주관하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홈페이지(2020년 11월 27일 접속),
https://www.maff.go.jp/j/shokusan/eat/attach/pdf/index-10.pdf



히 해두는 바이다.

2. 생명정치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1) 생명정치

생명정치, 또는 생명관리정치는 푸코의 제안과 이를 토대로 한 아감벤의 논의 확장 이후 지속

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생명과 관련된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물구조

의 변형과 조작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인 논쟁, 국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조

직적인 개입이 두드러지는 현대사회의 여러 논의들을 설명하기에 생명정치 개념의 필요성이 공

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푸코(Foucault, 2004)는『안전, 영토, 인구』에서 생명관리정치, 생명관리권력을 최초로 이론화

했다는 모오의 말을 빌리며 주권자가 인간이라는 ‘종’의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환경에 어떠한 

작용을 가하며, 환경을 다루는 정치적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농주의자, 즉 18세기 

경제학자들로 인해 인구가 일련의 절차들 안에서 관리되어야 할 집합으로 여겨지면서 인구에 

대한 생명관리정치(bio-politique)가 탄생했다. 인구는 조세, 양육 방식, 도덕이나 종교적인 가치

와 같은 특정한 변수들에 의존하여 변하기 때문에 인구는 주권자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사법적 

주체의 집합이 아닌 상수와 규칙성을 가지며 욕망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인구에 행사

되는 권력의 관점에서 푸코가 보는 생명정치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정치권력이다

(Jacques, 2016). 아울러 푸코는 생명권력을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는데, 생명

권력의 규율은 개인의 신체를 자본주의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며 생산력을 향상시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봉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진태원, 2006).

하지만 고전주의 시대의 질서를 가진 기계적인 생명개념으로부터 변화한 알 수 없는, 추상적

인 존재로 거듭난 생명은 학문과 권력에 완전히 포섭되지는 않은 채로 규율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능일수록 높은 지위를 가지는 위계구조가 생겨

나는데,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물의 일반성이 되고, 부차적인 것은 특이성이 된

다(강선형, 2014). 과학성, 지식과 같은 인간의 합리성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지로 완성

된 생물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인 생명이 정치에 반영되면서 생존조건, 개인과 집단의 

건강, 체력과 체력의 배분 방식이 중시된다. 근대 국가에서 주권자는 종 개념의 신체에 개입하

고 조절해서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수명, 장수와 그것을 변화시키는 조건들을 고려하게 되었

다. 고전주의 시기 주권자에게 있었던 죽게 만들 권리는 근대에 이르러서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

력으로 옮겨간 것이며(양운덕, 2008)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생

명권력으로 변화한 것이다(진태원, 2006).



아감벤은 푸코가 근대 생명관리권력 개념으로 병원, 감옥과 같은 관리의 공간을 설명하지만 

전체주의 국가의 강제수용소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를 보안하고자 했다. 아

감벤(Agamben, 1995)은 『호모 사케르』에서 푸코의 국가를 위한 생명, 인구 관리의 개념을 토

대로 생명정치 개념을 제시했다.7) 아감벤은 주권자의 권력에 맡겨진 생명을 벌거벗은 생명, 즉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 했는데, 이러한 벌거벗은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며, 자신을 배제하

는 형태를 취해야만 질서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배제와 포함의 구조를 가진다. 생명관리권력이 

근대에 들어와 작동한다고 보았던 푸코와 달리 아감벤은 생명정치 개념을 서구 정치의 근간인 

그리스에서부터 존재했다고 보았다. 그리스어인 조에(zoe)는 모든 생명체와 신에게까지 공통되

는 살아있다는 사실이며, 비오스(bios)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유한 삶의 형태인데, 이 비오스가 

폴리스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가치를 가지는 생명이다. 하지만 아감벤은 조에 역시 추방과 같은 

폴리스에 배제된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며, 추방된 자는 살해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다. 전체주의 법에서 조에는 살해가 가능한 생명으로서 배제됨과 동시에 포함되는 반면 조에가 

권력획득을 시도하여 비오스화된 것은 인권이 된다(강선형, 2014). 아감벤이 보기에 살인이 가능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인 강제수용소의 근거를 마련한 각종 법률들은 계엄령과 같은 예외적

인 것들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용소는 예외의 공간이다. 예외상태에서 조에는 주권자의 

결정에 맡겨지는 호모 사케르가 된다.

예외상태는 본래 전쟁과 같은 상황에 국가가 선포하는 계엄상태를 뜻했지만 전시로부터 해방

이 진행된 근대 국가에 이르러 국내 질서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치안 유지용 비상조치를 의미

하게 되었고, 정치적 계엄상태로 이행했다. 이와 같은 예외상태가 입법, 행정, 사법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의 회귀라 한다면 의회의 입법권이 행정 권력에 위임되는 경향은 현대 국가에서 공

통적으로 관찰된다(박정미, 2015).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명정치 개념을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음 절에서는 먼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미

친 영향과 일본 사회에서의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후쿠시마산 식품에 미친 영향

후쿠시마현은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 가장 내륙 쪽 지역을 ‘아이즈(会津)’, 내륙과 

해안 중간 지역을 ‘나카도오리(中通り)’, 해안 지역을 ‘하마도오리(浜通り)’라 부르며, 후쿠시마 원

전은 하마도오리의 후타바정과 오쿠마정에 걸쳐서 위치해 있다(<그림 1>).

7) 아감벤은 생명정치가 자본주의에 순종하는 신체를 양성시키고,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을 확대, 강화
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꾀하고, 생명을 관리한다고 보았다(신원경, 2019).



<그림 1> 후쿠시마현 지도

자료: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농림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특히 생산량이 일

본 전국에서 상위권인 11개의 품목을 가리키는 ‘후쿠시마일레븐(ふくしまイレブン)’을 중심으로 

수입을 거둬왔다. ‘후쿠시마일레븐’ 중 2018년을 기준으로 쌀 생산량은 전국 6위, 오이는 4위, 복

숭아는 2위인 등 농산품 생산이 특히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후쿠시마현의 

농업 생산액은 2,071억엔으로 전국 17위였으며, 그 중 쌀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였다.8)

2011년 5월 9일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의 농산물

에 대해 출하제한 지시를 내렸는데, 후쿠시마현의 6개 지역에서 생산된 죽순과 1개 지역에서 생

산된 고사리에 대해 “당분간 출하를 삼가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였다(原子力災害対策本部長

内閣総理大臣 菅 直人, 2011). 이어 경계구역 내의 가축들에 대한 안락사 처분 지시, 농산물 출

하제한 지시 품목과 적용 지역 확대를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검사계획,

출하제한 등의 품목·구역의 설정·해제 기준’을 발표하였는데, 방사성요오드, 방사성세슘이 주된 

검사기준이 되었으며 도호쿠지방과 도쿄, 수도권 도시를 포함한 간토지방(関東地方)의 채소, 우

유, 수산물 각 일부 품목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잠정규제치”를 넘어 방사

성물질이 검출된 품목들이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섭취량 상위품목”도 대상으로 고려했음을 밝

8) 후쿠시마현 홈페이지(2020년 11월 28일 접속),
https://www.pref.fukushima.lg.jp/site/kodomotoukei/deta-02.html



혔다. 또한 출하제한 지역은 기준치를 넘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였고, 이외에도 토양의 세슘농도, 환경모니터링 결과도 고려하여 정하였다(原子力災害対策本

部, 2011).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점차 완화되어 출하제한도 점차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2020

년 11월 현재는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도호쿠지방 일부 지역의 채소, 수산물, 곡물, 육류의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9)

일본 정부는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의 기준치를 2012년 4월 1일부터 정한 것을 채택

하고 있는데, 1kg당 일반식품은 100베크렐, 유아용 식품과 우유는 50베크렐, 음료수는 WHO의 

기준을 따랐다는 10베크렐이 상한치이다. 일본 정부는 “더욱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

해” 이러한 수치로 정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식품의 기준치 산출 방법은 일본의 연

간 피폭량 상한인 1밀리시버트 기준에서 음료수의 선량(약 0.1밀리시버트/1년)을 뺀 선량을 일

반식품에 할당한 후 일본의 식량자급률과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에 따라 한도치를 산

출하고 이러한 한도치 중 가장 작은 수치를 취하여 모든 연령의 기준치로 취한 것이라 한다.10)

해당 기준치 이하면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의미가 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2011년 4월 19일 후쿠시마 현과 후쿠시마 현 교육위원회 등에 대해 유

아·아동·학생의 방사선 피폭 한도를 연간 20밀리시버트로 높인다고 발표하여 일본내외에서 논

란을 일으켰다. 이는 특히 성인에 비해 방사능 감수성이 민감한 아이들에 대한 조치였기 때문에 

더욱 큰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피난 구역 해제 기준을 연간 공간방사선량 

1밀리시버트에서 20밀리시버트로 상향하여 피난 구역 해제를 통해 후쿠시마로의 주민 귀환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11)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폭기준치를 부흥을 위해 

정부가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그림 2>는 2008년부터 10년간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출하량의 추이를 출하량 지수라는 수

치로 나타낸 것이다. 출하량 지수는 동일본대진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년도인 

2010년의 출하량을 100으로 계산했을 때의 수치이며, 후쿠시마현산 농수산품의 수치는 실선으

로, 전국의 수치는 점선으로 나타냈다. 이를 통해 동일본대진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을 기

점으로 후쿠시마산 쌀, 소고기, 넙치, 복숭아, 곶감, 피망의 출하량 지수가 모두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산물인 넙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출하되지 않았으며, 곶감도 2011년부터 

1년간 출하지수가 0이었다. 각 품목들은 특정 시기동안 출하량 회복 움직임이 관찰되었지만 모

9)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20년 11월 28일 접속), 
https://www.mhlw.go.jp/content/11135000/000693383.pdf

10) 정부홍보 온라인(政府広報オンライン) 홈페이지(2020년 11월 28일 접속),
https://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204/3.html

11) 한국의 환경운동연합은 연간 20mSv의 수치에 대해 원전 노동자에게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
정되는 수치이며 독일에서는 원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허용 방사선량 최대치에 해당한다며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2020년 11월 28일 접속),
http://kfem.or.kr/?p=31751



두 동일본대진재 이전과 비교했을 때 출하가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출하량 추이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의 출하량을 100으로 했을 때의 수치임

자료: 農林水産省(2020)

<그림 3>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평균과 비교한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가격 차이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동일본대진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는 후쿠시마산 주요 농

수산품의 가격이 모두 급격하게 하락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수산품인 넙치의 경우 2012

년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 80%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다. 복숭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전국 

평균에 비해 40% 가까이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고, 곶감도 50% 가까이 낮았다. 이러한 가격 하

락은 최근에는 회복 추세를 보여 넙치의 경우 2019년에는 후쿠시마산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 비

쌌지만, 그 외의 주요 농산품들은 모두 전국 가격보다 저렴했으며 사고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

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후쿠시마산 농수산품과 전국 평균 가격차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2020)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된 ‘풍평피해’를 주제로 소비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2020년 3월에도 13회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 식품

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가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을 통해 거의 

모든 기간 일본의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맛’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3년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피하고 싶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응답률은 점점 낮아져 2020년 2월에는 가장 낮은 13.6%를 기

록했다(消費者庁, 2020).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소비자들의 식품에 포함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줄거나 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일본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고려하는 이유

자료: 消費者庁(2020)

이와 같이 일본 소비자들의 식품에 포함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소비자들의 망각이 진행되었기 때문일까?

일본 정부의 홍보 활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다음 절에서는 일본 정부의 ‘먹

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개괄하고 현재까지의 주된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포함하여 동일본대진재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한 일본 

정부에게는 도호쿠지방과 일부 간토지방의 부흥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이에 일본 정

부는 2011년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을 작성하였다. 이 법에 기반하여 2012년 부흥청이 설치되

었고, 부흥청은 도호쿠지방에 동일본대진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20년의 부흥 기간을 둔다는 목

표를 세워 활동기간을 2031년까지로 정해놓고 출발했다. 일본 정부는 부흥의 세 가지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지역에 대한 것으로 재해에 강한 지역만들기, 지역 생활의 재

생, 지역경제활동의 재생이다. 두 번째는 대지진의 교훈을 토대로 한 국가만들기, 세 번째는 원

자력재해로부터의 부흥이다(東日本大震災復興対策本部事務局, 2011). 후쿠시마현은 특히 자연재

해뿐만 아니라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도 달성해야 하는 지역으로 일본의 부흥 정책에서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

부흥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후쿠시마산 식품의 ‘풍평피해’ 불식을 위한 ‘후쿠시마발 



농산물 등 전략적 정보발신 사업’을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약 160억엔을 사용하여 실시하였

다. 부흥청은 해당 사업의 목적을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홍보활동을 통해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후쿠시마의 농림수산업 재생을 위해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후쿠시마현이 사업 주체가 되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국에 홍보인력 파견, 수도권에서의 프로모션 개최 등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홍보

가 주를 이루고 있다.12) 이러한 홍보 중 미디어를 활용한 예가 “맛있는 후쿠시마, 완성되었습니

다”라는 대사로 시작하는 홍보영상이다.13) 인기 아이돌그룹 토키오(TOKIO)가 “애정이 담겨있

는 후쿠시마의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노출되고, “후쿠시마는 건강합니다”라고 말하며 

짧은 홍보영상은 끝이 난다. 동일본을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다른 홍보영상에서는 역시 토키오

가 “오늘도 우리는 잘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일본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어서 응

원, 계속 하겠습니다!”고 외치며 주먹밥, 오이, 토마토, 소고기를 먹는데, ‘푸드 액션 니폰(Food

Action Nippon)“ 로고가 영상 처음과 끝에 노출된다.14) ’푸드 액션 니폰‘은 농림수산성에서 주

관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국산식품 소비 운동이다.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어서 응원

하자!‘ 운동은 정부 차원의 국산식품 소비 운동의 연장선으로도 이어져 있는 것이다.

아울러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농림수산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후쿠시마현의 

농림수산업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풍평의 불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가격을 재해 전

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예산결정액이 

약 47억엔이었다.15)

농림수산성 대신은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앞서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국민여러분께’라

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농림수산성의 호소를 통해 동일본대진재 피재지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제조되고 있는 농림

수산물, 가공식품과 같은 피재지 식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대응을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구호 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은 식품유통·소매업자와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미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피재지응

원 축을 확대하고, 일체감을 빚어 산지의 활력재생을 통한 피재지 부흥을 응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일본 전국 소비자의 여러 행동을 피재지 응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단

체, 기업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는 활동을 정부가 후원하기 위해 “부흥액션” 캠페인을 시작하게 

12) 부흥청 홈페이지(2020년 11월 29일 접속),
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2542.html

13) 해당 영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CRWOGk0uik

14) 해당 영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NzvZLD5Z5Y

15) 농림수산성 홈페이지(2020년 11월 27일 접속),
https://www.maff.go.jp/j/budget/r2kettei.html



되었습니다 ......“16)

이와 같이 농림수산성은 동일본대진재 피재지역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일본 국

민들이 “이미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피재지응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즉,

같은 국민으로서 비참한 재해를 당한 지역의 주민들을 응원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기재를 후쿠

시마를 포함한 피재지역의 식품 소비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성 대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민간단체와 특히 기

업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피재지역 식

품 판매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1년 4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1,642건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1,295건이 피재지의 식품을 판매하는 행사이며, 243건은 회사식당과 같은 구

내식당에서 피재지역의 농수산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경우였다.17)

이와 같이 기업이 적극적으로 펼치는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중 특히 ‘회사내 마르쉐(社内

マルシェ)’, 구내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 제공 등이 눈에 띈다.18) ‘먹어서 응원하

자!’라는 구호 하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 단체, 식품생산업자 등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도호

쿠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판매시장을 열거나 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사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대응을 2011년 4월부터 추진해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경제단체, 식품산업단체, 지자

체, 대학 등에 이러한 지역들에서 생산한 식품 판매촉진 협력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와 정부

기관 식당에서도 해당 지역들의 식재료를 이용하거나 식품을 판매하여 공무원들이 소비하도록 

조치했고, 자위대의 식량으로도 공급했다(復興庁, 2012).19)

일본 기업, 재계의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참여에는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일

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이하 케이단렌)의 영향이 컸다. 케이단렌은 일본의 주요 

기업에 ‘먹어서 응원하자!’에 협력을 “의뢰”하였고, 이에 응한 각 기업은 케이단렌의 피재지 부

흥활동과 연계하여 피재지역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활동 이외에도 사원들에게 피재지역 봉사활

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원들은 도쿄에서 해당 지역의 상품

을 구입하여 “부흥지원”을 하도록 기획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대기업인 마루베니그룹, 손해보

험재팬, 도요타자동차, 세븐앤아이홀딩스 등의 기업은 구내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나 요리를 

판매하거나 사내 후쿠시마산 식품판매 시장을 여는 등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에 동참했다.20)

16) 농림수산성 홈페이지(2020년 11월 27일 접속),
https://www.maff.go.jp/j/shokusan/eat/tabete/message.html

17) 농림수산성 홈페이지(2020년 11월 27일 접속),
https://www.maff.go.jp/j/shokusan/eat/attach/pdf/index-10.pdf

18) 마르쉐는 프랑스어로 헐값으로 물건사기, 싸게 물건사기라는 뜻이다.
19) 농림수산성 홈페이지(2020년 11월 27일 접속),

https://www.maff.go.jp/j/shokusan/eat/attach/pdf/index-10.pdf
20) 케이단렌은 1,444개 일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단체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홈페이지(2020년 11월 28일 접속),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13/067_09.pdf



아울러 후쿠시마현 역시 ‘“힘내라! 후쿠시마” 응원점포(「がんばろう ふくしま！」応援店)’ 사업을 

통해 후쿠시마산 식품 홍보와 판매량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해당 사업의 목적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뿌리깊은 풍평(피해)”을 안전이 확인된 식품을 통해 “불

식”시키고 판매량과 “소비의욕”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후쿠시마현

의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활동을 지원하는데, 약 2,500개가 넘는 사업자

와 점포가 지원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현산 식품 홍보와 판매 의지는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에까지 확장

되었다.21) 2018년 6월 20일 후쿠시마현의 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프라이드. 푸드액션

추진협의회(ふくしまプライド。フードアクション推進協議会)’가 출범하였다. 해당 협의회의 주된 업무는 

도쿄올림픽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호텔, 음식사업자에게 판매확대를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하며,

도쿄올림픽 이후에도 급식사업자와 호텔, 음식사업자에게 후쿠시마현의 농림수산물 유통을 구

축하고 판매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22) 이를 통해 ‘먹어서 응원하자’는 일본 국민들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확장되며, 도

쿄올림픽 이후에도 학교를 포함하여 자국민들의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확대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생명정치: 규범의 작동과 위험사회에서의 생명정치의 변형

지금까지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의 주된 활동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해당 사례를 생명정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통해 일본 국민들 전체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할 대상이 

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많은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의 가격은 하락추세였다. 그

대로 가다가는 후쿠시마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일본 정부는 부흥을 위한 첫 번째 

장애물조차 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산소비운동이라는 본래 존재했던 

규범적인 운동의 연장선상으로서 후쿠시마판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기획하였다. 이번에는 

동일본대진재가 어느 때보다 비참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재난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범에 호소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 피난생활, 물자부족과 같은 

재난상황을 좀처럼 체감할 수 없는 도시에서는 더욱 먹어서라도 응원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규

범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1)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추세로 인해 도쿄올림픽은 2020년 3월 24일에 2021년 여
름 개최로 1년 연기 결정이 되었다. 

22) 후쿠시마현 홈페이지(2020년 11월 22일 접속), 
https://www.pref.fukushima.lg.jp/sec/36035a/food-action.html



국민들 중에서도 공무원들은 관료라는 이유로 1차적으로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먹게 되었다. 이들은 정책의 성공과 헐값이 된 후쿠시마산 식품 소비를 위해 솔선수범하

여 먹어야 했다. 대기업의 직원들 역시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재해지역 봉사활동에 가거나 이

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쿠시마산 식품을 소비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들은 규범의 작

용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먹어서 응원하자!’ 협력에 동참해야 했다.

이러한 ‘벌거벗은 생명’의 범위는 일본의 또다른 부흥책인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자국민들을 

넘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를 꾀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쿄올림픽 참여를 위해 일

본을 방문해야 할 각 국가의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은 호텔 등의 장소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노출되게 되고, 소비하게 된다.

그렇다면 후쿠시마산 식품에,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위해

성은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앞서 살펴보았듯 ‘기준치’는 건강에 대

한 영향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

방사성물질과 건강의 관계는 벡(Beck, 1986)의 통찰을 빌려와 설명할 수 있는데, 벡에 따르면 위

험사회(Risk Society)에서 인간의 몸은 모든 해로운 물질을 담는 그릇과 같이 일상생활을 통해 

각각의 위해요소들을 섭취하고 흡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치

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후쿠시마산 식품에 포함된 방

사성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은 명백한 역학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논리로 사용된다. 이로 

인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먹어서 응원하자!’의 생명정치는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다. 인구라는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는 집합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품 섭취를 통한 내부피

폭으로 인해 사망률이 일정 수준 증가한다 해도 후쿠시마와 동일본이라는 광범위한 곳의 지역 

경제 회복, 나아가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부흥하는 모습을 필사적으로 세계에 보이려는 일본 정

부에게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생명정치를 작동시키는 예외상태라 할 수 있는가? 동일본대진

재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부흥과 관련된 법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하여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후쿠시마산 식

품을 공급하는 협력적인 행위자가 되었다. 특히 촘촘한 그물망을 가지고 국민 식생활에 침투해 

있는 대기업의 동원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자연생명은 결정권을 갖기 힘들게 된다. 아무리 슈

퍼마켓에서 후쿠시마산 식품을 피하더라도 식당이나 구내식당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섭취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자연재해와 결합하여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예외상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생명정치의 근거가 되는 입법도 가능하게 했으며, 일본 국민들을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후쿠시

마산 식품을 소비하게끔 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생명(조에)은 대규모의 재난 앞에서 규범을 

통해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비오스(bios)화되는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를 생명정치를 통해 논의하였다. ‘먹

어서 응원하자!‘ 운동은 푸코나 아감벤의 생명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보였다. 국가와 자

본주의를 위해 관리 대상이 되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생

명은 재해 지역의 식품을 먹어치워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고, 일본이 부흥에 성공하여 올림픽

까지 개최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는 정치적인 도구가 되었다.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 사례

에서의 일본 국민들의 생명은 살거나 죽게 두는 생명이 아닌 소비를 위한 생명으로 설정되었다.

1차적으로는 관료, 그리고 정부의 영향을 받는 재계 조직들의 구성원들이 소비를 위한 생명으로 

동원되었고, 점차 국민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원의 그물망에 들어오는 ‘벌거벗은 생명’

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먹어서 응원하자’ 사례를 통해 현대사회, 특히 위험사회에서의 생명정치가 원전사

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같은 인간의 건강에 확실히 치명적인 해를 주지만 전문 지식과 기술

을 토대로 한 안전관리를 주장을 통해 위험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생명정치가 건강을 관

리하는 것이 아닌 건강을 소모하는 생명정치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위험사회에서는 

인간의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원인이 불분명해

지므로 직접적으로는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생명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먹어

서 응원하자!’ 운동은 생명을 부흥과 규범이라는 정치에 동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후쿠시마 부흥 정책 중 하나인 ‘먹어서 응원하자!’ 운동을 생명정치에 초점

을 맞춰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원전사고라는 위험사회의 재난을 마주했을 때 인간의 생명이 어

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지 보여줌으로써 위험기술들 위에 이루어진 우리의 문명과 현대사회

에 대해 재귀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후쿠시마의 부흥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

은 식품 판매량 회복 이외에도 피난구역 해제와 주민 귀환 유도, 도쿄올림픽을 통한 후쿠시마,

나아가 일본의 부흥, 원전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칠해진 후쿠시마를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등 여러 정책 측면에서의 시도가 있다. 자연재해와는 다른 원

전사고라는 재난의 관점에서 후쿠시마의 부흥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

해서는 해당 사례들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의 몫으로 남겨두며 연구의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선형(2014),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철학논총」, 78: 129-148

박정미(2015),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한국사회학」, 49(2):

1-33

신원경(2019), ‘율리 체의 소설 ｢범죄의 증거: 소송｣에 나타난 생명권력 분석 - 아감벤의 생명

정치 관점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83: 147-165

양운덕(2008), ‘미시권력들의 작용과 생명 정치 : 푸꼬의 권력분석틀과 아감벤의 근대 생명정

치학 비판’, 「철학연구」, 36: 169-214

진태원(2006), ‘생명정치의 탄생 - 미셸 푸코와 생명권력의 문제’, 「문학과사회」, 19(3):

216-237

復興庁(2012), ‘原子力災害による風評被害を含む影響への対策パッケージの概要’

原子力災害対策本部(2011), ‘検査計画、出荷制限等の品目・区域の設定・解除の考え方’
原子力災害対策本部長 内閣総理大臣 菅 直人(2011), ‘指 示’

東日本大震災復興対策本部事務局(2011), ‘復興基本方針のポイント’

農林水産省(2020), ‘令和元年度福島県産農産物等流通実態調査の結果 （ポイント）’

消費者庁(2020), ‘風評被害に関する消費者意識の実態調査（第 13 回）について’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Suhrkamp

Verlag GmbH (홍성태 역(1997), 『위험사회』, 새물결)

Bidet Jacques(2016), Marx Et La Loi Travail Le Corps Biopolitique Du "Capital",

Sociales (배세진 역(2020), 『마르크스의 생명정치학 푸코와 함께 마르크스를』, 오월의

봄)

Giorgio Agamben(1995), Homo Sacer: Il potere sovrano e la nuda vita, Einaudi (박진우

역(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Michel Foucault(2004),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77-1978, Gallimard (심세광·전혜리·조성은 역(2011), 『안전, 영토, 인구』, 난장)

気象庁(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https://www.jma-net.go.jp/fukushima/alert/alert.html, 2020년

11월 30일 접속



환경사회학회 2020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 초록
세션명 : 일반 세션

에너지 소비 행동의 변화에 결혼이 갖는 의미 - 혼수장만 시기와 결혼초기를 중심으로

류호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kjknss@snu.ac.kr, 010-7749-5685)

(이 연구는 저자의 석사 학위논문 프로포절을 위한 파일럿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이 글에 수록된 연구결과의 
인용을 금지합니다.)

연구배경과 연구질문 :
  가정 부문의 에너지 사용은 산업과 수송 부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석주헌 외, 
2017). 따라서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구성되며, 바뀌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생애적 중대 이벤트가 가정에서 에너지 관련 실천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일례로, 결혼하기 전에는 건조기나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스타일러 같은 가전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혼수장만을 이유로 그
러한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점차 그런 제품들 사용에 익숙해지게 되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1)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혼수장만 단계에서 과거에 써본 적 없었던 물건들도 구매할 

때 결혼이 제공하는 의미나 계기는 무엇인가?
  2) 결혼 초기 부부가 새롭게 구매한 물건들과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에너지 소비 실천의 변화가 발생하는가?

이론적 배경 : 사회적 실천이론(social practice theory)
  이 연구에서 주요 이론적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실천이론에서 ‘실천(practice)’
이란 에너지 서비스를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유
는 그 에너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얻기 위함이다.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를 돌리거나, TV 
시청, 요리, 운전 등 일상생활의 많은 행동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얻
기 위함이며 이러한 행위들을 실천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실천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실천은 단
순히 자유의지(agent)에 의해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구성(structure)
된다고 본다(Reckwitz, 2002). 즉, 실천은 문화, 지식, 경제력, 기술, 가치관 등이 작인
(agency)이 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1) 이것을 Sahakian & Wilhite (2014)는 ‘분산된 작
인(distributed agency)’이라 명하였고, 큰 틀에서 세가지 종류의 작인에 분산되어 있음을 주
장한다.
1) 육체에 체화(embodiment)된 지식과 아비투스(habitus) : 사람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

하는 실천들, 예를 들어 운전하는 방법, 요리하는 순서, 키보드 타자치기 등 생각한 뒤 행
동하기보다는 몸이 기억하듯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이라 한다. 아비투스(habitus)는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획득하는 영구적인 성향체계이다(Bourdieu, 1977). 그것은 또

1) 여기서 작인(agency)이란 ‘행동을 유발시키는 개인적, 잠재적 성향과 특성’ 정도로 볼 수 있다.



한 구조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목표를 겨냥하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작을 명시적으로 통제하지 않고서도, 객관적으로 그 목표에 맞추어질 수 있
는 실천과 표상들을 조직하고 발생시키는 원칙으로서 기능하도록 구조화된 구조들이다(문
학비평용어사전, 2006). 이 연구에서 이 개념들은 주로 결혼 전의 생활방식과 특정 가전제
품의 일상적 사용으로 인해 형성된 체화된 지식과 아비투스가 결혼 후 가정을 꾸리는 과정
에서 개입하게 되는 것을 설명한다.

2) 물질적 작인(material agency) : 물질들과 물질 속에 내재된 기술이 사용자의 실천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사용자가 어떤 물질을 다룰 때에는 그 물질 역시 사용자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Wilhite, 2013). 이 연구에서는 주로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와 사용이 최종적
으로 부부의 평소 생활방식과 실천을 바꾸는 상황을 설명한다.

3)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학습을 의미하며, 이는 학습이
란 개인적인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고 참여적이며, 사회적인 학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ave and Wenger, 1991/2009; Sahakian & Wilhite, 2014). 이 연구에서 사회적 학습
은 주로 연구 참여자의 주변인들인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발
생한다.

연구방법 :
  이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은 근거이론 접근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근거이론 접근법은 연구하
려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유기웅 외, 2018). 즉, 가설을 
세우고 이론적 틀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절차의 연역적 연구와 달리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이론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는 결혼과 에너지 사용 실천에 관한 참고할만한 기존 문헌이 
부족하다는 점과 한국의 혼수문화라는 독특한 문화적 맥락으로 인해 기존의 이론적 틀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근거이론 접근법의 현재 동향은 순수한 귀납적 접근
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이론적 자원들을 풍부하게 참고하여 범주
화에 참고한다(Cobin & Strauss,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데이터 범주화 과정에서는 귀
납적 절차를 통해 상위 범주들을 도출하면서, 설명을 위해서 기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
회적 실천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도록 한다.
  데이터는 결혼 2년 미만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2년 미만 조
건은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관찰 지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혼 기간이 긴 부부
는 결혼 준비기간의 기억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한 달에 걸쳐 총 5번의 인터
뷰를 진행하였고, 모두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다.

참여자 결혼생활 기간 결혼 전, 남편 결혼 전, 부인 기타
1 부부 1년 7개월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2 남편 7개월 회사 기숙사 회사 기숙사 부인 출산휴직
3 부부 7개월 부모님 집 1인 가구 맞벌이
4 부인 2개월 원룸 부모님 집 맞벌이
5 부인 1년 7개월 부모님 집 회사 기숙사 맞벌이

표 1 연구 참여자 프로필



연구결과 :
심층면접 내용은 전사된 후 여러 차례의 개방코딩 작업을 통해 상위범주 16개를 도출하였다. 
상위범주들은 다시 축코딩과 선택코딩 과정을 통해 범주 간 관계를 규정하였고, 이를 시각적 
모형으로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중심현상]은 ‘결혼 전 쓰지 않았던 물건 구매’ 이
며, 이에 따른 [결과]가 ‘에너지 사용 실천의 변화’이다. [중심현상]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조
건]이라 부르고, [중심현상]과 [결과] 사이를 이어주는 단계는 [행동/상호작용]이라 부른다
(Creswell, 2014).

    [조건] → [중심현상] 단계
  <그림 1>의 [결혼 전] 단계에 이 연구의 중심현상인 ‘혼수장만: 써본 적 없는 물품 구매’를 
발생시키는 조건들을 나열하였다. 조건들은 아래와 같이 총 네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거주환경의 물리적 조건 : 주로 신혼집의 위치와 집의 구조적 특징이 특정 혼수의 구매를 

강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베란다가 없는 신혼집의 구조가 건조기 구매를 유도하였고, 결
혼 전 직장 근처의 기숙사에서 살다가 결혼 후 신혼집이 직장과 멀어져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b. 맞벌이 상황 : 맞벌이 부부라는 맥락적 조건은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부부의 혼수장만 과
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남은 하루를 편하게 휴식하길 
원한다. 이때 밀려있는 집안일의 분담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가 추구하는 생활은 저나 와이프가 둘 다 직장인이니 그러면 집안 살림이나 이런 
것들도 가전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인터뷰 1)

그림 1 결혼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실천변화 이론적 모형



“싸움을 좀 줄일 수 있는.. 가사생활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왜냐면 둘 다 맞벌이니까 그
걸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소도 우리가 못하면 로봇청소기를 시키
자. 그리고 설겆이도 우리가 못하면 식기세척기 시키자.. (...)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평화였습니다.”  (인터뷰 4)

   이렇듯 가사노동의 분담이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인지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과거에 사용한 적 없었던 가전제품을 혼수로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부부의 주변인
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인터넷이나 티비 광고가 사회적 학습을 만들고, 구매 결심을 강화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걸 굉장히 많이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가사분담으로 인한 소모가 많다고 
해가지고 초반에 좀 그런 거를 줄일 수 있게 조금이라도..” (인터뷰 4)

c. 결혼의 의미 실현 : 이는 개개인이 결혼 전 평소에 결혼생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희망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이미지
에는 화목한 부부 사이, 자녀, 함께하는 취미 등과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물질적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이 흔히 ‘결혼의 로망’이라고 부르며 묘사한 이미지는 혼수장만
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지점이 되었고, 심지어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신혼집 역시 방
의 수나 고층 전망과 같은 특정한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부부의 주변에 
앞서 결혼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학습이 이러한 판단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어 일단은 그 ‘사야겠다!’ 라는 생각의 커다란 동기가.. 신혼생활이 이제 인생에서 하
나의 단계.. 그러니까 인생에서 커다란 결실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있
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신상의 그런 가전제품을 같이 하면 되겠다.’ 
라는 동기가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2)

“그 다음에 침구 살 때는 친구들 100% 반영해준 말로 해서 저희는 이쁜 침대를 안 사
고 패밀리 침대 샀어요. (...) 저는 그런 신혼보다는 약간 (자녀가 있는)가정을 꾸리는 
게 저한테는 더 결혼의 로망이었던거죠.”  (인터뷰 4)

d. 상징 획득 욕구 : 상징이란 주로 국제관계학 등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보여지는 지
위적 자본을 의미한다. ‘패권 국가’, ‘G7 국가’ 등이 상징의 대표적인 예다. 개인/가족 차
원에서의 상징이란 ‘중산층’, ‘상류층’, ‘강남 사람’, ‘스카이 출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혼
수장만은 본인이 추구하는 상징 획득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비록 ‘중산층’과 같이 직접
적으로 계층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한 인터뷰 참여자는 없었지만, 몇몇 가전제품은 제품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제품들은 흔히 ‘3대 가전’, ‘5대 혼수’ 등의 단어로 사람들과 인터넷, 그리고 가
전제품 매장 등에서 공유되며, 이 제품들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은 트렌드에 뒤쳐진다고 여
겨지거나, 생활 수준이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함을 보였다. 상징 획득 욕구 역시도 부
부의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주변인과의 사회적 학습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저희만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남들 초대하고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런 면도 당연히 고려했고..” (인터뷰 5)

“네, 네.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저희 형님도 집들이 왔을 때 딱 보시더니 ‘음, 세 
개 다 있네!(로봇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를 의미함)’ 이렇게 하셨었어요.” (인터뷰 4)

  한편, ‘상징 획득 욕구’ 범주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으로 형성된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욕
구이므로, 본인이 전부터 지녀왔던 결혼의 이미지를 실현하려는 노력인 ‘결혼의 의미 실현’ 범
주와는 구분된다.

e. 부부의 비대칭적 경험 및 우선순위 : ‘비대칭적 경험’은 특정 가전제품에 대해서 결혼 전 
부부 중 한사람만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선순위’는 특정 가전제품의 
중요도를 부부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따라서 최대지불의사 비용을 다르게 산정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 이때 최종적으로 구매 결정은 ‘합집합’ 형태가 되었다. 즉, 결혼 전 부부 
중 두 사람이 다 사용하던 물건과 한사람이라도 사용하던 물건 모두 구매하게 되는 것이
다. 중요도 역시도 합집합 형태로 반영된다. 동일한 제품군이라도 부부 중 더 고성능의 제
품을 선호한 사람의 의견대로 구매가 이루어졌다. 특이하게도 이 현상은 TV와 냉장고를 
고를 때 아주 빈번하게 나타났다. 인터뷰의 모든 남편들은 TV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고, 
부인들은 냉장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모두 남편이 원하는 고성능의 TV와 부인이 원하
는 고성능의 냉장고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런 합집합 형태의 구매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는 
최대 지불의사를 넘는 비합리적인 소비가 강제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갈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매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냉장고 냉동실 기능만 되면 되고 
그 공간만 넓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주의였지만.. ‘제가 TV를 양보 받은 만큼 냉장고는 
양보해야 된다.’ 라는 그런 베이스에서 그랬던 거고..”  (인터뷰 2)

(부인) “그냥 대부분 혼수를 구입하는데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갔는데, TV만큼은 남편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남편을 따라줬죠.”
(남편) ”TV만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나머지는 너 하고싶은 대로 하라. 티비만은 큰 걸
로 해달라..”  (인터뷰 3)

    [행동/상호작용] → [결과] 단계
  <그림 1 >의 우측 절반 부분인 [결혼 후] 부분에 관한 내용이다.
물질에 의한 실천변화
  상기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혼수장만 과정에서 부부가 과거에 써본 적 없었던 물건들을 구
입하게 만든다. 이후 결혼생활에서 부부는 그러한 물건들을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점차적으로 그 물건들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정에서의 실천을 수정했다. 이는 사회적 
실천이론에서 말하는 물질적 작인(material agency)의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가전제품을 다룰 때 가전제품들 역시 사용자들의 실천을 변화시킨다(Wilhite, 2013).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부부가 새로운 가전을 사용한 뒤로 에너지 사용 실천의 변화를 겪었다고 응답하
였다. 주로 해당 가전을 사용하는 빈도와 강도의 변화, 용도의 확장, 그리고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품 구매 등이 나타났다.

“일단은 뭐 건조기 때문에 확실히 빨래도 더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건조기 기
능 중에 뭐 침구 털기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옷에 자주 아니고 막 
먼지 쌓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불 같은 것도 매번 빨기 좀 그러니까 이제 거
기 있는 침구 털기 기능을 사용하면 막 먼지가 싹 빨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건조기는 진짜..”  (인터뷰 5)

  주의할 점은, 에너지 실천의 변화가 반드시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발생한
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신 한가지 실천의 변화가 에너지 사용량에 있어서 다각적인 
변화를 수반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풍성하게 만들어 먹다 보면 버리는 것도 많을텐데 저희는 아무래도 
다 완제품을 덜어서 데워 먹다 보면은 생각보다 음식 쓰레기가 없어요.”  (인터뷰 4)

  위의 인터뷰 참여자는 혼수로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하고, 결혼 중에 사용하면서 편리함에 만
족하게 되었다. 그러곤 점차적으로 식습관 자체가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는 냉동 완제
품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냉동식품은 생산과 유통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냉동식품
을 섭취한 결과로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아꼈다는 점도 고려할만한 것이다. 즉, 
실천의 변화가 에너지 사용의 변화로 연결될 때에는 생각보다 더 다각적인 측면들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물질적 작인의 효과는 제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도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결혼 전 부부 각자의 가전제품 사용 경험과 우선
순위의 차이가 ‘합집합 구매’로 이어짐을 언급하였다. 즉, 부부 중 한사람에게는 특정 제품의 
비용이 최대지불의사금액을 넘는 비합리적인 구매일지라도 배우자가 강하게 원한다면 갈등을 
예방하고자 구매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구매라는 인식은 결혼생활을 
통해 역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형 TV가)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오히려 눈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
러운 면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또 적응이 돼서 이것보다 더 큰 거를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또 드네요.” (인터뷰 5)

  부인에게 대형TV 구매는 남편과의 비대칭적인 중요도로 인해 비합리적인 구매였음에도 남
편의 뜻을 존중하여 구매를 결정했다. 일단 일상생활에 대형TV가 들어서자 시간이 흐르며 부
인은 점차 대형TV가 주는 쾌적한 시청 환경을 이해하게 되며 남편과의 비대칭적인 중요도를 
대칭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곤 심지어 더 큰 TV를 구매하지 않았던 점을 유감하게 되었다. 반
복적인 대형TV 시청 경험이 쾌적한 TV 시청에 관한 기존의 기준을 덮어 쓰게 된 것이다.

물질이 실천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한 것이 항상 실천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존의 생활방식의
관성을 이기지 못한 가전들은 사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혹은 설계된 성능보다 더 적
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다. 

“(토스터기를) 샀는데.. 세트로 싸게 그렇게 샀는데 그때는 쓸 줄 알았는데 아침에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네요.”  (인터뷰 5)

“없어요.. 냉장고 크기에 비해서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없어요.. 이게 냉장고는 사실 꼭 
필요한 거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샀지만 사실 저희가 음식을 집에서 
별로 많이 해먹지 않아요. 맞벌이고 하니까 사실 저희가 먹는 거에 비해서는 냉장고가 
너무 크긴 하죠.. 그냥 원룸 때 쓰던 냉장고가 있어도 크게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냉장고는 사실 다 크게 크게 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혼수 
산 것 중에서 가장 좀 소비를 했다 싶은게 냉장고인 것 같아요.”  (인터뷰 3)

생활방식 변화에 의한 실천변화
  결혼생활은 단순히 혼수장만을 통한 구입한 새로운 물건들과 새로운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
라, 생활방식 자체에 거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즉, 결혼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배우자
와 공유하게 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활방식 자체의 변화가 에너지 소비 실
천의 변화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하였다. 크게 아래와 같이 세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었
다.
a. 결혼의 현실적 의미 학습 : 신혼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는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이 단순히 한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님을 깨닫게 된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고민해본 적 없었던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각종 공과금을 본인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
황을 겪으며 결혼의 현실적 의미를 학습한다. 이때 가정 운영을 위한 경제성 등이 함양되
며 에너지 사용 실천을 수정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

“이게 추워서라기보다는 약간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방을 보
일러를 틀게 되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수 매트를 먼저 해서 그냥 잘 때 
따뜻하게 하면 좀 버틸 수 있으니까.. (...) 부모님과 살 때는 제가 생활비를 내지 않았
잖아요. 이제는 다 온전히 저희만의 생활이고 정말 다 생활비이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좀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인터뷰 4)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너무 사고 싶어요.. (...) 그 광고를 엄청 하는데 너무 편리하
고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남편) “여름에 초파리 생기
고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인터뷰 1)

b. 행복한 신혼생활 추구 : 대부분의 결혼생활은 동거 형태로 진행된다. 부부는 결혼 전과 비
교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며,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 소비 실천이 생기거나 소비가 발생하곤 한다. 또한, 늘어난 
둘만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취미생활을 통해 사용하기도 한다. 새로운 취미 생활은 많은 
경우 새로운 소비를 수반하였다.

(남편) “결혼하고 나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해보면, 건강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에 더 잘 먹게 되고..”
(부인) ”같이 사니까 더 먹게 되는 이유가 (...) 나는 이미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빠가 밥을 안 먹고 퇴근을 하면 뭔가 챙기면서 같이 먹는다거나 뭔가 혼자 먹게 하기 
뭐하니까 한 숟가락 더 뜬다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인터뷰 1)



“캠핑 붐이 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왜 좋을지 이게 저희는 사실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음식해 먹는거 되게 피곤하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캠핑 
붐이 막 부니까 어 도대체 어떤 재미가 있길래 저런 걸 할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본 
거죠.”  (인터뷰 3)

c. 갈등예방과 상호 존중 : 위의 ‘공유하는 취미’와 정반대의 경우로서, 공유하는 취미를 가지
기게 아닌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경우다. 주로 배우자의 취미나 습관, 취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대립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배우자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
주면서 본인도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행동의 주된 이유는 취
미생활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역시 실천의 변화와 함께 새
로운 소비를 수반할 수 있다.

“남편은 뭐 굳이 컴퓨터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도 계속 게임하고.. (...) 불만도 아무래
도 좀 있죠. 불만도 있고.. (...) 뭐 그냥 상대방 각자의 뭔가 그런 취미생활을 존중해주
자 이런 결론.”  (인터뷰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생애적 중대 이벤트가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 실
천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혼수장만 단계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사용
해본 적 없었던 가전제품들도 흔히 구매하게 되는데, 이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그러한 구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네가지 조건들을 도출하였다. 이 조건들은 부부와 주변인들의 사회적 학습
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부부의 과거의 경험들이 반영되며 비합리적인 구매도 유도하였다.
  이렇게 구매한 혼수 가전제품들은 초기 결혼생활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부부의 에너지 소비 
실천에 물질적 작인으로서 개입한다. 실천의 변화는 부부의 빨래나 청소 같은 가사 노동의 빈
도나 패턴을 바꾸게 되었고, 식단 또한 새로 구매한 주방 가전의 영향을 받아 바뀌게 되었다.
  한편, 결혼생활이란 생활방식 자체에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 역시 에너지 소비 실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혼 후의 에너지 소비 
실천의 변화를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더니 맞벌이 상황이나 상징추구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화적 맥락들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
다. 다만 이러한 사회구조나 문화적 조건들은 말 그대로 사회의 구조와 문화로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조치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급진적이지 않은 정책
적 제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연구의 함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했다.
  첫째, 결혼 후 신혼가전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 중 하나로서 일
부 가전제품들은 구매할 때의 계획과는 달리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
었다. 또 냉장고같은 경우는 결혼 전 사용하던 것보다 더 높은 용량과 성능의 제품을 구매했
으나, 결혼 후 실제로 사용하는 강도는 설계 성능에 못미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구매 과정에서 부부가 가전의 용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감성적인 기준만을 과하
게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결혼 후에 사용할 가전제품들을 결혼 전에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



식이 아니라, 결혼 후에 일정 기간 체험해보고 결정하는 형태의 가전제품 사업 방식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따라서 사회적 학습의 강한 영향력에 대해 더욱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 앞서 조건
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변인들의 영향, 즉 사회적 학습은 혼수구매를 이루는 다양한 조건들
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주변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얻는 주관적인 정보를 전문 
판매원이 제공하는 정보나 제품의 라벨에 붙어있는 객관적인 정보보다 더욱 중요하게 참조한
다(Wilhite, 2013). 이번에 사회적 학습을 받았던 부부는 다른 순간에는 사회적 학습의 제공자
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 형식의 신혼가전 체험 기회가 신혼부부에게 합리적인 소
비를 보완해줄 수 있다면, 그 경험 또한 사회적 학습의 형태로 다른 예비부부에게 전달될 수 
있다.
  셋째,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영역으로서 사회적 실천이론 연구와 상
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2000년대 들어 에너지 효율 향상 연구가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에너
지 사용 감소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사회적 실천이론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Wilhite, 2013).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 역시 여전히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맞벌이 상황이나, 결혼에 
대한 이미지 실현 욕구, 상징 획득 욕구가 결과적으로 에너지 사용 실천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 깊숙이 뿌리내려 있으며, 단번에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의 조건이 아니다. 연구결과에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듯, 사람들이 대형
의 세련된 가전제품을 추구하는 심리를 단번에 바꾸는게 어렵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사
용이 될 수 있도록 개별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성 등급이 우수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최근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다. 신혼부부들로 대상을 한
정한 이유는 앞서 기술한 대로 기억의 왜곡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설계의 
특성상 먼 과거에 결혼한 윗 세대의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연구의 주
요 한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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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전문가 연구 용역 활동의 지형1)

박진영(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2011년 8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공식화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참사 이전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PHMG, 
PGH, CMIT/MIT 등)로 인한 인체 영향이나 독성을 연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학회와 연구 과제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조
사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은 대학, 연구원, 학회를 통해 
정부가 발주한 연구 과제에 참여했다. 이러한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물질로 인한 폐손상과 물
질의 유해성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건강 피해 규명, 판정기준 마련과 개선에 관한 연구까
지 넒은 범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용역에는 누가 참여하고, 어떤 연구 결과를 생산했으며, 그 결과는 참사 해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연구는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전문가 연구 
용역 활동의 지형을 그리고, 이 활동 안에서 나타난 전문가 지식 생산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인체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구 용역 
결과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피해 범위와 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어떤 학문분과에 속하는지,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생산했는지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임상의학, 보건학, 역학, 독성학, 
약학 등 여러 학문 분과의 전문가가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와 해결방안에 대해 여러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
식을 생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지식 생산 양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이제까지 여러 주체에 의한 복수의 지식 생산에 관해서는 시민 지식과 전문가 지식을 비
교한 연구가 많았으나(김종영·김희윤, 2013; 강연실, 2018), 이 연구는 전문가 집단 내부의 분
화와 전문가 생산 지식의 성격과 유형에 주목한다. 
   전문가의 활동, 지식 생산과 정책과의 관계는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과 과학 자문
(scientific advice)에 관한 과학기술학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전문가의 위험 평
가와 과학 자문, 자문 기구와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다루었다(하대청, 2015). 전통적인 과
학-정책 관계 모델에서는 정책과 과학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과학 공동체가 정책을 
위한 과학적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규제과학은 규제에 관한 지식
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으로 정책과 과학 모두에 맞닿아 있는 과학이다. 과학-정책의 관계에 
관한 규제과학 모형에서는 정책을 위한 과학 지식을 요구하는 정부와 과학자가 독립된 영역에 
있지 않고 규제과학이라는 혼종적(hybrid) 영역에 존재한다(현재환, 2016). 
   자사노프(Jasanoff)는 규제과학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학술과학(academic science 또는 
research science)이 무엇인지 규정했다(Jasanoff, 1990). 학술과학은 주로 대학 실험실에서 

1) 이 원고는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작성한 미완성 원고로 추후 제1저자인 박진영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완성할 예정이니, 필자의 동의 없는 인용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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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규제과학은 규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거나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규제과학은 순수한 
학문 지향적인 학술과학과 다르게 정치적 요소가 결합한 비과학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일
련의 과학기술학 연구에서는 규제과학을 우리 시대의 산물인 독특한 종류의 과학으로 간주하
고자 한다(현재환, 2016).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연구 용역 활동 지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전문가들이 규제과학과 학술과학 양자에 걸친 혼종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과학을 생산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학의 생산은 참사 이후 사회 변화와 전문가의 지식 생산이 상호작용
하며 변해가는 모습의 일부를 보여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연구 용역은 참사 발생 이후 
그 피해 조사와 구제를 위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규제과학과는 일부 구별되지만, 해당 연구 결
과가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용품에 관한 새로운 규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과학
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문가 참여 연구로 
정책연구인 연구 용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R&D) 과제도 있
다. 이 과제에 의한 연구는 주로 개인이 대학, 연구소의 실험실 내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
사노프의 정의에 따른 학술과학의 성격을 갖지만, 그 연구 결과가 피해 조사와 규명, 정책 마
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속성을 포함한다.
   정책, 규제와 과학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규제와 관련한 과학 지식 생산과 전문가의 
역할이 각 나라의 정치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Jasanoff, 1990; 
2005; 하대청, 2015; 현재환, 2016).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사회적 사건의 맥락과 피해 구제
와 참사해결이라는 정치적 접근 속에서 전문가들은 연구 용역 활동을 통해 과학과 정책, 규제
과학과 학술과학 사이에서 ‘참사 이후의 과학’을 새롭게 구성하고 생산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
로운 과학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부족했기에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다뤄보고
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다섯 개 절로 구성된다. 1절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에 대해 
기술했다. 2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물질의 독성과 피해에 대한 초기 조사 연구에 대해 살펴보
았으며 3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수행되었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검토했다. 4절에서
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연구과제와 과제 결과의 활용에 대해 다루었
으며 마지막 5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마무리했다. 이 연구는 주로 문
헌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인터뷰와 참여관찰 내용을 참고했다.

2. 가습기살균제 물질의 독성과 피해에 대한 초기 조사 연구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개발되어 2011년 11월 제품 강제수거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17년 
간 43개 제품이 총 998만 개 판매되었다. 2020년 11월 기준 피해신고자는 6,923명, 제품 사
용자는 350~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06년부터 원인미상의 소아사망 사례가 의학계에 인지
된 것으로 보이며,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원인미상 폐손
상의 위험요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다. 이후 2014년 3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되며 환경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7년 8월부터는 가
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었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
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전문가 연구 용역은 2011년부터 수행되었다. 2011년 4월 원인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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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폐손상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들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조직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전문가들은 연
구 네트워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했다. 의학, 독성학(화학), 약학 분과 전문가들은 참사 발생 초기 피해
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원인미상 급성폐질환 증후군 심층역학조사」에서부터, 8월 
공식 피해 확인 이후 수행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실험실 분석」, 「소아 원인미
상 폐손상 환자 전향적 감시」, 「성인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전향적 감시」 연구 등에 참여했
다.2) 이 연구들은 원인미상으로 불렸던 폐손상의 원인과 물질의 독성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새
로운 환자 발생을 대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전향적 연구까지 폭넓은 범위로, 다학제적으로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초기 피해 조사 이후 2012년 11월 11일 결성된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중증 피해 이외의 
피해와 살균제의 인체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피해자, 유가족, 시민사
회, 전문가, 학회 등의 요구에 의해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2013년 7월부터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논의한 조사방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 건과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 접수사례 조사」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 과제는 폐손상 조사위원회 공동 위원장 
중 한 명이었던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수
행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투명한 조사 
추진”을 내세우며, 전문 의료진이 개인별 검토와 판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보건복지
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4년 3월에는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위원
회의 조사 결과 신고자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 144명이
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환경부, 2014). 이 조사 결과는 ‘폐손상 4단계’로 살균제 피해 
폐손상 판정의 기준이며, 피해 판정 시 폐손상은 4단계 구분 기준에 따라서, 다른 피해는 질
환에 따라 구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참사 발생 초기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폐손상과 살균제 사용에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살균제 물질이 가진 독성의 시험과 호흡기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3)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대부분의 흡입독성시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다.4) 당시 흡입독성연구센터는 2011~2012년 질병관리본부 위탁으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
인에 대한 흡입시험」, 「가습기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입자발생 시험」을 수행했다. 이 연구로 
PHMG, PGH, CMIT/MIT에 대한 독성시험과 노출평가가 이루어졌지만, 국정조사에서 연구 설
계와 방법,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연구참여진은 국정조사에서 실험조건은 “질병관
리본부가 소집한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험조건에서 흡
입독성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문가위원회 등에서 여

2) 연구 목록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 공
공영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활동 분석』을 참고함.

3) 이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까닭은 초기 피해 신고가 질병관리본부에 
이루어졌고,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감염병이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4) 2016년 진행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
사>에서는 정부부처, 기업뿐 아니라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여기서 가습기살균제에 사
용된 물질의 독성시험 연구를 수행한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국정조사특
별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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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전달”했다고 답변했다(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136). 
   초기 독성시험 이후에도 한국화학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위탁으로 「기존화학물
질관리를 위한 안전성연구(I)」,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생활화학용
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II)」, 「바이오사이드 유효성분의 유해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5) 대부분의 화학연구원 연구 용역은 당시 흡입독성연구센터장이 연구책임자
였으며, 참여한 연구원들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영남대학교, 네오앤비즈, 고려대학교 등 소속으
로 독성학, 화학 전공자가 주였다. 이 용역 연구의 주된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물질의 흡입독
성시험을 급성시험과 반복시험으로 조건을 달리 하며 폐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연구는 주
로 급성 폐손상의 원인을 밝히고,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추적 감시하고, 살균제 물질의 흡입
독성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빠른 원인 파악과 피해 조사, 대처 마련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로 2~3개월 정도 기간 동안 수행되는 연구 과제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짧은 연구 기
간과 빠른 결과 도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요구로 역학조사나 독성시험을 수행하는 연
구 용역을 수행했다. 

3.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개발 사업 수행

   앞서 참사 발생 초기에 정부 의뢰로 수행된 연구 용역 과제를 살펴보았다. 전문가가 참여
한 연구 과제를 분석해보니, 2016년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정부의 R&D(연구개발) 연구 과
제로 분류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했다. R&D 연구는 연구 용역과 달리 정책 개발과 정책 
현안 조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지원과 자원을 활용해 수행되는 연구이
기 때문에 전문가의 연구 용역 활동과 함께 분석해볼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 수
행된 연구개발 과제는 환경부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과 교육부, 미래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개인기초연구 R&D 과제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과제 
유형에서 보여지듯 가습기살균제 물질의 체내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물질과 인체 영향의 상
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6) 
이 사업은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 이슈화 및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래 환경보건 공공기술 개발”이 목표다. 총 사업비
는 1,639억 원으로 2019년까지 976.27억 원이 투자되었다. 이 사업의 지원 분야는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 환경성질환 대응 기술,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 환경호르몬 통
합위해관리,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이다.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그 결과는 
사업화로 이어지거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7)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 과제는 5개로 「가습기

5) 연구 목록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함.
6)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은 2011년 11월~2012년 5월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

보건정책과 담당으로 ㈜날리지웍스가 수행한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연구」를 바탕
으로 수행되고 있다(온-나라 정책연구).

7) 연구 용역 사업과 달리 R&D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실적에 따라(제16조제1항) 성공과 실
패로 평가되는데, 평가 시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면(제17조제4항)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로 결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패로 판단되었다 해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
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제33조제4항)(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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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PHMG/PGH)의 체내이동 평가기술개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
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살균제 유해성분(PHMG/PGH)에 의한 폐질환 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폐이외 질환(태아동물모델 포함) 건강영향평가」,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in vivo 연구」,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의한 질환별(호흡기 
및 비호흡기 질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독성학적 지표 발굴 기술개발」이다. 
   이들 과제는 2016~2019년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연구기간은 대체로 1~3년이었다. 이 과제
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었던 물질의 체내 이동을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 평가하거나 동물
모델을 이용해 질환 발생 기전을 규명하고, 생체지표를 발굴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기준 
설정의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제들은 모두 ‘성공’으로 평
가되었는데, 이 사업들의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와 ‘적용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인 기술을 추후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용품의 규제와 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
안하는 동시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규명과 정책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제시
했다(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인기초연구로 수행된 연구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부)의 지원으로 이루
어졌다. 많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가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학제 간 연구로 이루어졌
으나, 이렇게 개인기초연구 과제도 수행된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살생물제에 대해 개
인 연구자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참사 이후 사회의 변화가 전문가들
의 연구 의제 설정과 지식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지식과 사회가 공동 구성되어 왔음을 보여준
다. 
   이 연구에는 「구아니딘계 살생물제의 Exosome 기반 폐섬유화 신호전달 기전 연구」, 「살
생물제(biocide)의 세포독성 기전 및 면역기능과 폐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습기 및 
분무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분의 공기중 특성 및 인체 침착량 연구」,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안구건조증 유발과의 상관성 연구」, 「DNA 메틸화의 노출 Signature 발굴: 가습기살
균제의 새로운 노출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8) 이 과제들은 대학과 연구소의 약학, 
보건학, 독성학 전문가들이 수행했다. 이 연구들은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수행되었던 
과제들보다 구체적으로 인체 영향 기전을 밝히거나, 폐 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인기초연구도 연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른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위 과
제 중 「가습기 및 분무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분의 공기 중 특성 및 인체 침착량 연구」
는 연구 성과로 “가습기 가동 시 PHMG 가습기 살균제가 함유된 공기 중 입자 거동 특성”을 
밝혔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가 “역학 및 독성평가 위주의 연
구”로 수행되었으나, 새로운 연구를 통해 “입자거동을 중심으로 노출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NRF 성과마루 홈페이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구 용역 과제만 수행하지 않고, 연구개발 사
업에 참여하며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개발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을 통
해 수행되는 개인기초연구뿐 아니라 환경부의 사업 중 하나인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
구기 때문에 참사의 피해를 조사하고 밝히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듯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전문가가 생산한 과학은 학술과학의 성격과 규제과학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8) 추가 연구 사업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발표문에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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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부 정책연구와 연구 결과의 활용 

   2017년부터 환경부는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건강연구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담당으로 정책연구를 발주했다.9) 정책연구관리시스템(온-나
라 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연구는 종료된 연구 10건, 현재 진
행 중인 연구 10건이다. 과제 연구 분야는 환경행정지원 또는 환경보전 기반육성으로 분류된
다.10) 이 정책연구는 주로 살균제 피해의 특성, 피해구제제도, 피해판정의 개선 등을 다룬다. 
   환경행정지원으로 분류된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가
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I)」,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판정 프로그램 
알고리즘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
해 규명 연구(I)」,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판정 신청자 자료 평가연구」,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건강영향에 관한 생체지표 활용 연구(I)」,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
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2017~2019년 사이에 연구되었다.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들은 주로 
임상의학, 직업환경의학, 역학, 보건학, 독성학 전공이었으며 규제영향 분석 연구는 한국행정
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참사 발생 초기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임상의학 전공자들의 참
여가 두드러졌다가, 역학, 환경보건학 전공자들의 연구가 많아졌었는데, 이 시기의 연구에서는 
다시 임상의학 전공자들이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가 증가했다.11) 
   이 분야의 정책연구 중 2019년, 2020년에 계약되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는 앞서 수행된 
정책연구의 후속 연구와 새롭게 수행되는 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 연구(II)」,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건강영향에 관한 생체지표 활용 연구(II)」,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
구(III)」,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II)」가 있다. 후속 연구가 진행된 연구는 
건강피해 규정에 관한 연구인데, 건강피해 인정과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
고, 새로운 건강피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 과제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작된 연구 과제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개선 연구」, 「가습기살균
제 노출 관련 사망피해자 자료 심층분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호흡 재활기술 및 치료법 시
범 연구」, 「가습기살균제 호흡기계 건강피해 통합 판정체계 구축 연구」가 있다.12)

   이 연구 과제들은 초기에 폐손상 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던 피해 조사, 판정을 개
선하는 연구, 피해의 특성을 더 자세히 확인하는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연구는 평가 결
과와 활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연구 중 일부 연구의 결과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
식피해 판정(1차 선별), 간질성폐질환(성인, 소아), 독성간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등 피해 인정
질환 범위 확대,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 등 피해 인정질환 범위 확대, 천식질환 요
양급여(구제급여·구제계정) 지급기준 개선에 활용되었다(온-나라 정책연구).
   환경보전 기반육성 부문의 과제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PHMG

9) 2017년 이전에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연구과제가 있었으나, 이 절에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
템 상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시기 구분
을 2017년부터로 제시했다.

10) 환경부 2019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에 따르면 해당 분류는 정책영역 하위의 대기능 분류에 속한다. 
대기능 분류에는 4대강유역관리, 상하수도및토양지하수관리, 수도권대기보전, 수자원관리, 수질보전및
관리, 일반대기보전및생활공해관리, 자연환경, 생물자원보전, 자원순환체계구축, 환경행정지원, 환경보
전기반육성이 있다.

11) 연구 목록은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12) 연구 목록은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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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MIT/MIT 복합사용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노출특성에 대한 역학 연구(I)」, 「가
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 연구(II)」가 수행되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소요 재원 예측 및 확보방안 연구 과제」13)가 수행 중이다. 이 과제들의 활용 목적과 활용 결
과에는 연구를 통해 정책의 근거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으
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 확립, CMIT/MIT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 인정기준(안) 제안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평가되었다(온-나라 정책연구).
   이 정책연구는 개인기초연구처럼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수행기관이 
대학, 연구소가 아닌 학회인 경우도 많았다. 과제에 참여한 학회로는 환경독성보건학회, 대한
예방의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역학회 등이 있다. 특히 환경독성보건학회는 3개 과제를 
수행했고, 1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건강 피해 규명을 위해 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정책학, 경제학 전공자들이 주를 이루는 학회로 「가
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소요 재원 예측 및 확보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
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 구제 제도가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조사 방식과 판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14) 따라서 환경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발주하고, 전문가들이 관련 지식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정책연구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법 개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연구다. 규제과학
의 결과물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연구 결과에 대
한 과학적 사실 논쟁이 자주 발생한다(현재환, 2016). 환경부의 정책연구의 결과도 피해구제 
제도와 건강피해 판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연구 주체, 내용, 결과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생산한 연구 결과와 논문 
출판을 통해 추후 진행될 소송과 피해 지원 제도, 정책 개선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박진영·구도완, 2020; 피해지원 방안연구 
종합토론회15)). 

5. 나가며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 용역 활동의 특성과 생산 지식
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연구 과제의 유형별로 연구의 초점이 변했다. 참사 발생 초
기에는 단기간에 수행된 연구가 많았는데, 이들 연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초기 피해 
판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는 정책연구뿐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도 
수행되었다.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살균제 피해와 인체 영향을 확인하는 기술개발과 기존
에 수행되지 않았던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환경부의 발주로 이루어진 정책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개선과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13)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은 2020년 3월까지나, 10월 기준으로 온-나라 정책연구에서 수행 중인 과제로 
분류되고 있다.

14) 이 글에서는 피해구제제도와 지원 현황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으나, 박진영의 2020 한국문화인류학
회 발표문 ‘변동하는 법의 경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논쟁 속 법, 과학 그리고 정치’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15) 2020년 5월 15일 개최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방안연구 종합토론회(공청회) 
참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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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되기도 했고, 현재도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
루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에도 다양한 분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은 추후 분석할 
것이다. 
   참사 이후 전문가들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며 생산한 지식에는 정책과 직접 관련된 과학,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술과학, 규제를 위한 규제과학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나타
났다. 이것은 참사가 사회에 끼치는 복합적인 영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참사 발생 이후 
우리는 참사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과 규제를 
고쳐나간다. 이렇게 참사 이후의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생산한 과학은 과학-정치-정책 그리고 
규제과학-학술과학 사이를 가로지르며 참사 이후의 과학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 연
구가 주목하고자 했던 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참사 해결의 과정과 법·제도의 변화와 연
구 용역 주제와 내용이 맞물려 변했으며, 전문가들의 연구 주제 설정에도 영향을 끼치며 개인
연구과제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참사 이후 전문가들의 연구 
내용과 지식 생산에 참사가 영향을 끼쳤고, 이는 지식과 사회가 상호 구성하는 지점을 드러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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