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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녹색주의 사회복지의 탐색을 위해 먼저 복지국가에 대한 녹색주의적 비판에 대하여 살
펴보고 녹색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녹색주의 의미, 녹색주의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검토한 후
새로운 사회복지의 관점으로서 녹색주의 사회복지의 모형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발전과 복지국가를 설
명하고 있는 관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계로써 지적되고 있는 “제도의존”, “공동체의
기능 상실”, “불평등의 재생산”, “생태계의 오염”의 4가지 관점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녹색주의
관점’에 대해서는 녹색주의의 가치인 “순환성”, “총체성”, “다양성”, “자립성”의 4가지 관점을 이용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녹색주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생태와 인간복지의 위
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자연을 인간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자 시도한다. 따라
서 녹색주의에 기반한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자원소비적인 사회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비공
식적인 이웃관계의 회복, 다양한 생물들의 상호의존적 공생관계,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등주의적 공
동체를 강조하며,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통하여 자립적인 지역사회와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 용어: 녹색주의, 녹색주의 사회복지, 생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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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홍수, 폭염, 폭설 등의 이상기온현상이 빈번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전지구적으로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Peritore
& Peritore, 2000:196).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은 의식주 등의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지만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자연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박탈감은 증가하여 비복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궁극에는 모든 인간의 행복
한 삶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로써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공
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여 사회문제의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자본주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성
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식수원의 고
갈, 해수면 상승 등의 환경적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파괴로 인하여
인간생활의 토대가 되는 지구환경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에서도 녹색주의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생태적 위기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
치와 비전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탐색하여 신사회위험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녹색주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생태와 인간복지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하
고 자연을 인간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자 시도한다. 인간이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보존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지배와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적응의 공생관계라는 것을 강조한다
(박영미, 2004: 334). 이러한 관계성은 당연하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의 위기상황은 국가 정책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하
나의 대안으로 녹색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이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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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학에서 녹색주의 혹은 생태주의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학에서 정책적인 접근은 이념, 제도 등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실천적인 접근은 개인의 변화에 관한 접근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녹색주
의와 같은 새로운 관점은 생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배·김형용(2001)은 ‘지역통화운
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녹색주의의 구체적 실천
방법의 하나인 지역통화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녹색주의적 관점을 연구하고 있다. 김
만호(2002)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생태주의 이념의 특성과 유효성’에서 사회복지학에서 생태
주의 이념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또 김만호(2003)는 ‘생태주의적 지역사회복지 모형
의 개발’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모형을 분석하고 새로운 모형을 탐색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준상·김만호(2004)는 ‘생태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이념의
분석적 고찰’에서 기존 사회복지이념의 한계를 연구하였다. 한편 박영미(2004)는 ‘복지개념
의 생태주의적 접근’에서 사회복지개념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으며, 정지웅
(2008)은 ‘한국 생태공동체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를 석사학위논문으로 발표하여 생태공

동체의 복지의식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형준·한동우(2010)가 ‘사회복지의 대안적
이론체계로서의 사회생태주의’에서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사회생태주의
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녹색주의적 관점은 한국에서 2000년대에 들어
관심이 증가한 것처럼 주로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녹색주의 사회복지란 어떠한 모형인지에 대한 연구는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새로운 사회복지의 대안으로서 녹색주의 사회복지 모형은 어떠한 방향으
로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녹색주의 사회복
지의 탐색을 위해 먼저 복지국가에 대한 녹색주의적 비판을 살펴보고 녹색주의에 대한 이
론적 고찰로서 녹색주의 의미, 녹색주의의 등장배경, 녹색주의의 관점을 검토한 후 녹색주
의 사회복지의 모형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2.

녹색주의 관점과 연구분석틀

사회복지학에서 녹색주의적 관점은 자원소비적인 사회복지가 아니라 재생산이 가능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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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이웃관계의 회복, 상호의존적 공생관계, 비제도적 규범 등의 비경제적 영역을 강
조하며, 생산과 소비가 순환적으로 연계되는 주체적 삶의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이 되는 녹색주의의 가치는 이준상ㆍ김만호(2004)의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순환성”, “총체성”, “다양성”, “자립성”의 4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들은 브라운(Brown)이 강조한 생태주의의 특징 -균형, 순환, 광합성, 지속성- 과 북
친(Bookchin)이 강조한 생태주의 이념 -다양성, 총체성, 참여와 진화, 자립-, 그리고 이성영
이 강조한 다양성과 평등성, 관계성과 총체성, 순환성과 진보성을 분석하여 녹색주의의 가
치로 설명하고 있다(이준상ㆍ김만호, 2004: 328-329).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해서는
김형준․한동우(2010: 97-102)의 연구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발전과 복지국가를 설명하
고 있는 관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계로써 “생태계의 오염”, “공동체의 기능
상실”, “불평등의 재생산”, “제도의존”의 4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복지국가의 한계로서
이 4가지 관점을 이용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한계>

<녹색주의 사회복지 관점>
순환성 :

생태계의 오염

지속가능한 발전
총체성 :

공동체 기능의 상실

상호 의존적 공생관계
다양성 :

불평등의 재생산

평등주의적 공동체
자립성 :

제도의존

자립적 지역사회 건설

<그림 1> 연구분석틀

녹색주의 관점을 설명하면, 순환성은 생태계의 변화와 적응, 그리고 안정과 균형을 유지
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자연순환은 대기순환, 물순환, 생태순환, 그리고 양
분의 순환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자연의 순환이 멈추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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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없다(권영근․허헌중, 2002: 246-251). 무엇보다 중요한 순환성은 인간과 인간, 특
히 세대 간의 순환성이며, 인간의 순환성은 어떠한 성장과 발전도 미래세대까지 지탱 가능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총체성은 생태계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양한 생물종들은 그물망과 같은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타자와의 공생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체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다양성은 유기체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다른 생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
는 것이다. 각각의 유기체는 개별적인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이다(김항섭, 1996: 18-19). 각 생
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각 생물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역으로
자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모든 생물이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은 획일적인 제도와 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서 독자적
인 특성을 존중한다.
자립성은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양식 내에서 지역의 자
원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이상호, 2002: 78). 자립적인 삶의 방식은 상부상조하는 생활방식,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임을 강조한다(이상호, 2002: 98). 녹색주의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사고를 반영하기보
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호간에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자립적 지역사
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Ⅱ 복지국가에 대한 녹색주의적 비판
.

복지국가는 한 국가의 정치경제체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결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을 교정하기 위해, 첫째,
개인의 능력과 재산이 갖는 시장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고, 둘째,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등과 같이 개인과 가족에게 위기를 안겨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하며, 셋째, 보편주
의에 입각하여 지위나 계급과 무관하게 합의된 서비스를 최적의 수준(optimum)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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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박성복, 2005: 249-250 ; 원석조, 2009:
126, 부분수정). 지금까지 복지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 소득재

분배, 사회통합, 인간의 존엄성 존중, 사회연대감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등 자본주의 사
회의 많은 문제점을 감소시키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
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모든 곳에서 복지국가의 효율성, 유용성, 지속성 등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 보완 및 재편되어 가고 있다. 서구사회
의 복지국가에서 전후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낙관적인 시기에 약속했던 사회복지제도의
실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복지국가가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저지시켜 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만
실제로 사회적 평등, 최저기준의 생계보장, 사회적 응집력, 집단적 책임의 유지 등과 같은
복지국가들의 목표들이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어 왔다는 것이 연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Grand, 1982, Andersen, 1987, George & Wilding, 1994 ; 박성복, 2005: 250-252, 참조).

또한 복지국가의 가장 중심적인 빈곤문제에 있어서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
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

세습화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brahamson, 2003: 281, 문진영, 2010: 226 재인용).

복지국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원에 대한 의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여러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데 복지국
가의 한계로서 제시되고 있는 “생태계의 오염”, “공동체의 기능 상실”, “불평등의 재생산”,
“제도의존” 이하의 4가지 관점에 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생태계의 오염

녹색주의자들은 비록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을지
라도 복지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경제성
장에 의존하고 더 많은 복지수요에 자원을 공급해야 하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가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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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자원을 소모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Fitzpatirick, 2001:
346, 조성숙역, 2009: 272, 재인용).

고프(Gough)는 사회정책과 복지가 자본축적에 불가피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
며(O'Brien & Penna, 1998, 김영화․공정원 역, 2002: 132-133), 자본주의체제에 불가피하게
종속된 복지국가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정책, 즉 소득, 의료, 교육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소홀하여 왔다.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 1994) 역시 복지국가는 산업자본주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데 산업자본주의는 어떠한 형태든 복지국가 없이 생존할 수 없지만, 복지국가는 발
달의 모태가 되어 온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없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복지
체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지구환경에 재
난을 초래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져다주는 생태적 및 환경적 비용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의 산업적․경제적 체제가 성장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Rifkin, 1985, Meadows , Meadows & Randers, 1992, 참조).
따라서 “생태계의 오염”은 복지국가 존립이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는 점을 설명한다. 인간의 복지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복지국가 체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간과 자연환경을 포함한 생태체계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얻어내기 위
해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원고갈과 생태체계의 불가역적 파괴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후가 변하고 이것은 인간의 먹거리와 생활환경
및 생존조건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

공동체 기능의 상실

녹색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에서 공적인 제도중심의 서비스제공 방식이 사회구성원
들을 사회복지제도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존재하였던 여러 공동체의 기능과 능력을
상실하여 왔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지역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개입은 국가
책임과 사회연대의 증진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한편으
론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
호에 의한 해결보다 공식적인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하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역량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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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고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고 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한계와 관련하여 보다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있고 지속성있는 토대를
되살리기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
국가의 지역사회중심의 접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의도아래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윤극대화의 목표를 갖는
시장지향적 철학에 의해 운영될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지역사회복지가
정부지출의 감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지역사회 책
임’이라는 구호로 서비스 공급으로부터 뒤로 물러서고 민간이 시장에 개입하여 그 갭을 메
우게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더 많은 보호의 부담을 받아들이는 체제를 지지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박성복, 2005: 261-265 참조). 가족과 같은 일차 사회집단과 공동체의 기능
은 약화되거나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지향적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오히려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3.

불평등의 재생산

사회복지의 오랜 과제인 절대적 빈곤과 불평등의 재생산은 사회복지이데올로기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 내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극심
한 경우가 많다.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권리의 확대에 따라 다소간 사회
불평등의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Esping-Andersen. G., 1990). 그러나 안치민(200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불평등의 크기 내지는 격차는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지
만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체계로서의 계급구조에는 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서비스는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집단에게뿐 아니라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
험적으로 불 때 저소득층에게 복지급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했다 할지라도 중
간층 이상도 상대적으로 더욱 부유해져서 계급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계급체제에서
하층은 여전히 하층으로 남고, 중간층과 상층도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구조는 변함
이 없다(안치민, 2003: 22).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는 모든 계층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았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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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기의 복지정책이 어떤 의미에서도 재분배체계를 포함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즉 평등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전체 부를 재분배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계층 내에서의 평등을 추구할 뿐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O'Brien & Penna, 1998, 김영
화․공정원 역, 2002: 98-99).
신동균ㆍ장지연(2010: 369-380)의 연구에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를 추
구하는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극화 또한
다른 복지국가 유형에 비하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잔여주의적 복지국가와 같이 소득
최하위계층에 집중시키는 방식의 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가장 절실
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이 차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4.

제도의존

자본주의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해 복지국가의 발달, 특히 국가책임하에 공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론들은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가능한 많이 실
시하여 보편성과 공공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강조하고 있
다(Ebatt Research Centre, 1989, George & Wilding, 1994 등). 그러나 녹색주의자들은 사회
문제는 대개 산업사회의 본질에서 기인하며, 복지국가가 사회문제의 원인보다는 증상을 다
루고 있다고 주장한다(George & Wilding, 1994: 171).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이 증가한 자
원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사회복지행정과 기술적인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준상, 김만호, 2004: 324). 또한 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의한 대규모의 중앙집권화된 관료제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그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성
을 상실하게 하고 소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박성복, 2005: 251-255).
물론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원조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활과 자립을 가능
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크지만, 부정적 측면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제도의존문제
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로, 즉 제도
라고 하는 구조를 필요로 하는데 제도라는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그 효
과를 보게 되면서 서비스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복지국가체제에서 인간의 욕구(need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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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수요(demand)로 치환된다. 따라서 제도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를 충
족하는

것으로

오도(誤導)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이

제도의존(institution

dependence)이다. 또한 제도가 없으면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면서 제도 유지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버리고 제도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고 절차상의 번
거로움도 생기게 된다. 나아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관점들이 모두 국가주도의 제도를 강
조하고 있어 그 결과 개인은 제도에 의존하게 되며 타자화되어 간다(김형준․한동우, 2010:
97-102 참조).

Ⅲ 녹색주의에 대한 이해
.

1.

녹색주의 의미

녹색지구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며, 생존의 토대이다. 지구의 생물은 녹
색지구를 통하여 영양을 섭취하고 활동하고 성장한다. 만물의 영장으로 환경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인간도 녹색 지구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다.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산업혁명이후부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자
연환경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왔다. 산업화, 공업화를 주도한 기계문명의 발달은 대량생산
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대량생산에 따른 대량소비는 환경파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주의ㆍ무관심ㆍ비인간화ㆍ공동체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현대사회는 벡이 규정한
것처럼 한 마디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사회(risk society)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근대 사회가 생태학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삶의 방식에 판돈을 건다”(김완구 옮김, 2003:
48)라고 생태위기(ecological crisis)를 표현하였다. 벡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대사회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
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녹색주의는 그 대안이 되고 있다. 녹색주의
는 현대 사회의 생태학적 위기의 원인을 성장중심의 산업화과정에 두고 있다. 따라서 녹색
주의는 첨단의 기계문명에 의한 무한 착취적인 환경개발을 부정하며 산업화된 사회를 거부
한다.
현대 사회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은 경제성장 및 과소비에 의한 것이므로, 생활방식과 사
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단순히 자원의 소비를 통한 기술적인 방법론에 의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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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시된 현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George & Wilding, 1994: 170-171).
즉, 녹색주의자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위기는 기술과 과학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을 멈추고 소규모의 자립공동체를 중심으로 삶의 방
식과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준상, 김만호, 2004: 326).
따라서 녹색주의는 사회적 시스템을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부문을 포함하는 전사회영역에
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또 녹색주의는 생활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사회구조
적 변화와 정치경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생태적 원리에 의한 사회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을 강조한다(조명래, 2009: 64).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지지하는 제도와 권력의 구조도 생태적 원리에 부
합되게 변화되어야 한다.

2.

녹색주의의 등장배경

녹색주의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 시발점이 되었고 1972년 로마클럽보
고서(Club of Rome Report)에서 지구의 위기를 주장하면서 비로소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
다. 로마클럽에서 MIT연구팀에 의뢰해서 작성된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 가속화되는 공업화 수준, 식량생산의 한계, 재생불가능
한 천연자원의 소비와 고갈, 공해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인류는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Meadows,
1972, 김승한 역, 1972). 또 마르쿠제(Marcuse, 1999)는 환경의 파괴로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동시에 생명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의 생태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분리함으로써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한 것이 근본적
인 원인이다. 인간과 자연의 분리는 산업혁명이후 기계문명이 급속하게 발달되어 자연을
파괴하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인간에 의해 자연이 과도하게 착취당함으로써 자
연자원이 고갈되고 자연이 재생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왔다. 산업화의 부작용과 인간
의 파괴적인 생활방식으로 나타난 환경문제 -자원 고갈, 산림지역 훼손, 토양오염, 공기오염
특히 이산화탄소의 증가, 환경재해, 생물종의 감소와 인구의 급속한 증가, 산성비, 지구온난
화 등- 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왔다(김만호, 2003: 25).
생태계는 자연적인 부양능력(carrying capacity)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원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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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자연의 재생능력을 초월하여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결국 자원재생산의 한계
점과 자원 개발 속도가 어느 시점에서는 서로 충돌하여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경고
(Schumacher, 1993, 이상호 옮김, 2002: 23-24)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위기는 한 지역, 한 국가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의 생존이 걸린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보존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지배와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적응의 공생관계로 전
환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는 생활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
함으로써 다양하게 분출되는 환경문제와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본주의의 무한 성장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방향전환이 불가
피하다. 관리대상으로서의 자연환경과 개발대상으로서의 자연환경은 운명을 함께할 공생의
대상이다.
따라서 녹색주의의 등장배경은 다음과 같다. 인간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자원의 소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기술발달의 토대가 되는 자연은 영구적으로 무한정 사용할 수 없는 희
소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근대적 자본주의 방식
은 생태계의 파괴를 촉진하고 궁극에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성찰과 위기의식
에서 녹색주의가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김만호, 2003: 29-30).

Ⅳ 녹색주의 사회복지의 탐색
.

1.

목표체계

녹색주의의 사회가치는 생태계의 자연 질서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모든 다른 관
심사에 우선하여 지구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조성숙역, 2009: 266). 따라서 녹색
주의 사회복지는 자신뿐 아니라 사회전체와 타인의 복지에도 강한 관심을 나타내며, 나아
가 인간 뿐 아니라 동식물 같은 생물 종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진다(박영미, 2004: 342). 특
히 자연환경은 빈부의 격차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물기 때문에 경제
적인 이유로 개발하고 이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부정한다. 모두의 환경은 모두가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상태로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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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질적 풍요’ 만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정신적 가치’에도 동등한 중요성을 부
여하는 ‘전체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도화된 친절이나 복지는 인격적 교류
가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자발적 친절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창조하는 제
도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O'Connor, 1999: 168).
생태적 생활에서 불평등의 증가는 녹색주의가 존중하는 다양성의 가치에 위배된다. 생태
계는 다양한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선 각각의 유기체는 개별성,
즉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의 공동발전을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녹색복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를 수용하며, 실천적인 과
정에서 공동체적 방식을 추구한다. 즉, 녹색주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국가의
역할을 수용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급자족적인 기능
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사회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 각각
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차이를 차별과 불평등의 관점
에서가 아니라 다양성으로 인정하여 그 다양성이 개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즉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평등주의적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평등주의적 공동체는 공동체의 목표가 부의 축적이 아니라 사회구성의 통합과 결속
이며, 경쟁지향적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각각의 개별성을
찾아내어 그 역량강화를 통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성의 존중을 통한 공존을
목표로 한다.
많은 녹색주의자들은 우리가 덧없는 소비자욕구의 충족에 집중하기보다 정신적 성취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는다(조성숙역, 2009:
263-264). 따라서 녹색주의 사회복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모든 생물체의 생존이며, 세대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녹색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구와의 유대 관계
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정신적 변화가 없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Dobson, 1990: 16-18, 104). 지속가능한 사회란 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제 기능을 다하는 사회이고, 단기적 욕구의 충족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공생하는 사회이다.
경제제도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제도 전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녹색주의자들은 믿는다. 결핍은 공유와 협력을 보다 조장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는 결핍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의 물질적인 면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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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지역사회정신이 소생한다고 기대한다. 사람들은 보다 적게 가졌을 때 잘 협력하
며, 지역사회가 국가에 의해 현재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
는다(조성숙역, 2009: 264).

2.

주체와 대상

최근에 복지국가의 변화에서도 주체와 대상의 혼합적인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 즉, 시장
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써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 주체는 녹색주의 사회복지의 실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별
경제주체들간의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시장의 녹색주의화, 즉 녹색교환이 이
루어지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공동체 결속을 위해 정책의 녹색주의화,
즉 녹색정책을 통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녹색주의화할 수 있
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서 자발적인 상부상조를 통하여 사
회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조명래, 2009: 66). 즉 시장, 국가, 시민사회의 녹색주의화는 건
강한 지역주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제도를 짜임새있게 형
성할 수 있다.
주민공동체에는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 자원을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다. 기술과 자원의 가치는 등가적이며, 현상적인 교육과 교환을 통해
서 그들의 상실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주된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공동체적 삶의 방식은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
는 삶의 방식이며 생활 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교환하는 공유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녹색주의는 젊은이와 노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직장인과 실업자 등 나이, 계
급, 재산 등을 초월하여 모두의 능력을 공히 인정하는 평등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시
스템이다.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생산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존재의 가치를 부여
한다. 녹색지구의 모든 생물체는 다른 생물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는 자신이 가진 아주 조그만 능력을 다른 타자와 개방적으로 교환하면
서 공동체의 문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내에서 상호의존적 연대에 의한 교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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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가 사라지고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재화와 상품을 구입하는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O'Conner, 1999). 이런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생산비, 운송비, 연료비를 줄일 수 있으
며, 아울러 도로교통 문제를 비롯한 생태위기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나 복잡한 통제적 조직이
아니라(Naese, 1999), 지역사회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의 생활을 강조한다.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양적인 삶의 변화보다 질적인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나 전문가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 구성원
과 다영역집단의 자발적 상호작용에 의한 통합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사회지원 농업
(Community-Support Agriculture)', ‘샌프란시스코 도시농업연합(SLUG, San Franciso
League of Urban Gardeners)',' 여름 청소년프로그램(summer youth program) '지역사회식

품 안보(Community Food Security)'운동,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 한국의 ‘도농불이
(都農不二)’운동 등이 이에 속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중 '샌프란시스코 도시농업

연합'은 유기농업의 실천, 커뮤니티 텃밭 만들기와 그 운영, 바이오톱(biotope)을 이용한 환
경복원, 신선한 먹을거리의 보급, 청년 고용창출, 문맹퇴치운동과 직업훈련,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의 판매, 저소득자를 위한 농산물 기부, 환경분석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
이다. 전문 직원, 35명 말고도 일반 직원이 140명이나 있으며, 연간 예산도 6백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여름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유상(有償)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채소 재배, 과일나무 심기, 산책로와 바이오톱 정비 등
실천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방과후와 여름방학 때 일을 하며, 전원에게 임금을 지불함
으로써 결손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즉, 여름 청소년프
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안
철환역, 2004: 6, 222-226 참조).

3.

서비스의 내용과 급여

복지국가는 불평등이나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의 분배와 조정을 통한
소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분배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소비적인 방법의 접
근 노력들은 한편으로는 계급의 유지를 위한 불평등과 착취의 문제를 고착화하여 온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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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이준상, 김만호 : 2004: 345). 나아가 이러한 과정속에서 자연환경은 빈부의 격차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물이어야 하지만 경제적 개발에 따라 소수가 독
점하게 됨으로써 자연환경의 이용에 있어서도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소유되고 있다.
녹색주의 사회복지에서 자원은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공평한 분배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없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다 검
약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욕심보다는 욕구에 치
중하는 것을 의미한다(Kenny, 1994: 231-232, 240).
녹색주의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원조가 필요하며, 생활의 기본
필수품과 급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Green Party, 2006). 녹색주의자들은 급
여제도를 특권으로 보다는 권리라고 믿으며, 모든 시민들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도록 권리
가 보증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여가와 공동서비스를 위한 시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르
(Gorz, 1983: 96-98)에 따르면 만약 주 단위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어린아이들, 병자, 노인들

을 돌보고 기술을 전수하는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주 단
위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상호부조에 근거한 사회가 실용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복지국가
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임금을 권리로서 주어질 것을 주장하는데(조성숙역, 2009:277), 기본임금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
다. 기본임금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실업에서 유급노동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통해 기본임금
은 보다 융통성있는 노동양식에 기여하고 사람들의 노동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이 보다 만족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종류의 노동을
떠맡을 수 있는 ‘복지사회’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종철, 2012: 9-10).
또한 연대의식에 기반한 상호협력적 관계는 재화, 장비, 지식, 기술, 그리고 노동력 등을
공유하거나 빌려 쓰도록 조장하고, 이렇게 공유되는 재화, 기술, 노동력은 환경에 대한 부
담을 경감하며, 사람들은 희소한 자원과 재생불가능한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소비재를 사
적으로 소유할 필요가 적어진다.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 아울러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인간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당연히 경쟁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과시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한다.
또한 녹색주의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주체적 생활양식을 강조한다.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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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과 대량소비적인 생활에 의존하고 있는 생활방식을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내
면적 체험에 관심을 가진다. 결국 녹색주의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생활 방식은 인간의 생
활 방식을 주체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환경, 의료, 복
지, 교육, 먹거리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안공동체를 형성하기 때
문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녹색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국가가 국민의 건강 향상을 원한다면 건강결핍의
환경적 근원을 다루고 건강증진과 대체요법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주택
문제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오염정도를 감소시키고 노동관련 스트레스의 수준을 감소시키
기 위해 작업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적 요인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여가를 위한 보조금 지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녹색주의자들은 전체론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 녹색주의자들은 현대 국가교육제도가
획일적이고 생활을 환경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녹색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자
기계발을 위해 개인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전체론적이어야 하며, 과도한 전문화의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한다.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하급자로서
봉사하기 보다는 질문하고, 도전하고 동등자로서 협력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하도록
장려한다. 녹색주의 교육은 단지 학문적인 지식보다는 사회적 기술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
이며, 목표는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조성숙역, 2009: 282-285참
조).

4.

전달체계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주도의 보편적 사회복지를 수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화
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급자족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녹색주의자들은 지방적이고, 지역사회에 근거한 이니셔티브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사회 소집단의 조직망으로 하위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통합되길 바란다. 녹색주의자들은 사회적 안녕과 사회자본을 고려하는 복지의 비
경제적 개념을 찬성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분권화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자조와 상호
부조에 근거하여야 한다(조성숙역, 2009: 271-272).

- 269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권

제1호(통권 제34호)

녹색주의 사회복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잠재된 기술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궁핍화를 강요당하고 소외되어왔던 많은 사람들도 가
치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립적 지역사회건설에 참가함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하게 되
고, 지역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적게 기대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더 많이 기대하
기를 원한다. 우리의 폭넓은 사회적 욕구는 사회자본의 계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우리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지역주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공동체를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O'Connor, 1999: 171).
따라서 복지서비스는 지방분권화 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자조와 상호부조에 근거하여야
한다. 만약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정체성을 개발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일련의 정리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성취와 지역사회의 성취
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chterberg, 1996: 182, 참조).
즉 녹색주의자들은 국가와 복지국가를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매커니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정부가 주도하는 엘리트적 하향적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녹색
자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한다(조명래, 2009: 67). 이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는 이웃, 동료
등의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녹색주의적 공동체 생활에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온 많은 지식과 기술이 존재
하고 있다(김종철, 2010: 66). 공동체내에 결집된 지식과 기술은 자연스럽게 전달체계를 통
합함으로써 소외되거나 부품화된 사람들에게 낙인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주도성과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적인 경쟁중심의 사회제도에 대한 성찰로써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써 생활협동조합
운동, 마을만들기, 담장허물기 등의 사회통합적 방법이 부각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안적 복지체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새로운 흐
름을 형성하고 있다. 또 지역통화(일명 LETS라고 함)운동과 같은 경제 소공동체 활동도 시
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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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

고르(Goze, 1980: 31)는 빈곤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하
며, 단순한 생산 증가가 빈곤을 제거하는데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소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식의 위계가 폐지되고 사회평등의 원칙이 채택된 새로운 사회ㆍ
정치 제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원은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물질주의의 동기만큼 ‘정신적 가치’에도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아가 검약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부를 창조하는 제도의 출현을 위한 필수
적 조건이다(Porritt, 1988:203, 조성숙역, 2009: 266, 재인용).
녹색주의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은 복지국가 사회복지의 재원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기여금, 이용료 등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주의적 방식에 의거하여 조세를 통한 평등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 또 국민들은 재화, 지식, 기술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신사회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녹색주의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을 되도록 절약하며 아껴쓰기 위해 지역사회 주
민들간에 공유하고 교환되는 품앗이의 방식을 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제안된다. 뿐만 아
니라 녹색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역사회의 자립적 지역사회건설을 통한 사회의 통제비용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녹색주의 사회복지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생명을 다한 것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하며,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은 녹색주의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기본
적으로 아나바다 장터처럼 물건을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방식으로 자원
을 절약하는 것이다.
한편 녹색주의자들은 사용되지 않는 부를 축적하는 것은 순환성이라는 자연의 순리에 어
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축적을 거부하고 있다. 부의 축적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의 정신에 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보다 적게 가졌을 때 잘 협력하며,
지역사회가 국가에 의해 현재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개인이 소유하는 부를 축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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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복지국가에서 기본권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마샬(Marshall)은 시민권의 변화를 18세
기에 강조한 법앞에서의 평등(공민권), 19세기의 정치적 평등(참정권), 그리고 20세기의 생
존권(사회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1세기의 시민권에 당연
히 환경권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권은 소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발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 환경으로서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주의의 가치인 순환성, 총체성, 다양성, 자립성을 중심으
로 녹색주의 사회복지를 탐색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환성 측면에서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한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고 후세대를 포함
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총체성 측면에서 녹
색주의 사회복지는 공동체의 관계적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
한다. 다양성 측면에서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배가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립 측면에서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생
활세계에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성장주의적인 산업화와 인간중
심적인 사회복지관에 의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위기에 대한 성찰에서 대안을 모색하
고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한 기계와 과학의 발달을 부정하고 인간중심, 경
쟁, 부의 축적 등을 거부한다. 또한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구성원에 의한 직접적이고 평등주
의적인 의사 결정을 강조한다. 권력과 위계에 의해 객체화되고 대상화된 주민이 아니라 개
인 혹은 공동체에 의해 주체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사회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구조적으로 이분화된 형태가 아니라 공생을 존중하는 패러다임으로
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동체 지향의 생활방식이 정착된다
면 부의 축적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제거되거나 완화될 것이며,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체의 주민들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자율적 체계
를 구성하면 외부체계와의 관계도 주체적인 형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주의 사회복지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아니라 분권화된 권력을 강조하며, 전
문가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가 아니라 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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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강조하며, 통제와 경쟁적인 생활방식이 아니라 협동과 자율적인 생활방식으로, 공동
체의 동질적인 특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획일적 경제성장이 아니라 모
든 국민이 행복한 안정지향의 질적 성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조용개, 2001: 133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주의는 관료화되고 전문가주의적인 사회복지를 거부하고 지
역주민의 자치와 자율에 의한 공동체주의적인 사회복지를 옹호한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생활이 공동체 내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로서 공동체 지향의 정주공동체, 자립공동체가 강조되며, 지역통화운동과 같은 생활중
심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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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Greening of Social Welfare

Kim, Man Ho(Dep.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Keimyung College)
Choi, Young Shin(Dep. of Social Welfare, Joong - Ang Sangha University)

The study was to explore of the greening of social welfare as view of the new social
welfare,

First,

reviewing the greening critique of

Welfare State.

followed

as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greenism, look for the meaning of greenism, the emergence of the greenism
background.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a

traditional

limits of social welfare point for the

welfare of a capitalist society, which describes the development and the welfare state in terms
that commonly appear as limitations are pointed out in the
the community loss,

reproduction

use the four perspectives of the

of inequality,

greenism

circularity,chongcheseong,diversity

system

pollution

dependent,

Features

of

of the ecosystem, was to



perspective for the values of the greenism,

,independencewas

to use the four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greenism,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human and
ecological crisis: the crisis of human welfare, defined as the natural integrity of human beings
and do not separate attempts to recognize and respond. Therefore, the resource consumption for
greenism-based social

welfare rather

than

social

welfa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toration of the unofficial neighborhood relations, and various creatures of the interdependent
symbiotic relationship, respect diversity, emphasizing egalitarian community, the principal way of
life self-reliant communiti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and has been pursuing.

key words : greenism, the greening of social welfare,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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