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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는 단순한 식품체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연대와 신뢰 형성을 지향하는 사회
운동으로까지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신뢰와 상호성 같은 공동체적 가치
는 이를 내면화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단기간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본고는 로컬푸드 운동에서 이러한 연대형성의 문제에 대해
불안의 연대와 위험사회에 대한 울리히 벡의 논의를 빌어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울
리히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이 더 이상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집단적 인식의 편향성 문
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근대/근대성이라는 보편적
인 사회적 지평을 드러냄으로써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근대적 위험은 과거와 단절된 채
미래로 지연되고, 방치되며, 무시되어 왔지만 근대화가 심화됨에 따라 어느 순간 폭발적
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울리히 벡은 이를 위험사회라 부른다.
글로벌 식량체계는 근대화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근대적 위험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울리
히 벡의 위험사회 논의가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다. 위험사회에 대한 울리히 벡의 논의
는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먹거리 위험을 근대성의 지평에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집합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공통의 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로컬푸드 운동은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에 저항하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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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먹거리 위험에 대한 불안은 먹거리 위험의 보편성을 인지
하고, 이를 야기한 사회구조, 글로벌 식량체계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사회
적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로컬푸드, 연대, 불안, 근대성, 위험사회

Ⅰ. 서 론
오늘날의 식품산업체계는 농수산물이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식량체계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적인 자급경향이 강했던 곡물생산이 7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의 수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의 절반
이 곡물수입국이 되고, 북미대륙과 유럽 등이 곡물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게다가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나 기업집단이 다양한 사업부문들을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종자에서부터
곡물, 육류의 생산, 식품으로의 가공, 유통까지의 단계를 수직으로 통합하는 농식품복합
체(agri-food complex)가 농업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를 묶는 중심적 역할을 하면
서 농업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식량체계를 형성하고 있
다(윤병선, 2008b). 이제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
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글로벌 식량체계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
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유지가 위협받고 있다.
로컬푸드는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리적 거리 안
에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소비가 이루어지는 체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 지역식량체계로서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적 관계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로컬푸드는 철저히 지역농업에 기반함으로써 생
산자인 지역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거나 직거
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구매하는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줄이고자 한다(홍경완 외, 2009: 1641-1642).
이제 로컬푸드에서 ‘로컬’의 의미는 점차 공간적 의미에서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장소에
뿌리를 둔 다양한 상호 관계들이 관건이 되고 있다(Sonntag, 2008: 28-29). 특히 국내에서

국내 로컬푸드 담론에서 연대형성의 문제 (이태훈⋅박성훈)

33
33

이루어지는 로컬푸드는 한정된 지리적 조건 때문에 국가 전체와 지역 사이의 물리적 거
리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로컬푸드는 이제 농산품 생산자와 소
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줄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관계 속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는 단순한 식품체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연대와 신뢰 형성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으로서 로컬푸드 운동이 사회적 연대와 신뢰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면, 운동의 목표는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집합적으로 동
조할만큼 충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집합적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로컬푸드
운동은 우선 운동참여자들 각각의 이해관심들이 충돌하지 않는 공통의 현실적 동기로부
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등장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
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들에 대한 불안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로컬푸드 운동에서 연대형성의 문제에 대해
위험사회와 불안의 연대에 대한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논의를 빌어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로컬푸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국내의 로컬푸드 논의는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제일’이라는 ‘신토불이(身土不
二)’ 캠페인이나 유기농업 운동의 형태로 유지되던 활동이 영세농들에 대한 지역자치단
체의 농민정책의 일환으로, 더 나아가 녹색성장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
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정책화⋅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명실공히 공공담론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김철규, 2011; 나영삼, 2011). 이와 함께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자
생적인 농민시장,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1) 지역먹거리를
1)

본래 공동체지원농업의 원형은 일정 규모의 소비자 회원들이 연간 생산될 농산물의 일부를 계
약 방식으로 미리 투자⋅구매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농가의 위험부담을 함께 지는
형태였으나(김철규, 2011), 국내의 공동체지원농업은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로 생산자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제철농산물이나 1차 가공 먹거리를 꾸러미 형태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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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학교급식, 지역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 등 다양한 유
형의 ‘로컬푸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나영삼, 2011).
농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안농업 운동으로서 외국의 슬로우푸드 운동이나 공동체지
원농업 운동을 소개하는 연구들(김종덕, 2002; 김흥주, 2004)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보
다 체계화된 의미의 로컬푸드에 대한 논의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김철규, 2011). 로컬푸드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들은 주로 글로벌푸드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특히 로컬푸드는 원거리 수송을 위한 화석연료의 낭비로 환경오
염을 초래하거나, 약품이나 방사선 처리로 식품안전성을 위협하는 등 글로벌푸드가 야
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화와 화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산업화된 농업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
한 화학비료, 농약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이 규모화함에 따라 농업
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안전성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유
통하는 초국적 농식품 기업의 횡포, 광우병 등의 다양한 식품안전성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내부에 자본주의적 경영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대다수 가
족 소농이 몰락하고, 농업부문에 금융자본과 투기자본이 개입함에 따라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 형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김종덕, 2002; 2007a; 2007b; 2008; 박민선, 2008; 장
상환, 2012).
김종덕(2007a; 2008; 2009)은 농업의 세계화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
역식량체계에 기반한 로컬푸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그는 농업규모화와 첨
단기술 및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기반하고 있는 기존의 국내 농업정책 노선이 국내 현실
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그 방향을 지역식량체계 확산의 방향으로 돌릴 것을 제안
한다(김종덕, 2007a). 이에 따르면 지역 식량체계에 기반한 로컬푸드는 유통과정에서 이
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긴 푸드마일(food mile)로 인한 안전성 문제나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글로벌푸드로 공동화된 지역농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
로써 지역 영세농들의 생계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일자리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김종덕, 2007a; 2008; 김미숙, 2012). 또한 지역 식량체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드백이
가능해 생산자가 소비자의 필요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김종덕, 2007a).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지역식량체계는 기본적으로 생산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나영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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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신뢰에 바탕을 둘 필요가 있다(김종덕, 2007b).
게다가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리적 근접성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
용을 만들어 내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 피드백과정을 만들어내고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야말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
한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로컬푸드 연구는 생산자와 소비
자라는 구분을 넘어 지역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문제를 넘어 그 구성원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지역주
민으로서 함께 지역 먹거리의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것
을 강조한다(네모토, 2014). 이는 칼 폴라니(Polany, 2009)를 따라, 스스로가 뿌리박고 있
는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탈구됨으로써 사회붕괴를 야기하는 자기조정적 시장을 다시 사
회적 관계들에 재고착화(re-embedding)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Starr, 2010; 김철규,
2011; 이해진 외, 2012). 이와 관련해 나영삼(2011: 18)은 로컬푸드를 보다 광의의 의미에
서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지역과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실천과
정으로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운동이며, 또한 지역자치⋅자립⋅지역주민의 연
대와 협동의 관점에서 먹을거리(food)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맺는 활
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로컬’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해는 더이상 단순히 어떤 ‘위치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장소-기반 행위자들 사이의 상
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장으로서의 장소’로 나타난다(이희상, 2012).

Ⅲ. 국내 로컬푸드의 유형과 현황
국내의 로컬푸드는 크게 일정 공간에서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직판(direct selling)
유형과 꾸러미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꾸러미사업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산 식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및 소비를 조직화하는 시도나 자
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기반으로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재료를 조달하는 등 다양
한 방식을 통해 로컬 푸드의 공급이 확산되고 있다.
직판의 형태는 주로 농민시장과 직매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농민시장은 생산자들이
직접 자신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형태로 서구형 직판을 모델로 하고 있고,
직매장은 일본의 직판장을 모델로 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윤병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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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농민시장의 사례로는 원주새벽시장, 청주농민장터, 완주농민장터, 옥천 금요장터,
제주착한장터, 장흥토요장터, 천안목요장터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원주새벽시장의 경우
를 살펴보면 1994년 하천둔치를 직거래 장터로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 2010년 원주시
가 이에 대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정은미, 2011; 윤병선 외,
2013). 원주새벽시장은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4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새
벽 4시부터 9시까지 매일 개장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상시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특징
이 있다(윤병선 외, 2013).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2012년 4월 용진농협이 운영하는 ‘완주 로컬푸드’ 1호 매장
을 개장한 이래로 2014년까지 전국 총 71개소로 급증하였다(윤병선 외, 2013; 뺷중앙일보뺸,
2015. 3.26).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 입장에선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안정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선 지역농가에서 생
산자 실명제를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며 매장내 잔류농약검사가 가능한 설비도
갖추고 있어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늘어난 소비자 수요
와 함께 매장수도 급증하고, 매출도 2012년 64억원에서 2014년 1,704억원으로 26배나 늘
어났다(뺷중앙일보뺸, 2015. 3.26). 반면, 직매장 사업의 과열 조짐에 로컬푸드의 중요한 가
치인 ‘관계성’은 도외시한 채 지역농산물의 판매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윤병선 외, 2013).
꾸러미 사업의 사례는 전국여성농민회 언니네 텃밭을 필두로 완주 건강밥상꾸러미,
등대생협 제철채소 꾸러미, 흙살림 꾸러미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언니네 텃밭 꾸러
미사업은 2009년 3월 강원 횡성군의 여성농민회 5농가가 자신의 텃밭에서 생산되는 농산
물을 서울의 소비자 21가구에 택배로 보내는 ‘제철꾸러미’ 사업으로 시작하였다(정은미,
2011: 204). 언니네 텃밭은 저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마을 또는 면 단위의 생산자 공
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계획⋅공동생산, 제철에 나는 농산물, 토종씨앗으로 키운 농산물
이라는 원칙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http://www.sistersgarden.org/ introduction/principle).
직판 유형과 달리 이러한 꾸러미 사업은 거리가 가까운 지역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언니네 텃밭 제철꾸러미의 경우, 소비자 회원은 지리적으
로 가까운 지역의 생산자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만, 지역농산물 공급의 사각지대
인 수도권, 도심은 권역을 나누어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있다(정은미, 2011: 204-207).
그 외에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농산물을 구입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거나(막퍼주는 반찬가게)나 지역 식재료로 콩비지 버거나 쿠키, 도시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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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판매(생명살림 올리)하는 등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통과 소비를
조직해내려는 시도도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를 조달 공급하는 사례도
있다. 학교급식은 특히 전남 나주시가 2003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이래,
전국적인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로컬푸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매개가 되었
을 때 충분히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원주의 새벽시장이나 친환경급
식 프로그램 등은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를 둔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이 지역먹거리 운동
에 동참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윤병선 외, 2013; 이해진 외, 2012). 언니네 텃밭의
제철 꾸러미 사업은 전국여성농민회가 사업을 총괄하고,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
국을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성, 지속성을 유지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사업의 핵심적 과제로 삼고
있다(정은미, 2011: 204-207).

Ⅳ. 불안의 연대와 위험사회론
1. 로컬푸드 운동에서 신뢰와 연대 형성의 문제
로컬푸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시스템이자 제도로서의 로컬푸드와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신뢰형성을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로컬푸드의 사회적 관계와 배태성, 신뢰를 강조하는 최근의 연구경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에 동조하고, 그 안에서 이를 추진해
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전략들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회
복과 신뢰형성의 과정에 주목하는 몇몇 연구들은 로컬푸드의 공동체운동 또는 사회운동
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진 외(2012)는 원주 지역 협동조합이
설립 이래 지역 경제의 자립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운동과 사업을 통해 그 성과와 가능
성을 경험하고 축적해왔으며, 원주 지역의 로컬푸드 운동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
를 바탕으로 확산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특히 협동조합운동이 로컬푸드가 가진 지역공
동체적인 가치에 동조하며, 새로운 지역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다양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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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푸드 운동을 추진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이나 정책의 문
제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신뢰 형성을 목표로 할 때 로컬푸드를 둘러싼 실천들
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며, 상호작용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듯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식량체계에 필요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및 상호성은 물리적⋅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가치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섬세한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 시스템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김철규, 2011). 오히려 로컬푸드의 시스템 및 제도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묶어주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이 오히려 훼손될 여지가 있
다. 이러한 사례로 허남혁(2009)은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전
국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대규모의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집중해왔으며, 생산자소비자 간의 관계가 일반 유통시장과 다를 바 없이 관행화되고 제도화되어왔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김철규(2011)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한 과잉제도화가 로컬
푸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탈각하고 관료주의적 전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하지만 거꾸로 로컬푸드 운동이 신뢰와 같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배태성(embeddedness)
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로컬푸드 운동은 그 현실성을 잃을 것이다. 데니스 롱(Wrong,
1961)은 사회적 배태성이 사람들이 합의하여 발전시킨 규범이나 가치체계, 타인의 인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잉사회화할 경우, 다양한 상황맥락이 무시된 채 사회적 영향
력을 인간의 행동유형에 내면화시켜 행위자를 원자화함으로써 현실설명력을 잃게 된다
고 비판한다(Granovetter, 1985). 또한 힌리히(Hinrichs, 2000)는 사회적 배태성이 시장성
(marketness)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시장성이나 도구주의(instrumentalism) 개념
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유용하고 의미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본다.2) 따라서 로컬푸
드 운동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와 공동체적 가치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이러한 가치는 운동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실제적 동기와 괴리된 채 추상적이
고 이념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뢰와 상호성 같은 공동체적 가치는 이를 내면화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단기간
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만큼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신뢰형
2)

“달리 말해서, 배태성이 시장성과 도구주의의 대척점에 서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한 경제
사회학 분야에서의 시장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경제적 형식 속에서 사회적 연결망들과 문화에
주목해왔다. 배태성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관점은 가격이 여전히 문제일 수 있으며, 활발하고
유의미한 사회적 유대 속에서도 때로는 이기심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Hinrichs, 2000: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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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목표하에 운동구성원들을 집합적으로 묶어주는 공통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정동일(2012)은 로컬푸드 운동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비자주의 운동
의 성격,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개혁운동의 성격, 공동체
의 신뢰와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운동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실제 생산자인 농민은 오히려 로컬푸드를 농민의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소비자는 로컬푸드를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확보
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동참여자들이 처
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달라지며, 물질적⋅경제적
동기는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편파
성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간의 공통의 동기를 형성하기는 힘든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컬푸드가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서 등장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기본
적으로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들에 대한 불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재의 이해관심보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불안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연대형
성으로 가기 위한 운동구성원들의 공통의 출발점으로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생
산자, 소비자, 또는 활동가 집단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게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각각의 집단이 지각하는 위험
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생산한 농산물의 불안정한 판로와
시장가격이야말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지각되고, 소비자에게는 불확실한 식품
안정성이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며, 활동가에게는 농촌 공동체의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
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위험으로 지각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 인식의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과연 집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위험사회에 대한 울리
히 벡의 논의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불안의 연대로, 집합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
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듯 보인다.

2. 근대적 먹거리와 위험사회론
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Douglas and Wildavsky, 1993: 11-26)는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불
안이 외부의 자극에 대한 어떤 심리상태이기 이전에 위험을 지각하고 평가하는 인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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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확신과 공포의 조합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 삶의 형식에 따라 어떤 위험은 높게 평가하고 다른 위험들은 낮
게 평가하는 문화적 쏠림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메리 더글라스(Douglas, 1997[1979])는 어
떤 대상도 그 내재적 특성이나 내적 논리에 의해 오염된 사물이나 위험한 대상으로 규정
되지 않으며, 이는 항상 우리가 가진 분류체계의 부산물이라고 말한다. 위험하거나 불결
한 사물이 위험하거나 불결한 이유는 그 사물이 우리의 인식의 틀에서 위험이나 오염의
관념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즉, 위험에 대한 지각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과정인 것이다.
더글라스의 논의를 따르면 위험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체계에
따라 상대적인 평가도식에 기반하며, 뿐만 아니라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자가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위험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위
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인 불안은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인식론적으로 편향된 지각과 평
가의 틀에 딸려오는 부수적 결과물일 수 있다. 하지만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불안이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집단적 인식의 편향성 문제에 국한될 수 없
다고 본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더 이상 인식 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
제이며, 울리히 벡은 이를 근대/근대성(modern/modernity)이라는,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다양하고 상대적인 인식들의 동일한 사회적 지평을 드러냄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
고자 한다. 위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은 개인적이다. 하지만 그 불안을 야기하는 위험은
사회구조적이기 때문에 집합적이고 공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다.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의 위험을 전통적 위험과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 위험으로 구분
한다. 전통적 위험이 자연환경이나 과거로부터 전해내려온 전통적인 문화구조로부터 우
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에 기반한다면, 근대적 위험은 자연을 정복하고, 전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근대화 과정, 특히 생태적 위험이나 핵위험, 금융위험 등과 같이 근대적 합리
성과 지식 그 자체로부터 야기된 위험을 가리킨다.3) 벡은 위험(risk)을 위난(danger)⋅위
해(hazard)⋅위협(threat)4)과 구분한다. 위난⋅위해⋅위협이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으로
3)

루만(Luhmann, 1988)의 경우 위난(danger)과 위험(risk)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위난과 달리 위
험은 미래에 일어날 피해의 가능성이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 벡은 한편으로
이를 전통적 위험과 근대적 위험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듯 보인다. 벡에게 근
대적 위험은 근대성 자체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말한다. “종래의 위난(danger)들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위험은 근대화가 지닌 위협적 힘 및 그 의심스러운 지구화와 결합된 결과이다(Beck,
200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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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위험이라면, 위험은 오히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세계상황과 관련하여 잠재적
으로 존재한다(Beck, 2010: 30). 따라서 위험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구성요소를 표현(Beck,
2006: 73)”하며, 다가올 미래의 재앙으로서 기대하고 예상되는 사건으로 존재한다. 근대적
합리성은 합리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무지를 포
함하며, 근대적 위험은 그러한 잠재적인 부수효과를 가리킨다. 따라서 근대적 위험은 아
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근대적 합리성의 수행과정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수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벗어
나 있다.
울리히 벡은 근대화 과정이 초기부터 부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위험이 증가하는 과정
이라고 본다. 하지만 근대 초기에는 이러한 위험이 단지 ‘잠재적인’ 부수효과로 분명히
인지되지 않은 채 무시되거나, 보험과 같이 화폐가치를 통해 가시적인 부로 ‘번역’해내
는 방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의 정복과 전통으
로부터의 해방 속에서 “과거는 현재에 대한 규정력을 상실(Beck, 2006: 74)”하며, 근대적
위험이 보다 체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생산되면서 그동안 미래로 지연되고, 방치되며,
무시되었던 위험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울
리히 벡은 이를 위험사회라 부른다. 위험사회의 위험은 핵위험과 같이 더 이상 화폐가치
로 번역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위험이 얼마나 치명
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은 합
리적으로 대비 불가능한 위험이며,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론적 위험이다.
글로벌 식량체계는 근대화와 함께 성장해오면서 근대적 위험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논의가 가감없이 적용될 수 있다. 전통적인 식량체계는 일반적으
로 상당비율의 인구가 식량생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으며, 그 규모도 제한적이었다.
유통과 소비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식량의 공급은 계절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 종류와 양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전통적인
식량체계 역시 매우 큰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도시화는 도
시를 중심으로 먹거리를 자족하지 못하는 거대한 수요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를 촉진시켜 식량생산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 유통부문에 있어서도
거대한 상업시장이 형성되고, 운송수단의 확장과 저장 기술의 발달로 돈만 있으면 누구
4)

여기서 언급하는 위난(danger), 위해(hazard), 위협(threat)은 영어판 뺷위험사회뺸의 번역어이며, 모
두 동일한 독일어 Gefahr의 영어 번역어이다(Beck, 20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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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필요한 먹거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근대적인
식량체계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도시의 식량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Beardsworth and Keil, 2010[1997]: 60-64).
문화적인 차원에서 식재료를 다루는 방식들, 식재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선호,
식사 매너 등 식재료를 둘러싼 우리의 실천들도 크게 변화를 겪었다. 이제 음식을 보존
하기 위해 굳이 염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음식을 익히는데 각종 수고를 덜게 되었다. 먹
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각종 금기나 미신에 의존
하기 보다는(Harris, 2012), 점점 더 위생학과 식품영양학의 지식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거대한 상업시장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됨에 따라 이때
부터 이미 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원
인을 진단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근대 초기에 나타났던 이러한
위험들을 이미 예민하게 감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뒤르켐에 따르면, 사회분화가 진전될수
록 고립된 환절형 사회들이 융합되면서 거의 모든 사회를 포괄하는 단일 시장이 만들어
지고, 이 거대한 규모의 시장에서는 적절한 규제와 시장질서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해 산업적⋅상업적 위기나 파산과 같은 경제적 아노미가 발생하게 된다(Durkheim, 2012:
527-549). 마찬가지로 그는 산업사회에서의 자살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노미 현상의
사회심리적 측면에도 주목하는데, 그는 이러한 심리적 아노미를 욕망을 규제하는 사회도
덕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Durkheim, 2008).
또한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점은 수요-공급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
격신호에 따라 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메커니즘인데 농업 생산은 농산
물의 수확까지의 생산주기가 보통 1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공급 불안정이 있을 경우 이
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또한 농산품, 특히 곡물의 경우는 그 상품의 특성상 수요
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공급의 힘의 논리가 제대로 작
용하기 힘들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수요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그 공급량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효
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적의 가격 형성이 어렵다.
근대 초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은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는 직접적
으로 가시적인 위해로 나타나지만,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위험은 아직 잠재적인 형태로 남
아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가시적인 부 앞에서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위험은 무시되고, 위험과 위해가 번성하는 사회적 토대가 된다(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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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0-91). 게다가 2-3세기에 걸친 오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가시화되는 위험
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해 온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산업화와 근대적 제도의 구축과정
을 불과 3-40년 동안에 밟아온 한국사회(Chang, 2009)5)에서는 많은 경우, 농촌사회에 가
시적으로 나타나는 위험들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개별 농가들이 이러한 위험을 떠않게 되었다.
근대적 식량체계의 형성과 함께 농촌과 도시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나타
났지만, 그럼에도 근대화 초기에는 지역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에서 소비함으로
써 생산과 소비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호의존관계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근대화가 심
화됨에 따라 근대적 식량체계는 지역적 상호의존관계를 벗어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재
조직된다. 이러한 과정 하에 나타난 글로벌 식량체계는 세계 각 지역에서 각기 독립적으
로 유지되어오던 식량사슬을 세계적인 규모로 품목, 지역, 영역별로 분화시키는 통합적
모델이며, 글로벌 식량체계로의 변환은 그 자체로 국경을 초월하여 농민으로부터 소비
자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참여자들을 시장을 매개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산품의 산지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오르는 그 일련의 과정에 개재하는 자본들의
영역확대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위험의 파급력 역시 전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나게 되었다.
울리히 벡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심리적인 수준에선 불안으로 나타난
다고 본다. 불안이라는 심리상태를 위험과 직접 관련지었던 선구자로는 프로이트를 꼽
을 수 있다. 프로이트(Freud, 2003a[1920]: 276)는 불안을 어떤 위험을 예기(豫期)하거나
준비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보았다.6) 프로이트에게 불안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갑작스런 심한 외적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나타난
다. 그에 따르면 불안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외적 충격에 대비해 그에 비길만한 심적
에너지를 미리 집중시켜놓음으로써 트라우마적 사건과 맞닥뜨리더라도 그 정도를 완화
5)
6)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 선진국형 위험요인과 후진국형 위험요인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을 장경섭은 ‘복합위험사회(complex risk society)’로 규정한다(장경섭, 1998; Chang, 2009).
프로이트가 말하는 불안은 벡이 말하는 위험과, 그리고 경악과 공포는 위난이나 위해, 위협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악(Schreck), 공포(Furcht), 그리고 불안(Angst)이 동의어적
표현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들은 사실상 이들 각각이 위험과 맺는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불안은 설령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어떤 위험을 예기하
거나 준비하는 특수한 상태를 일컬음이다. 공포는 두려워 할 지정된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
나 경악은 어떤 사람이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위험 속에 뛰어 들었을 때 얻게 되는
상태에 붙여진 이름이다(Freud, 2003a[1920]: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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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일종의 방어기제로 작동한다.7) 따라서 불안이라는 심적 보호막은 오직 외부의 자
극, 즉 위험이 주는 심리적 자극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며, 내면의 본능적 욕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본다(Freud, 2003b[1926]: 216). 그렇다면 불안은 이러한 소극적인 심리적
방어기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집합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일단 위험은 그 비가시성 때문에 일상생활의 일차적 경험 속에서 인지되기 어
렵다. 위험은 일상적 경험과 단절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화학공식이나 생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등을 동원함으로써 가시화될 수 있다. 물질적 궁핍의 상황은 객관적인 물리
적 상황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물질적 궁핍의 고통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이 연
결되어 있다. 그러나 불안은 지식을 매개로 해서만 객관적인 위험에 대한 지각으로 나아
갈 수 있다. 근대 초기에 과학은 자연이 주는 위협, 전통적 삶의 방식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들을 가시화하고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통적인 식량체계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생물학적 지식 등은 작물 또는 육류 생산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
해나갔고, 운송 및 저장 기술은 유통, 관리의 불확실성과 부패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섯가지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각 영양소의 필수섭
취량이나 각종 질병에 적합한 식이요법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전통적 위험
에 대한 불안은 이처럼 과학적 지식을 통해 위험이 해석되고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 해
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 위험에 대처하기만 하면 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오늘날 새롭게
부상한 근대적 위험의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과학
은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 바
로 그 위험의 기원과 성장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Beck, 2006: 112).” 게다가
현대사회는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위험들에 대한 정보들로 넘쳐난다. 이렇듯 모든 위험
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위험에 관심을 집중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된다. 이는 위험과 관련한 지식에의 접근가능성, 예상되는 위험의 유형이나 피
해의 정도, 그리고 위험으로 인해 누가 고통을 받는지 등의 사안들과 관련이 있다. 예상
되는 위험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고려되는 위험순위에서 밀려난다. 충분히
7)

프로이트는 언뜻 보기에는 쾌락원칙을 위배하고 불쾌를 추구하는 듯한 반복강박증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심적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외상적 사건과 조우한 결과 심리상
태의 균형이 무너질 때, 심적 메커니즘은 일부러 불안 상태를 만들어 마음 속으로 외상적 상황
을 재현해 내 그 에너지를 구속하려 하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행하게 된다(Freud, 2003a[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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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유독 화학물이나 유전자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었을지 모
를 식품들을 보다 확실하게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잘 받고 정보에 주의를 기울
이는 사람들은 식품화학이 미치는 유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험에 대한 지식들 자체도 완벽한 확실성 속에서
위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그저 확률적으로만, 일련의 ‘시나리오’
들만을 양산한 채 지식들끼리 과학의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가 지식사회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지사회라고 말한다(Beck, 2010: 207-226). 이 때
‘무지’는 실험실적 상황에서 통제된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과 관련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
의 수행, 실천, 결정들이 스스로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들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아직-알지-못함’이 아니라 알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무지(Beck, 2010:
211)”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세랄리니(Gilles-Éric Séralini) 연
구팀의 논문이 뺷식품과 독성학(Food and Chemical Toxicology)뺸에 실리기로 했다가 게재
가 취소되었던 사건(뺷사이언스 온뺸, 2013.11.29)8)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험에 대한 과학
계의 평가는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더이상 자유롭지 않으며, 학계 내에서도 점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듯 보인다. 화학비료나 잔류농약의 문제도 ‘허용수준’이라는 말이 보여주
는 것처럼 더이상 중독의 예방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동식물과 인간이 얼마나 많은 양 또
는 적은 양의 유독물질을 견딜 수 있는가, 미량이 얼마나 큰 것일 수 있는가, ‘견딘다’는
것이 이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Beck, 2006: 120)”가 되고 있다.
울리히 벡은 과학이 위험을 규정하거나,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비합리적이라
고 판정하는 판관노릇을 할 때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한다(Beck, 2006: 110130). 근대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위험은 (그 수준을)평가해야 하는 지
식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 수용여부를)결정해야 하는 합의의 문제일 수 있다. 과학은 사
람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편향성만큼이나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8)

프랑스 캉대학의 세랄리니 연구팀은 2012년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독성 제초제 라운
드업의 독성에 관한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먹인 쥐가 대조군보다
조기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학계에선 실험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어났
다. 이에 대해 학술지 뺷식품과 독성학뺸은 2013년 게재를 취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업체가 개
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결국 세랄리니의 연구는 2014년 뺷환경과학유
럽(Environmental Sciences Europe)뺸을 통해 재출판되었다(뺷사이언스 온뺸, 2013.11.29; 2014. 2.11;
2014. 6.26). 세랄리니 연구팀의 연구는 http://www.gmoseralini.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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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지식은 그 자체로 권력이기 때문이다. 불안이라는 심리는 위
험에 대한 인식의 편향성으로 치부될 수 없다. 울리히 벡에게 위험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집합적 연대 속에서 사회적 합리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보인다.9) 따라서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사회적 논의와 비판 속에서 사회적 합리성을 획득해야 한다.

3. 불안의 연대로서 광우병 촛불시위
그렇다면 불안은 어떻게 집합적 연대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위험사회에 대
한 울리히 벡의 논의에 따르면, ‘이미-알고-있는’ 또는 ‘아직-알지-못한’ 위험과 달리 알
지 못하는 위험으로 둘러싸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서 부”보
다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목표로서 “최악의 것을 예방하는데 관심”을 두게 된
다(Beck, 2006: 97). 물질적 빈곤과는 달리 위험은 특정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근대
적 위험은 현실화되었을 때, 그 피해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며, 그 결과는 파국적인
수준으로 치닫곤 한다. 이러한 위험의 보편성은 위험에 대한 불안심리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10)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먹거리 위험 역시 특정 지역
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먹거리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불안심리는 실제로 2008년의
광우병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사상초유의 대규모 시위를 이끌기도 했다.
1996년 영국의 광우병 사건 이래로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국은 광우병 위험을 둘러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중지와 재개가 반복되다가 이
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급작스레 타결되었다. 촛불
집회는 2008년 5월 2일 저녁, 급식을 하기 때문에 광우병의 잠재적 피해위험에 직접적으
로 노출된 여중생들이 청계광장에 모여들면서 시작되었다(김철규⋅김선업, 2009; 홍성태,
2008). 이는 점차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대규모 시위로
9)

10)

울리히 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안(anxiety)의 공동성이 필요의 공동성의 자리를 차지한다.
위험사회의 유형은 이런 점에서 불안에서 비롯된 유대가 생겨나고 정치적 힘이 되는 사회적
시기를 보여준다(Beck, 2006: 98).”
이는 물론 이러한 불안이 단지 개인의 신경증적 불안에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
다. “왜 위험에 대한 일부 반응은 정상적이고 일부 반응은 신경증적인가? 더 정확히 말해 현실
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프로이트의 답은 현실적 불안은 알고 있는 위험
에 관한 것이고, 신경증적 불안은 알지 못하는 위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알지 못하
는 위험을 이해하는 데에서 우리는 불안은 단순히 대상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대상 상실의 위험
에 대한 특정한 반응이라는 단서를 얻는다(Salecl, 2015: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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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위에 참여한 주체들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인식이 얼마나 객관적인 위험평가
에 기초하고 있는지만을 추궁하자면, 점차 확산되는 시위양상에서 비정상성을 보거나, 배
후세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홍성기 외, 2009). 그러나 박희제(2004:
12-13)는 전문가의 위험평가와 일반시민의 위험인식 사이의 차이가 정보의 양과 질의 문
제만은 아니며 쌍방향적인 위험정보소통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일반시민들은 더이상 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는 수용자가 아니다. 게다가 촛불시위가 객관적인 위험 평가 이전에 위험 수용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비판은 논의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11)
이처럼 “사회운동은 위험 기술자들이 전혀 답하지 않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기술자들은
실제로 질문받은, 그리고 대중의 불안을 키우는 문제점을 놓쳐버린 답변을 제시한다
(Beck, 1992: 30).” 실제 촛불집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인 대응방식에 시민들이 분노하며 점차 대규모 시위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집회의 의제 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채 그
동안 부와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 무시되어왔던 다양한 잠재적 위험들에 대한 논의가 수
면 위로 떠올라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과학적 합리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위험 인식은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과학에
의존하고 있다. 과학적 합리성은 무엇보다 이러한 근대적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불
확실성,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불안의 원인이 되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제거하
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벡은 이를 칸트의 표현을 빌려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
(Beck, 2006: 69)”고 지적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집합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
미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리적 불안에 기초한 집합적 행동이 그저 단순히 우발
적인 사건으로 끝을 맺을지, 사회적 합리성의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분명하지 않다. 먹거
11)

이런 점에서 ‘과학적으로 100%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위험한 것이다’는 주장을 ‘비과학적
인식유형’으로 치부(홍성기 외, 2009: 36)하기보다는 ‘위험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우선성’
을 주장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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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위험에 대한 불안은 촛불시위가 사그러든 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SSK먹거리지속가능성 연구팀이 2011년에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촛불시위
이전인 지난 5년전과 대비해 먹거리 위험이 더 심각해졌다는 의견이 73.1%로 압도적으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병선 외, 2013: 51).
하지만 그와 함께 먹거리 문제는 보편적인 시민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구체적인 실천
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중고생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기피는 물론 먹거리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철규⋅김선업, 2009). 뿐만 아니라 먹거리 위험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
제로 인식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보와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식품이나 국내
산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노력에 적극적인 소비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이
해진, 2012).

Ⅴ. 불안의 정치학
먹거리 위험은 이제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닥칠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는
일정부분 막스 베버의 테제를 반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벡에게 있어 위험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무지에서 오는 실존적 불안은 마치 막스 베버(Weber, 2010)의 뺷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뺸에서 종교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칼뱅주의 교도들의 종교
적 불안과 닮아있다. 베버가 이러한 종교적 불안을 자본주의의 경제적 합리성을 추동한
동력으로 분석했듯이, 벡은 근대적 위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실존적 불안이 사회적 합
리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위험사회에 대한 울리히 벡의 논의는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의 실존적 불안이 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 특히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
기하는 먹거리 위험을 근대성의 지평에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집합적으로 저항할 수 있
는 공통의 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위험
이 점차 일상적인 경험의 수준에서 보지 못하고 지각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과학에게,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는 듯 보인다. 과학적 지식이 위험을 야기하는 스스로와 대면하고 성찰적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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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권위의 신화로부터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을 포함한)과학은 우리의 불안들이 새롭게 지각한 위험들을 적극적으로 해석
하고 이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들을 가시화하고, 이를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지식인들 역시 글로벌 식량체계의
위험에 저항하는 실천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컬푸드 운동은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에 저항하는 공통의
실천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먹거리 위험에 대한 불안은 먹거리 위
험을 야기한 사회구조, 글로벌 식량체계에 대한 저항으로 직접적으로 향할 때 사회적 합
리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울리히 벡에 따르면 근대적 위험은 그 자체로 보편화 경
향을 가지고 있다. 위험은 일시적으로는 계층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지만 근대적 위험이 확장됨에 따라 위험은 자신을 생산했고 이로부터 이득을 얻었
던 본거지에로 되돌아가는 ‘부메랑 효과’를 보이며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Beck, 2006: 78-80). 글로벌 식량체계가 야기하는 위험들 역시 특정 집단에 한정
되지 않는다. 생산자인 영세농민의 몰락은 결국 소비자의 먹거리 위험을 가중시키며, 농
민은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식량체계로 인한 유해 농산물에 노출
될 위험으로부터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 할 것 없이 현대사회에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먹거리 위험의 보편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능동적으로 모색하
는 주체로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해진(2012)은 주어진 먹거리를 수동적으로 선
택, 구매하는 종속적 소비자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먹거리의 생산지와 가공방식을 묻고,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소비자를 먹거리 시민으로 분류한다. 마
찬가지로 생산을 규모화하기보다 공용우사나 공용농기계 사용으로 생산을 조직화하거나
순환농업의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등 먹거리 위험을 만들어내는 생산방식을 거부하
는 생산자는 단순히 생산자를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하기를 기다리며 잠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는 위험이
현실화할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은 언제나 비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허구가 아니다. 일년 내 피땀흘려 지은 농작물이 시장가격의
폭락으로 한순간에 쓰레기가 된다거나 유해 식품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험은
생생한 존재론적 지위를 획득한다. 위험사회라는 조건은 위험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
는 이들 모두에게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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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Solidarity for Local Food Movement
-Focused on Beck’s Risk Society Thesis and
the Solidarity of Anxiety-

Lee, Taehun⋅Park, Sung Hoon

Abstract
Local food movement, which aims to restore its social relationships and to form trust,
needs to be distinguished from local food system and to mainta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it. Local food movement as a social movement may need to mobilize the common
spontaneous motivations without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each participants from the
first, but aims to build social solidarity and trust in the long run. This paper used Beck’s Risk
Society Thesis and his concept of the solidarity of anxiety to examine the potential of the
anxiety about global food risks to foster solidarity for local food movement. Psychological
anxiety about global food risks would be justified by Ulrich Beck’s Risk Society thesis.
Psychological anxiety about global food risks in the modern world extends to collective and
public problem, because the risk causing the anxiety is structural although the anxiety is yet
personal. Furthermore the anxiety about global food risks is possible to go head to head
against the global food system so as to attain the social rationality.
Keywords : Local food movement, Global food risk, the solidarity of anxiety,
second modernity, Risk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