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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길, 사회적 

갈등의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한 

시점”….‘기후변화 콜로키움’ 개최
- 英 서섹스대 정치경제학자 벤자민 소바쿨 교수 초청 강연 진행  
-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한국도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 찾아 갈등 해결해야”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 피해와 불평등 보듬는 것이 에너지 정의”

11월 15일,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올리브룸에서 제 4회 기후변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기후변화 콜로키움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
획되었으며, 본 행사는 경기연구원, (사)에너지전환포럼, (재)지구와사람이 공동으로 주최
했다.  

4회째를 맞은 기후변화 콜로키움에서 지구와사람 강금실 이사장은 “기후변화는 에너지와 
일자리, 산업 변화를 넘어 생존이 걸린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러한 자리는 적응과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지 진지하
게 대화하는 장으로, 성숙한 전환을 이끄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해외연사로 참석한 영국 정치경제학자 벤자민 소바쿨 교수는 ‘에너지 분권 패러다
임의 정치학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
하는 불평등 문제를 다뤘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이행하는 과
정에서 역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총체적 관점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개인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의 권리는 충족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이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의 
회피보다는 어떻게 정의롭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소바쿨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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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한국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
자리 문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현장에
서 겪게 되는 에너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고 일관성 있게 풀어나갈지 해법을 모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한국에서는 비수도
권에서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이 존재했
다.”며 “기존의 정책을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도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며 “더 바르고 빠른 에너지 전환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가 가
진 고유한 가치를 지키며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이에 소바쿨 교수는 덴마크는 풍력의 80~90%가 회사소유가 아닌 협동조합, 중소기업, 
농민소유이기에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독일에서도 태양
광 패널은 가구가 소유하고 지역에서 보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에너지의 중요
성도 함께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정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정책, 거버넌스, 규제가 
짜임새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바쿨 교수는 영국 서섹스 대학교 경영대학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소속의 
에너지 정책학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분야는 에너지 정책과 정치경제이다.

▼토론회 링크▼
https://youtu.be/R36dpdo2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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