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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7월 로마에서 개최된 G20 문화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도
‘문화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자’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다짐이 있었다.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더라도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도 환경과 공존하지 못한다면 시대적 가치를 잃기 마련이다.
어떤 이의 창조가 발현되고, 또 대중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그 모든 과정이
환경적으로 온전히 무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이러한 고민과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이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창조자들의 연구(Research) - 창작(Creation) - 제작(Production)의
플랫폼을 지향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공익적 역할과 그리고 그 실천 방안을 담았다.
우리는 창조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에너지와 다량의 폐기물들을 목격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변화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약하나 이 가이드북은
옮기는 것에서부터 조성·설치, 홍보, 운영, 폐기 등 그동안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방식을
대체하거나, 새롭게 접목해 볼 수 있을만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얼마 전 작고한 시대의 사상가 버나드 스티글러(Bernard Stiegler)는
반인류세(the Neganthropocene)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인류의 행위가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시대를 뜻하는 ‘인류세’가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야기했으니
반인류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가이드북이 반인류세적 시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인류의 존엄한 ‘창조’의 과정에 가장 필요한 참고서가 되기를 바래본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 활동이 지구시스템의 작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가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귀환하고 있다는 인식은 인류세 담론들의 공통분모를 이룬다.
그 중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안타깝게도 그
부정적인 영향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에 정부와 국제
사회는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기후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실천적 참여가 절실하다.2) 이는 단순히 동시대 기후
문제 해결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민이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즉, 현세대의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자원과
환경을 사용에서 필요는 충족하되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전과 경제 개발이 균형을 이뤄 발전하면서 미래세대가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지도 않고 그들의 여건과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써 교육을 강조하며
UN이 내놓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에서 문화발전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간존재의 ‘발전’ 문제에 접근할 때 ‘문화’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하며,3)
경제발전의 목적이자 바탕으로서도 사회의 잠재력 활성화 및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화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토대임을 시사하며, ‘지속가능발전’이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관개념 뿐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문화’를 그 기반으로 삼는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후 환경 이슈는 단편적으로만 다뤄지고 있으며 관련한 법이나 정책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가 기후환경과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환경 정책이 예술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삶 모든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문화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비와 수많은
폐기물 문제 또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발언하며, 변화된 행동으로 지속가능한 다음을 준비하여
친환경을 넘어 경영하는 방식, 생산하는 방식, 공유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등을
집합적으로 아우르는 실천적 태도의 전환이 절실하다.5)

1) 김홍중, 「인류세의 사회이론 1: 파국과 페이션시(patiency)」,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9, p.4.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과 문화예술 콘텐츠 융합을 통한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6, p.3.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지속가능한 미래와 문화예술교육』, 2011, p.3.
4) 위의 글, p.4.
5) DOOR CREATIVE,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 지속가능성의 역설」,
https://www.doorcreative.com/magazine19/bs48d5mwjd42nb2g6aa3ln7ektwfdb, (2021, 9. 6.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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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화·예술 산업은 사회·경제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다변화 되며 적응해
왔고, 때로는 선도해왔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
해왔다. 이제 문화예술은 우리시대 가장 중요한 지구촌 이슈로 떠오른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후환경과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으며, 문화산업 전반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 창제작 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의 경우 2019년 진행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시민이 참여한 업사이클링 창제작 워크숍,
전시, 공연 등을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줬다. 또 <ACC
소셜디자인>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문화·예술과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폐기물, 잉여 자원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산업 중 특히 전시 콘텐츠 창제작
산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환경문제 인식정도와 환경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현황과
한계점을 탐색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콘텐츠 창제작에 있어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전시 콘텐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노력들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산업 전반에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증진과 적절한 노력을 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적 노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 을 수상한 리투아니아관.
쓰레기로 가득 찬 해변 연출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구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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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속가능한 콘텐츠 기획·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문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는 UNESC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문화정책 또한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으므로,
논의의 역사적 과정에 따라 시계 열적으로 고찰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전당의 다양한
창제작 콘텐츠 중 시각콘텐츠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기후환경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분석과 정책적 방안·동향 조사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출현과정 및 주요 내용, 이들 의제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리뷰
: 우리 정부의 각 분야별 대응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 계획 주요내용, 관련 정부정책 등)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문화 간의 관계 및 그간 문화 분야의 대응 분석
: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제작 관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황 분석

② 지속가능 콘텐츠 기획·운영 사례조사
: 국내외 지속가능한 창제작 콘텐츠 주요 내용 사례조사 및 분석(기관, 콘텐츠, 창작자 중심)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③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기획·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기획·운영을 위한 지향가치, 지표 및 실천과제 도출

④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ACC의 공간 중 가장 많은 전시 콘텐츠가 생산·
유통되는 문화창조원을 중심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콘텐츠 기획·운영
방법들을 모색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연구 및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대응 및 조치에 관한 내용, 국제
사회 의제의 실천과제 등에 대한 방안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
에 대한 문화 부분의 환경 관련 대응 정책과 인식 제고 행동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문헌 및 자료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방안들의 실천적 행동들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현장
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기획·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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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지속불가능의 시대, 지속가능에 대한 물음
우리시대 쏟아져 나오는 기후환경에 관한 보고서들이 예측하는 또는
목표로 잡는 최장기 미래 시점은 대개 2100년이다. 예컨대 유엔(UN)의 6차 기후
변화보고서는 미래의 기후변화를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850~1900년과
비교해 단기(2021~2040), 중기(2041~2060), 장기(2081~2100)로 구분하여 전망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 상황은 단기로 예측된 모든 시나리오를 빠르게
초월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우리의 시나리오는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실상 지구는 그보다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기후 위기에
맞서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100년은 언뜻 현재와 별 관계없는 먼 미래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 세대만 더 나아가면 22세기 한복판이다. 기후 위기는
지구 어디에 있든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모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위기다.
그저 변화한 기후로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가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감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결국 공감 할 수밖에 없는 가설이 바로 기후 변화와 생태
문제로 인한 파국의 가능성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John Urry)는 이렇게
말한다. “석탄, 가스, 그리고 석유라는 화석연료가 현재 에너지 사용의 80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화석연료를 태우는 기술, 그리고 열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 지난 3백년간 세계 경제와 사회가 체험한 가장 중요한 변동이었다. (중략)
그런데 이처럼 기후를 변화시키는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탄소자원의 급속한 착취를
통해서 서구의 에너지 전환자들은 지구의 궤도를 규정하고, 지질학적 시간의 명백히
새로운 단계를 촉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어리가 말하는 “지질학적 시간의
명백히 새로운 단계”의 징후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양의 산성화, 거대 숲의 파괴, 인구증가, 방사능 낙진,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축적, 생물 종들의 멸종, 강의 흐름들의 변화, 탄소의 순환과정에 발생한 재앙적
변화들이 그것이다.6)
실제로 산업혁명 이래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환경에 대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280ppm으로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던 대기 중
CO 농도는 인류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파르게 치솟아 2018년에는 410ppm을
돌파했다. 지구의 기후 메커니즘이 돌아올 수 없는 선, 즉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생태학자들은 지구생태계가 지금과 같은 인간
활동에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척추동물의 개체수가 지난 1970년 대비 약 60% 감소
했다. 최근 한국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빈번해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

6) 김홍중, 「인류세의 사회이론 1: 파국과 페이션시(patiency)」,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3호, p.4.

7

이론적 배경

한 생물다양성 감소, 질병, 홍수 등과 같은 영향이 타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2004~2013년 동안 한반도의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연강 수량은 지난 30년 동안의 값에 비해 약 7.4% 증가하였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심지어 상승률은 전 지구 해양
평균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다. 연평균기온 또한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에
RCP4.5에서는 2°C 이상, RCP 8.5에서는 4°C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역시
지구적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징후는 결국 자연재해, 식량과 물 공급의 불안정,
경제적 혼란, 분쟁 및 테러를 가중시켜 인류는 끝끝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 공감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점이 온 것이다. 결국 기후 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현재,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변화시켜야 하는가? 환경문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환경에 대한 문제와 해결은 자연환경만이 아닌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실제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물론 문화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후와 환경 문제를
덮고 갈 수 없는 문화예술 산업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 할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고민하고 이를 예술교육으로 풀어내기도 하며, 예술가와 기획자들
은 자연환경과 생태 복원, 환경적 이슈 등을 주제로 하는 활동들을 선보이기도 한다.
또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은 기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끌어내기 위한 대중 참여 프로젝트나 페스티벌을 진행하기도 하며, 더불어 지속가능
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말만 하던 때는 끝났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요.” 영국 정부와 주요
문화 기관에 기후 위기 선언을 촉구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친 ‘익스팅션
리벨리온 Extinction Rebellion’의 활동가 윌리엄 스키핑(William Skeaping)의
말이다. 이제 우리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민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실천적 움직임
을 통해 이후 세대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담한 전환을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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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방안
지속가능에 대한 논의는 산업혁명 이후 본격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
적 확산과정과 수반된 이윤극대화 우선의 경제성장이 인류 문명의 사회 환경적
불균형을 파괴할 것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1982년 지속가능발전논의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조직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 ‘지속가능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한다.
“브룬트란트보고서”로 불리는 동 보고서는 환경과 경제 및 사회 각 부문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통합적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유엔 회원국에 권장한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UN을 중심으로 질병, 불평등 등 주로 개도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설정하였다.
이후 UN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틀 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인류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였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국정의제로 채택하고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의 5개 영역에서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SDGs의 17개 목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불평등 감소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

소비와 생산

기후행동

성평등

깨끗한 물과

적정 가격의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혁신

위생

깨끗한 에너지

경제성장

사회기반시설

수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보전

보전

강력한 제도

파트너십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범부처간 협의와 국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2018년도 국정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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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지구촌 협력강화 등 5대 전략 하에서 17개 목표를 수립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5대 전략

사람
평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구현

인권보호와
남북평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지구환경

파트너십

지구촌
협력강화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번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성장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이러한 지속가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다시 그린뉴딜, ESG, 탄소중립, 폐자원 절감, 녹색산업과 같은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로 연결되어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간다. 특히 지속가능과
연결하여 언급되는 정책 중 많은 부분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후
변화는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등 환경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매년 GDP의 5~20%에 달한다. 이는
빈곤, 불평등, 인권 등의 문제들로 다시 연결되어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현가능에 초점을 둔 정책과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ESG, 탄소중립, 폐자원 절감, 녹색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ESG는 기후환경 위기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방안으로 제시된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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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린뉴딜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전이 된 경제위기는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
능성에 기초한 국가 비전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 중에 있다. 반면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2000년~
2017년 동안 연평균 2% 증가)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생태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 사업 추진은 환경 분야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예술 등
전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는
크게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로 나눌 수 있다.7)
A.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공고화
: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시설에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 시키려는 ‘제로에너지화’
: 우리나라 자연·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B.

B.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A.

: 사람과 환경을 위한 기술로써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
: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하는 ‘공정한 전환 지원’

C.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C.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 마련으로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 청정대기, 지원순환, 스마트 물 관리 등으로 ‘녹색 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 육성’
: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녹색금융을 통해 ‘녹색 헌신 기반 조성’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국고 42.7조원)를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그린 뉴딜을 통해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형 그린뉴딜은
고정적이고 확립된 정책 패키지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현재진행형 정책이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저탄소 사회 경제 구조
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7)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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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SG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세가지 요소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친환경이 대두되는 현
시대에서 기업 등을 경영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점차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먼저 환경보호(Environment)측면은 현대 인간의 무분별한 기술 남용으로
파괴되어가는 생태와 오염된 수질, 공기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 여러
환경문제와 무관하게 경영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절약,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적 기업 운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청정기술 기반의 산업을 지향한다.
다음으로 사회공헌(Social)의 측면은 노약자, 기아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한다. 이러한 부분은 노동환경의 개선이나
안정화의 방안을 제시하며 차별을 줄이고 고용의 평등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Governance)의 측면이다. 이는 시대를 막론하고
운영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으로서 헌법의 틀 아래에 상식적인 윤리를
지키며 투명한 기업운영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ESG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기본 윤리 아래 사회의 소수자를 배려한 친환경적 요소를 중점에
두어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환경 및 생태 문제의 대두로 인해 ESG는 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ESG는 기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시작점부터
관여가 되어야 하며 구체적 실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친환경 중심의 제품
라인 구축,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활동,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대 등의
방안으로 구성 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ESG 경영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살피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도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ESG 경영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체계적 자료정리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ESG플랫폼’이 그것이다. 유럽의 ESG운영 기관인
아라베스크(Arabesque), MS, 서스테이나(Sustaina)등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ESG의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화하고 공유하고 있다. 항목별 ESG에
대한 주요 이슈는 아래 표와 같다.
ESG 주요 평가 항목

항목

환경

사회

지배

주요 테마

ESG 주요 이슈

기후변화

탄소발자국

천연자원

탄소배출, 녹말이용 플라스틱

오염과 낭비

미세 플라스틱, 유독성 물질생성, 쓰레기 방수, 오염수

친환경 기회

천연소재, 재사용, 신재생에너지

인적자본

노무관리, 구성원 건강과 안전, 인적자본 개발, 공급망

제조물 책임

제품 안전성과 품질, 화학제품 안전성,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성, 책임투자

주주 보호

주주 권리 및 항의

사회적 거리

의사소통 접근성, 금융에 대한 접근성, 영양 및 건강 기회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회, 오너십, 회계

기업형태

기업윤리, 부정부패, 금융시스템 안전성, 정보공시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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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온실가스 제거로 상쇄하여 순 배출량 ‘0’(넷 제로, Net
Zero)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주요 감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배출량으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는 2021년 1월 20일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 사회의 탄소 중립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EU와 캐나다를 포함하여 약 20개국이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약 100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기업, 투자자 등도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였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2022년~23년에 국가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은 아래와 같다.

수송

계획

① 정부조달을 통해 300만대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사용
① 2035년까지 전기발전 부문의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

②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 설치(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제공)

②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조세 인센티브 2배 확대

③ 2030년까지 신형 버스의 배출가스 제로 달성

③ 10년 이내에 ‘그린 수소’를 기존(conventional)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

①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 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
②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은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 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 제안
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저감을 골자로 하는,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표
② 배출 저감 대책 : 일본정부는 에너지원 자체의 전환·배출 절감, CO₂ 배출 억제 및
분리기술 개발, 친환경자동차 보급,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설비·가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CO₂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

13

이론적 배경

④ 스쿨버스 50만 대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 추진

①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송전략(2020년 12월 발표)
② 해양 및 항공 부문의 배출권 거래제(ETS) 편입
③ 자율자동차, 커넥티드카 등 다양한 운송수단 개발,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 연계
① 2050년까지 일본산 자동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 성능 실현
②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의 보급
③ 친환경 드라이브 지원 시스템의 보급 등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5대 방안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사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에 2035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공급(RE100) 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3대 전략으로 녹색분권, 녹색 발전, 녹색 인프라 및 그린 수송을 제시하였다.
전북은 2040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98%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중점의 태양광·풍력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① 기후변화 관련 총괄 연구 프로젝트인 ARPA-C* 신설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

② 에너지 저장, 네거티브 배출기술(NETs**),

** Negative Emission Technologies

차세대 건축자재, 재생수소(renewable hydrogen),
첨단 원자력 등의 기술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③ 청정에너지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①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2020년 11월 발표)
②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
③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까지)

① 재생에너지의 주된 전력원화
② 원자력·화력에 대한 의존도 축소
③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한 CO₂ 배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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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 또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는 인류의 창조성(creativity)과 정체성 그리고 발전의 근원이다. 특히 세계화와
국제 이주의 확대로 인해 문화다양성이 사회 통합의 핵심 가치로 떠올랐고
문화산업과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8)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와 발전’ 의제를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즉, 세계화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와 환경 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중심의 발전 방식을 성찰하고, 문화다양성,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특히 문화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획일적인 서구식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문화권에 적합한 발전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문화와
발전’ 논의의 주요 목표이다.9)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
으로 참여하고 국내적으로 또한 문화다양성에 관한 이슈를 확산시키고자 2018
년부터 문화와 발전 사업을 공동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술적으로도 문화적
속성을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속성을 문화유산 및 예술가치로 정의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문화적 속성을 결합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10)
실제로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환경, 경제, 사회)을 제시했을 뿐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의 힘(The
Power of Culture)’ 컨퍼런스가 문화예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과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더욱 구체화된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치 체계’를
제공하고 웰빙, 창의성, 다양성, 그리고 혁신에 기여하기 때문에 문화를 사회의
축에서 분리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존의 세 축에 ‘문화’라는 네 번째 축을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1)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으로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문화적 속성을 독립적인 평가 및 정책 수립 기준으로 인식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 기술적·환경정책적 측면과 함께 문화적인 것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수립에 힘쓰고 있다.12)

8)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국제 포럼’ 개최 -2018년 문화다양성 협약 국제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기념->,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225, (2021. 11. 17. 발췌).
9) innerself,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를 통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https://ko.innerself.com/social/democracy/reforms/
9778-real-sustainable-development-requires-change-through-culture.html, (2021. 11. 3. 발췌).
10) 황광선·염지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유형과 속성 및 문화적 요소의 발견: 지역에 따른 문화적 기반(속성) 차이는 도시의 지속가능 방향설정 및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 2019, p.287.
11) 민경선,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IDI 도시연구』 제 11권, 2017, p.220.
12) 황광선·염지선, 위의 글,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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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또한 지속가능의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이와 관련된 전략
들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기후 환경과 관련 정책적 실천으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국정 기조로 삼고 각 산업별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친환경적 노력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 전략을 발표해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 기후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내 놓았다. 문화전략은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과 규제정책 차원을
넘어 우리의 삶과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
광부는 우선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저탄소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패러다임을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에너지·도시·환경·
교육 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을
실현해가는 것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 생활문화기반 조성,
생태문화관광 등 녹색관광산업 육성, 미디어와 교육을 통한 녹색문화사회 전환,
저탄소 스포츠 활동 확산, 그린코리아 브랜드 마케팅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자발적
탄소제로 업무관리시스템 정착’의 6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2012년부터는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탄
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에 따라서 산업
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9개 부처가 합동 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20. 5. 6. 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되었
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는 제도로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녹색인증제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1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법률 제19469호 ‘탄소중립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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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법으로 여기에는 경제·사회 부문 뿐 아니라 문화 부분까지
포함되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생태 서비스는 환경복지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기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서비스는 한계가 있으며, 접근성을 높이고 유인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예술
적 콘텐츠와 결합된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환경과
문화·예술·디자인 등을 접목한 환경예술(Environment Art)은 생태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정부
혹은 민간 주도로 생태과학과 예술(Ecological Science+Art)을 결합한 다양한 환경
·생태 문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자연환경보건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와 어우러지는 자연혜택 증진'으로써 예술이 접목된 생태콘텐
츠 개발, 생태예술 체험시설 설치, 국민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발굴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시켰다.13)
그러나 여전히 문화 산업은 제조업, 축산업 등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과 배포 과정 등에서 생산·
소비되는 자원을 나열한다면 문화예술 분야 또한 기후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현대사회 모든 산업 부분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환경적 책임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산업 역시 동일한 혁신을 요구 받고
있다. 문화산업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화산업의 예로
들 수 있는 영상 산업이나 대형 박람회·전시 등은 콘텐츠 장제작의 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환경영향을 초래한다. 사전 제작 단계에서의 구조물과 재료, 소품 등의
원자재 소모,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인한 폐기물의 대량 생산 등 수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환경적 관심은
다른 산업에 비해 초라하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문화산업의 환경
영향과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지속가능한
제작관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또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NGO, 제작사, 기업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동의
환경 목표를 수립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국가별,
지역별로 지리적·문화적·생태적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작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툴킷, 체크리스트, 탄소 발자국 계산기, 환경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화예술 산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적지 않음에도 여전히 다른
산업에 포함되어 논의 될 뿐, 문화만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환경과 관련한 법이나
정책, 가이드라인 등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예술 산업 부문 역시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대응 정책과 문화
예술적 방법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3)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과 문화예술 콘텐츠 융합을 통한 기후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한국환경연구원, 201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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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예술 사업으로 기후행동 캠페인 <기후
시민 3.5>를 진행했다. 다양한 예술 분야 작가와 전문가, 600개 이상의 국내·외 기관,
단체 협업으로 진행된 이 캠페인은 국가, 기업, 개인,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기후행동
모델 제시를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행동에 대한 실천적 캠페인을 진행했다. 성남문화
재단은 2021년 전국 문화예술기관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제
운영’을 선언했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탄소 중립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14)
로 바꾸어 축제 운영에 디젤발전기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디젤발전기의
연료 소모량을 약 400리터로 산정했을 때, 이동형 ESS를 활용하면 약 1,038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국내최대 컨벤션센터인 코엑스도 ‘그린코엑스’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전시장 카펫 철거, 폐기물 재활용, 전시회 CO 배출량 계량화 조사,
전시회별 시스템 부스 및 친환경 자재 사용률 제도화를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새활용센터,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인천업사이클링아트센터, 시흥에코센터, 노원에코센터 등
기후변화와 환경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 시설들을 설립·운영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4) 탄소 중립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란 태양광이나 심야 전력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는 시스템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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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 조사
1. 국내·외 기관 중심 사례
문화예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ACC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로열 코트 극장(Royal Court Theatre)15)
로열 코트 극장은 2019년 10월 탄소 넷제로(Net Zero)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 전체 순 배출을 제로화 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탄소 넷제로 극장으로의 전환은 극장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단순히 기후변화를
소재 혹은 주제로 삼겠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극장의 프로그램은
물론, 건물의 에너지 사용, 물, 음식, 폐기물, 공연 제작과 투어, 운송, 티켓팅, 종이 및
통신 등 조직 전 분야에 걸친 운영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로열 코트 극장은 기후위기를 주제로 오픈 코트를 열었다.
개인과 조직 및 사회 모두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에 대해 예술가들은 토론, 강연,
영화상영, 공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로열
코트 극장이 탄소 넷제로 극장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아래는 로열
코트 극장에서 탄소 넷제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이 계획은 매년 약
300톤의 탄소를 생산하는 로열 코트 극장이 탄소 넷제로로 가기 위해 고민한
방법들을 예술기관, 단체 또한 대중들에게 알리고, 영향을 주고, 소통을 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로열 코트 극장 홈페이지

15) https://royalcourttheatre.com/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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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에 17개의 PV 태양광 패널이 탄소를 1% 줄임

로열 코트 극장의 지속가능 집중영역

1

에너지

- 영국의 재생가능 공급업체인 Good Energy에서 100%재생 가능 전기를 조달하고
Ecotricity에서 탄소 중립 가스를 공급함
- 메뉴에 있는 고기를 47%에서 25%로 줄이고, 탄소 함량이 가장 적은 고기와 생선을
사용
- 모든 메뉴의 탄소영향을 계산하고 그 정보를 가격과 함께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계산기를 메뉴 가격으로 의뢰

2

음식물

- 지속가능한 선택과 식품의 탄소배출에 대해 관객들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함
- 지역 기반의 제품을 조달, 공급망에서 플라스틱과 탄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
-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유량제한밸브, 격리밸브, 수조용량을 줄인 이중 플러싱, 절수형 샤워헤드 설치

3

물,청소 및
화학물질

- 화학약품, 플라스틱 용기 및 배송을 피하여 현장에서 생산된 무화학 Toucan 세척
시스템으로 전환
- 정원 빗물받이 설치
- 윤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여행지에서의 가격/시간/탄소 등을 측정하는 직원
및 예술가를 위한 여행 매트릭스 계산기를 만들 예정

4

여행 및 경비

- 영국 내 항공여행 금지(디지털 회의 또는 기차)
- 그린토마토(Green Tomato)에서 운영하는 전기택시만 이용
- 에코액트(eco-act)와 협력하여 모든 국제여행을 상쇄할 예정
- 물리적 제작을 위해 경제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보강
- 프레임워크에는 디자인 팀을 위한 핵심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음(대안 재료, 과정

5

제작

속도에 대한 기대관리, 물리적 요소들 재활용)
- 리서치와 윤리적인 절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마감일, 제작, 기술 프로세스를
연장/지연할 예정
- 동료와 협력하여 보관창고, 재료, 서비스 공유
- 탄소감축원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줄이는 것과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과정은 탄소집약도가 높음

6

쓰레기

- 음식물 퇴비부터 플라스틱과 종이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Sustainable Advantage와 협력
- 관객과 스탭들에게 재활용 물건을 포함하여 쓰레기 발생을 제한하도록 방향 제시

- 프린터를 친환경 모델로 교체, 각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인쇄물이 나오는지 파악
- 종이 공급은 가능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재고
7

티켓팅 및 종이 및
커뮤니케이션

- 티켓 재고량은 6개월 치로 보유하고, 티켓이 떨어지면 첫번째 디지털 티켓으로
전환
- 종이 없는 대본 제출과 낭독 시행

국내·외 기관 중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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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16)
영국 국립극장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이트 메뉴 중 극장의 정책들을
정리 해 놓은 Policies가 눈에 띈다. 정책 중에는 반부패 정책, Covid-19 위기관리,
성별 급여 차등 보고,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성폭력 정책과 환경 정책에 대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중 환경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직원들이 국립극장 전체에 걸쳐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아이디어와 함께
1

직원과 관객

영국 국립극장의 지속가능 집중영역

스스로의 실천과 의사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함
- 관객이 극장을 방문할 때 환경오염과 탄소 발자국을 이해하고 최소할 수 있도록 함

2

건물

3

운송

4

에너지

- 지난 2016년부터 에너지, 폐기물 및 수자원 탄소 영향을 25% 감소시켜 1970년대
건물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함
- 공연 투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자체 평가
- 탄소 중립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 교통 인프라의 급격한 변화 필요함
- 극장에 전원을 공급하는 모든 전기는 바람과 태양에 의해 생성
- 열과 발전소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전기를 생산

- 상업용 쓰레기의 67% 재활용(극장 바의 재사용 가능한 새로운 컵은 첫 3개월 동안
5

쓰레기

20만개가 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절약하였으며, 커피 찌꺼기는 수거되어
친환경 연탄재로 재사용, 6개월동안 커피 5톤을 수거하여 연탄 4,200장을 만듦)

- 2018년 지속가능한 외식협회와 협력하여 윤리와 탄소발자국을 고려한 식음료
6

식음료

정책을 검토하고 새롭게 단장함
- 모든 신선한 육류와 과일과 채소의 최소 60%가 영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 영국 외 지역의 모든 농산물은 공정무역 또는 열대우림 동맹이어야 함

- 현재 프로덕션 쓰레기의 43%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9%를 목표로
7

지속가능한 작품

하고 있음
- 제작팀과 협력하여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의 모든 단계를 검토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

이렇게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 건물의 효율성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투자가 포함되어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또한 프로덕션을
위한 Theatre GreenBook을 제작하여 관련 작업들의 기준 표준을 마련하였다.
Theatre GreenBook
(https://theatregreenbook.com/)

16) http://www.nationaltheatre.org.u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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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NT에서 열린 야외 프로젝션인 <Nowhere To Call Home>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는 영국 전역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낮에는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밤이 되면 사진은 NT의
플라이타워에 영상으로 투사되고, 이야기는 다운로드를 받아 들을 수 있다. ACC의
미디어파사드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다.

<Nowhere To Call Home> 프로젝션 전경

국내·외 기관 중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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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예술포털(Green Arts Portal)17)
Creative Carbon Scotland 및 Festivals Edinburgh가 개발한 녹색 예술
포털은 친환경 예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자원을 지원하는 무료데이터베
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기후변화 툴킷으로 다음 15개의 항목에 대한
매뉴얼들이 담겨 있다.

1. 건물
2. 케이터링
3. 자료수집
4. 개인
5. 사무실과 스튜디오
6. 정책, 방침
7. 홍보
8. 스태프 참여

9. 공급자
10. 임시, 야외장소
11. 투어링
12. 예술가와 일하기
13. 베뉴에서 일하기
14. 탑10
15. 관객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gap/

매뉴얼의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가이드북에서는 ACC의 역할과
밀접한 내용인 <14. 탑 10>만 싣기로 한다. 지속가능한 예술 환경을 위한다면 녹색예술
포털 사이트에 방문하여 이러한 매뉴얼들을 정독해보길 바란다.





스태프를 참여시키고 데이터 수집, 활동과 과정에 대한 소통과 보고를 책임질 환경 전문가
(큰 조직이라면 환경팀)를 지정하라.
당신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이사회 또는 최고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라.
환경 정책을 채택하라: 환경 정책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식과 목표를
설정하고 스태프, 공급업체 및 관객에게 우리의 일을 명확히 한다.
당신의 친환경 활동에 대해 소통하라: 친환경 활동을 시작하고, 활동의 기준으로 삼아라.



공연장, 기금기관, 관객들 모두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과 그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라.



전원 끄기 정책: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면 장소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 전원을
끌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라.



에너지와 물에 대해 모니터링하라.



폐기물에 대해 모니터링하라.



여행(출장)을 모니터링하라.





물 사용량 관리: 물 사용량은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하므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재정적,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자동차 같이 타기 권장: 웹사이트에 자동차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객이
도시, 극장을방문할 때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게 하라.

17)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ga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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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을 위한 열 가지 실천 사항

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일 지속된 대형 화재, 미세먼지, 그리고 지금도 매일 수 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바이러스 등 최근 지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잔인했다. 그러나 그 발원을
곰곰이 되짚어 보자면 인간의 대가 없는 사용에 대한 ‘자연의 역습’일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질학적 용어가 탄생했을까? ‘인류세’는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인 파울 크뤼천(Paul Jozef Crutzen)이 최초 언급한
개념으로, 인간을 뜻하는 안트로포(Anthropo)와 ‘새로운’이라는 뜻의 -신-cene이
조합된 지질학적 용어이다. 이는 ‘인간의 행위가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시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18) 현재 인류세는 지질학, 생물학은 물론,
인문, 사회과학 분야로까지 확산되며 담론을 형성하고 여러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사실 이 용어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시사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인간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은 자연에 대한 배려가
없었으며 그 결과 역시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고귀하다고 여겨온 인류의
‘창작’활동은 과연 인류세의 등장에 기여한 바가 없을까? 지난 2019년 일민미술관
에서 개최한 《Dear Amazon : 인류세 2019》은 인류세의 관점에서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화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전시의 도록을
확장한 단행본에서 영국의 미술사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T, J. 데모스(T. J. Demos)는
인류세 담론을 다루는 인문학적 자료들이 계속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19)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온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제로의 예술(Zero Makes Zero)>에서도
인간중심적인 창작 재료와 과정에 대해 경고하고, 사유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20)
이러한 시점에서 다분야 창작자들의 창·제작(Creation & Production)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ACC 소셜디자인 랩>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적 창작이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ACC 소셜디자인 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문화·예술 및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이다. 지난 2019년 하늘마당 환경캠페인을
시작으로 ‘환경’에 보다 초점을 맞춰 창·제작 전문 예술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소셜디자인 랩> 프로젝트을 통해
다분야 창작자와 버려진 자원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작품 및 상품으로 재탄생시
키고, 『ACC 그린뉴딜가이드북』을 발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창·제작시 실천
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이에 대한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보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창작’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실험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이자 결과물을 ‘창작 백신(ECO CREATION VACCINE)’ 이라 정의하고 이를

18) 최정은,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적 기술(Art of Living the Anthropocene)」,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ACKIS), 제97권, 2020, p.2.
19) 일민미술관, 『디어 아마존 – 인류세에 관하여』, 2021, p.51.
20) 제로의 예술 웹진, <가벽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김화용)>, https://0makes0.com/webzine/vol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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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체적 실천과정을 ‘이해-실험-개발-소비-정착’ 등 다섯 개의 장으로 펼쳐
나갔다.
ACC 소셜디자인 랩 사업의 추진 관점 및 프로세스

발견

정의

개발

전달

문제의 속성

집중해야 할 영역

잠재적 해결책

가능한 해결책

문제

문제정의

해결책

하늘마당

업사이클링

ACC 그린뉴딜

연구, 오픈톡, 워크숍

환경캠페인(’19)

창작 프로젝트(’20)

가이드북 발간(’20)

창작 프로젝트(’21)

이와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ACC 소셜디자인 랩은 보다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자들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전문가형/창작형 등 프로
젝트의 대상이 되는 타깃과 대중형/향유형 등 프로그램의 유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일반 대중은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보고, 창작자들은 각자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실험적
과정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ACC 소셜디자인 랩 사업의 타깃 및 유형에 따른 구조도

전문가형
워크숍
(전문가)

연구

에코
크리에이터
경진

릴레이
오픈톡
워크숍
(일반 대중)

업사이클링
문화상품
개발

대중형
향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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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형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해’의
장에서는 창작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의 실천과 환경 보전이 왜 필요한지 디자이너·
창작자·기업가 및 인플루언서 12인/팀의 강연을 통해 다양한 메세지를 생성하고
대중과 소통하였다. 이를 통해 제작한 영상 콘텐츠 12종은 4주 동안 3,053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94.5%의 응답자가 릴레이 오픈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제2장 ‘실험’에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Precious Plastic21)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누구나 참여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언적인 구호나 단순한

릴레이 오픈톡(프래그랩 이건희 대표)

캠페인 보다는 창작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실험적
과정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관기관을 비롯해 지역 내 협동조합, 커뮤니티와
함께 플라스틱 병뚜껑 약 1만개를 수집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한 금형(몰드)
을 활용하여 튜브용기 짜개, 카라비너, ACC 캐릭터 키링 등 새로운 가치를 지닌
굿즈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대중형 워크숍 과정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공예와
오픈소스 기술 공유 등 준전문가를 위한 과정을 별도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레셔스 플라스틱 시스템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지역 내
협동조합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프레셔스 플라스틱 워크숍(전문가 과정)

제3장 ‘개발’에서는 호남·제주권 10개22)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공학·공예·디자인·패션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미래의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대안적인 작품·상품 등의 시제품(Prototype)을 함께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당과 문화원은 복합·AV 스튜디오의 공간, 장비/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고 각 대학은 관련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갔다. 이를 통해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활용한 자가발전기,
열전효과를 이용한 웨어러블 타입의 발전기 등을 비롯해 여행용 캐리어를 업사이클
링한 보급형 인큐베이터 등 시제품 20종을 도출하였다.
제4장 ‘소비’에서는 업사이클링 기반의 사회적 기업과 함께 폐방화복을
활용한 북커버와 소방호스 케이스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봄으로써
대중들이 직접 소비하고 향유하면서 ‘창작 백신’이라는 개념을 우리 주변의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에코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21) 네덜란드의 친환경 디자이너 데이브 하켄스(Dave Hakkens)가 만든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계·설비 시스템을 일컬으며,
오픈소스 방식을 통해 기계와 몰드, 제품, 비즈니스 모델까지 제공하고 있음.
22) 군산대, 목포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호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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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5장 ‘정착’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ACC 콘텐츠
창제작 프로세스와 공간적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기획·운영 방식을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창작계 전반에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끊임없는 창조와 제작 과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창작 백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우선 리플릿과 포스터 제작 시, 수량을 최소화(전량소진)
하고 FSC(Forest Stewarship Council, 미국산림관리협의회)인증을 받은 재생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잉크 사용량 절감을 위해 한 가지 색상만 사용하여
인쇄하였다. 또한 버려지더라도 재활용이 쉽도록 비닐코팅과 후가공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행사장 안내와 홍보를 위해 배너, 플래카드 등을 모두 환경에 덜 유해한
타이벡(Tyvek)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사용 후 지역 내 업사이클링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마지막으로 프레셔스 플라스틱 워크숍과 연계한
전시의 경우, 전량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구조로 기획하여 이동을 통해 어느곳에서
나 전시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ACC 소셜디자인 랩 환경 친화적 인쇄물 및 전시 구조물 활용 이미지

27

사례 조사

마.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ICC SYDNEY)23)
시드니 달링 하버에 위치한 ICC 시드니는 ‘그린 이벤트 아이디어(Green
Events Guide)’를 발행해 배포하고 있다. 그린 이벤트 아이디어는 ICC 시드니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진에게 폐기물 관리에서부터 등록,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그린 이벤트 아이디어는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전략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24)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의 친환경적 전략 체크리스트

□ 전시장소의 환경과 관련된 인증서, 자격증 등을 고려하십시오.
□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반에 걸쳐 이벤트와 관련된 주요 환경 구축 기능을 홍보하여, 환경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십시오.
□ LED 조명의 사용을 전시업체에 요청하십시오.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적절한 온도로 냉난방을 요청하십시오.
□ 행사 기간 동안 워터 스테이션을 예약하여 대표 및 참석자에게 시드니 워터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 딜러 및 계약자에게 워터스테이션의 사용 가능 여부를 알리고 참석자가 직접 병을 가져오도록
유도하십시오.
□ 고위험 폐기물 영역을 식별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 행사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플라스틱 및 MDF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십시오.
□ 전시업체,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행사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제한하십시오.
□ 폐기물 처리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행사 기획자와 소통하십시오.
□ 음식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기 위해 음식의 정확한 양을 규정하십시오.
□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메뉴 항목 및 음료를 선택하십시오.
□ ICC 시드니의 적재 선착장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차량 정체 및 과다 사용을 최소화하십시오.
□ ICC 시드니에서 짧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에 주목하여 참석자들에게 친환경 여행
방법을 전달하십시오.
□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밤새 전력 차단을 구현하십시오.
□ 이벤트 전반에 걸쳐 전력을 소비하는 기계, 전동 공구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십시오.
□ 행사 참가자들에게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행사의 일부로 나누어 주십시오.
□ 직원들이 시드니 워터 스테이션에서 리필 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가지고 다니도록 권장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안내하십시오.
□ 대표 및 방문자와 연락하여 폐기물 흐름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폐기물 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방문객의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십시오.
□ 일회용 물품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십시오.
□ ICC Sydney와 협력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 주변의 표지판을 개발하십시오.
□ 비닐봉투를 제거하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낭비를 줄이고, 전자 신고를 만들고 가이드를 보여주며
참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재사용 가능한 봉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 대표들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녹색 이동 방법을 홍보하십시오.
□ 참석자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여행 방법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 보십시오.

ICC SYDNEY SUSTAINABLE EVENTS CHECKLIST
( https://www.iccsydney.com.au/about/csr/environment)

□ ICC Sydney에 사후 행사 에너지 보고서를 요청하십시오.
□ 에너지 소비를 벤치마킹하고 전년대비 모니터링 하십시오.
□ ICC Sydney에 사후 이벤트 워터 보고서를 요청하십시오.
□ 물 소비량을 벤치마킹하고 전년 대비 모니터링 하십시오.
□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려면 ICC 시드니의 스탠드 폐기 가이드를 따르십시오.
□ ICC 시드니의 커뮤니티 파트너 중 한 명과 다른 용도에 맞게 고칠 로프, 가방 및 병을 수집하십시오.
□ 소셜 미디어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폐기물 전용 계획의 성공을 공유하십시오.
□ ICC 시드니와 협력하여 해당될 경우 초과 식품의 용도를 변경하고 기부하십시오.
□ 범프아웃 시간을 예약하여 차량 정체 및 과다 사용을 최소화하십시오.

23) https://www.iccsydney.com.au/ 참조.
24) 장은경, 「친환경 전시산업 트렌드와 향후방안 연구 : 국내·외 전시장 친환경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 포럼』 제30호, 2011, pp.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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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멜버른컨벤션센터(MCEC)25)
멜버른컨벤션센터(MCEC)는 호주 최대의 전시컨벤션센터로, 호주의
녹색 빌딩 위원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그린스타 6등급 환경평가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재활용회사인 비지클로즈드루프사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고 재활용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쓰레기 125ton을 재활용하고, 종이 재활용으로 1,625그루의
나무를 절약했다. 또 2001년 처음으로 전시부스와 가구를 모두 카드보드지로
만들어 완전히 재활용 가능한 전시회를 선보이기도 했다. MCEC 내에서 판매되는
케이터링 패키지는 100% 재활용되고 있으며, 내부스텝을 위한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3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MCEC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9
년에는 평방미터당 175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2015년 기준 22%를
감축하였다. 이를 위해 MREP*에 참여하고 4MWh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하고, MCEC의 약 450개의 할로겐 조명을 LED 대체품으로 추가 교체하였다.

* MREP: 멜버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Melbourne Renewable Energy Project)

또한 Earth Check의 벤치마킹 결과 2018년 MCEC는 평방미터(m²)당 191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기업의 평균 수치(약 235kg)보다 낮았다.
2015년에는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전용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2019년부터
유기 폐기물 탈수기와 환경 기술자를 도입하였다. 2018년 MCEC는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지역 평균인 m²당 20.0L보다 2.8L로 86%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MCEC는 매립지로 보내는 폐기물을 2017년 m²당 3.5L
에서 2018년 m²당 2.8L로 21% 줄였다. 2019년 설치된 유기 폐기물 탈수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기 폐기물을 처리하며, 평균적으로 68%의 부피를
줄이고 하루에 100kg를 생산해 최종 제품이 운송된다. 더불어 호주 종이 재활용(APR)
과의 임시 계약을 통해 2019년 12월 소량의 혼합물(약 200kg)을 재활용 할 수
있었다. 탈수기는 2019년 4월 설치 이후 44톤의 식품과 유기 폐기물을 최소화
하였다. 그리고 MCEC는 대부분의 케이터링에서 플라스틱 물병을 제거하고 플라스
틱 빨대를 금지하여 3만개 이상의 빨대와 50만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의 사용을
막았다.26)

지속가능성 전략 주요 성과(2016년 - 2020년)
https://mcec.com.au/about-us/sustainability

25) https://mcec.com.au/ 참조.
26) https://www.gbca.org.au/uploads/199/3527/Melbourne_Convention_and_Exhibition_Centre.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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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코엑스(COEX)
코엑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대규모 전시 공간으로, 에너지 다소비 사업
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위해 핵심 관리 분야별로 주요 추진
계획과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녹색 생활
실천을 강조하는 ‘녹색생활 실천 20’ 항목을 만들어 권장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 리스트

1

물낭비 없애기

- 필요한 양만큼 적정수압으로 사용
- 양치컵 사용 및 물 틀어놓고 양치질 하지 않기

종이낭비 없애기

- 종이컵 대신 머그컵 사용
- 이면지 활용 및 2면 찍기로 사무용지 절감
- 화장지 / 페이퍼타올 적정량 사용
- 페이퍼타올 대신 손수건 휴대 및 사용

3

전기낭비 없애기

- 점심시간 시 팀별 소등
- 퇴근 시 팀별 소등
- 개인용 냉난방 기기/사무기기 사용 줄이기
- 불필요한 대기전력 차단(PC, 사무기기 등)

4

에너지세이빙
옷입기

- 쿨맵시 시행(하절기 노타이/간소복 착용)
- 온맵시 시행(동절기 내복/방한의류 착용)

5

친환경저탄소
출퇴근

- 승용차 요일제 참여 및 에코드라이빙 실천
- 자전거 출퇴근 및 대중교통 이용
- 실내계단 이용(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 최소화)

6

e비지니스 생활화

- 자료출력 대신 그룹웨어 및 e-mail 이용
- 인쇄물 대신 e-메일/e-레터 발송
- 모바일 오피스 적극 이용

7

자원절약/ 재활용

- 철저한 분리수거 실천
- 식사시 적당량 주문 및 잔반 없애기
- 친환경 사무용품 사용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2

특히 전시에 있어 전시장 바닥 카페트 사용을 규제하여 카페트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획기적으로 축소했다. 2009년 전시장 리노베이션 이후 통로 파이텍스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498,500m² 면적에 연간 553tCO 를 절감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62% 절감하였다. 그리고 목공 부스의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시스템 조립
부스의 사용을 권장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전시 설치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이고자 노력 중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시에서 나온 목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목재 재활용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데, 철거 업체 및 수집 운반 업체와
폐기물 운송 및 철거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고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원사인 (주)동화
기업을 통해 폐목재 재처리 가공시설로 운송처리 하여 연간 약 3,000톤의 목재를
재활용 하고 있다.27)

27) http://www.coex.co.kr/about-coex/green-coex/sustainable-services?type=visito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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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6가지 사례들은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분야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중장기대책을 세워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기업과 기관의 차원에서 수치화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세워 문화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권고
B.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를 투입하여 객관적 지표와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맞춘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유
C. 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수리와 보수를 진행하고 친환경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기후환경 대응 프로세스 구축

국내외 기관들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객관적 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매우 세부적인 매뉴얼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투자를 통해 매뉴얼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며 변화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후운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기본 가이드가
됨은 물론 기관 자체에서 기후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안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각각의 필요에 따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수치화된 목표를 정하고 매뉴얼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뉴얼을 토대로 한 운영을 통해 꾸준히 지침서를 수정·보완해 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대책들을 찾아 공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전시장 바닥의 카페트 규제와 목재 재활용 프로세스 구축(코엑스), 재활용 기업과의
파트너쉽(MCEC), 워터 스테이션 구축(ICC SYDNEY)과 같이 기관 자체에서 지속가능
을 위한 실질적인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내·외부의 통합적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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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중심 사례
가. 부산현대미술관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은 전시
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실험의 결과를 관객들에게
제시하였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이 전시를 통해 예술가, 대규모 국제 전시, 글로벌리즘과
이동의 제한, 예외적 전시 구성, 소장품 공유, 지속 가능한 재원의 활용, 시설, 딜레마
등의 실행 전술을 바탕으로 미술관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의
지속가능을 위한 노력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6점의 작품을 항공 운송이 아닌 해상으로 운송하였다. 항공 운송에
비하면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40 수준이다. 또한 항공 운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거리의 작품은 생중계로 보여주거나 작품 제작 설명서를 전송받아
현지에서 다시 제작하였다. 몇몇 소장품은 이동을 없애기 위해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내려 받은 후 콩기름 잉크와 친환경 종이를 활용해 인쇄하였다.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고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입구를 제외하고는 페인트와 시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전시에서 사용된 벽은 전량 수거하여 재사용 되며, 나사나 못, 철사 등의 부속과
캡션을 제외한다면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외부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홍보물은 한
가지 색의 잉크만을 사용해 잉크 사용량을 줄였으며, 모든 홍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하여 타 전시에서 남발되는 불필요한 홍보 인쇄물의 제작을 줄였다. 또한 디지털
파일 전송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까지 고려하여 파일 크기나 개수 등을
최소화 하였다. 작품 설명은 모니터를 활용하거나 손글씨로 써 프린트 작업을 줄이고
수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작품 운송과 설치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공구 등의 전력 사용량과 작품의 이동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였다. 신작의 경우 다양한 친환경 재료를 실험하고 결과물을 분석하여
신작 제작의 지속 가능성을 탐구 할 예정이다.28)
전시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미술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도들이 모두
모범적인 것은 아니다. 항공 운송에 들어가는 시간, 콩기름 인쇄와 친환경 종이가 정말
‘친환경’인지에 대한 논쟁, 제로웨이스트를 추구하며 더욱 소모되는 노동력 등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전시에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버려지고 낭비
되었는지, 미술관과 기획자, 작가가 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좋은 시도가 된 사례이다.

<지속 가능한 미술관 : 미술과 환경> 전시 전경

28) https://www.busan.go.kr/moca/exhibition03/15052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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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 가스,
물, 재활용, 매립쓰레기, 이동과 관련한 탄소 발자국을 63%까지 줄였다. 2017년에는
8개의 공약이 담긴 프린지 청사진(Fringe Blueprint)을 발표하였으며, 75주년을
앞두고 있는 2022년까지 프린지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스왑 매장 모습
(https://www.creativecarbonscotland.com/newsfringe-swap-shop-praised-by-zero-waste-scotland/)

구체적으로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소사이어티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지원하고 현재 활동과 약속을 알리는 6가지 핵심 배경(six pillars)29)을 정해
노력하고 있다. 프린지 참가자들에게 프린지에서 생산하는 작업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의제를 내·외부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작업한다. 수백만 명이 오는 축제에서 소비되는 종이 티켓의 수를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여 1/3으로 줄이고, 인쇄 프로그램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축제가 끝날 때 열리는 Swap Shop을 두어
참가자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고 쓸모를 다한 소품이나 물건들을 기부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30)

29) https://www.edfringe.com/learn/sustainability 참조.
30) https://edfringe.shorthandstories.com/fringe-sustainability-six-pilla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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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프린지 소사이어티(사무국)의 실천약속

- 프린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델로 교체
- 모든 컴퓨터에 양면 인쇄 미리 설정, 컬러 인쇄기능 끔
- 건물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100% 재활용
1

티켓팅 및 종이 및
커뮤니케이션

- 티켓 재고에 비스페놀A(BPA-1950년대부터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어
온 화학물질)가 없는 감열지를 사용하여 100% 재활용 가능
- 회계 연도 말, 각 팀에 인쇄물의 생산량을 공유하고 이를 감소의 표준기준으로 사용
-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솔루션 티켓팅을 위해 노력

2

제작

- 거리행사에 대한 순환 경제 프레임워크에 전념
- 보관, 재료 및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 모든 공급업체와 협력
-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3

쓰레기,
재활용

가져오는 폐기물을 제한하기 위해 명확한 안내 제공
- 2018년 Enva(폐기물에서 파생된 연료, 재활용 및 자원 전달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와 계약하여 High Street 및 Mound의 Street Events에서 폐기물 및
재활용 관리
- 직원들이 사전에 여행준비를 할 수 있는 조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가장
지속가능한 여행모드를 소싱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투자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로드쇼를 프린지캐스트 온라인 조언

4

여행, 교통

시리즈로 대체(물리적 여행 필요성 감소시킴)
- 도시를 가로지르는 사이클링을 장려하기 위해 Serco Jus tEat 자전거와 프린지
참가자의 할인율 협상
- 프린지 사무국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자체적 전기 발생 불가능인 대신 에너지

5

에너지

절감목표를 명시하고 실행하며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에 지속적인 투자 계획
- 프린지 사무국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60%는 Good Energy에서 제공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임. 현재 계약이 끝나면 탄소 중립 가스를 제공하는 Ecotricity로 이동할 계획
- 모든 행사에서 채식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 각 행사에서 반경 5마일(약 8km) 이내의 지역 공급업체 이용

6

행사 케이터링

- 참석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선택에 대한 정보 전달
- 윤리적이고 지역적인 제품 조달, 배송망에서 플라스틱과 탄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
- 베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7

예술가와

- 소품 및 무대 장비 재활용에 대해 예술가들과 협력

장소지원

- 축제가 끝날 때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물품교환 가게 Swap Shop
(키트, 소품, 의상 등)과 푸드뱅크 컬렉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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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립미술관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후시민 3.5>가
개발한 콘텐츠를 토대로 기획된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역시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전시이다. 전시 주제로만 ‘기후환경’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전시 구현방식
으로도 확장하여 에너지와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여 다양한 층위의 실천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시 콘텐츠 창제작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31) 기후 미술관은 전시
그래픽, 전시 공간,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가벽, 전시대, 페인트, 시트지, 인쇄물,
잉크까지 폐기물과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면지, 모듈형 벽체, 버려진 액자,
중고 노트북 등 재사용과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였다.32) 전시의 인포그래픽은
이면지에 인쇄 되었으며, 폰트에 따라 소모되는 잉크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잉크
소모가 적은 폰트를 한 가지 컬러를 사용하여 프린트하였다. 전시 리플렛은 제작하지
않고 모든 작품 정보를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도록
대신 출품작 해제 모음집을 오프라인이 아닌 웹용으로 제작하였다. 웹용 ‘출품작
해제 모음집’은 배경색을 어두운 모드로 유지하고, 영문의 시스템 폰트를 사용해
전력 소모를 줄이고자 하였다. 티슈 오피스의 <Hidden Research : 멸망을 앞둔
지구에게 보내는 기후위기 연구일지>의 조형물은 모두 시립미술관의 이전 전시에서
사용한 자재들을 재활용하여 제작되었다.33)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의 이러한 노력은 기후
환경 문제를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작품을 통해 관객의 인식의 전환과 일상의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과 동시에 미술관 스스로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었다.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 전경
https://sema.seoul.go.kr/참조.

31) 아주경제, <ESG 문화 가치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https://www.ajunews.com/view/20211026162902514, (2021. 10. 31. 발췌).
32) 서울시립미술관, https://sema.seoul.go.kr/ex/exDetail?exNo=573209&glolangType=KOR&currentPage=1&exGr=
&museumCd=&targetDate=&searchDateType=SOON&searchPlace 참조.
33) 경향신문, <기후위기시대 미술관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https://m.khan.co.kr/culture/art-architecture/article/202106231449001#c2b, (2021.06.2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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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은 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나 캠페인 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을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겼다. 이들은 지속가능을
추구하며 발생하는 번거로움이나 불편함, 고비용을 감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실천이 완벽한 정답도 아니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간과해 왔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험이고,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실험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A. 콘텐츠의 제작 및 설치 시 환경오염의 여지가 있는 요소들에 대한 리스트업 및 이를 대체 할 현실적 방안 모색
B. 콘텐츠의 운영에 있어 관람객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면서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및 권유
C. 콘텐츠의 기획부터 폐기까지 직원들이 취해야 할 지속가능한 태도 및 실천 방안의 사례 제시

콘텐츠 중심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콘텐츠에서 환경 친화적인 요소들로 대체 가능한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실제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쇄물의 양을 필요한 만큼만 출력하거나, 작품 정보를 시트지 대신 QR
코드로 대체하는 방법, 지역에서 공급 될 수 있는 자원 이용 등 지금 바로 실천 가능 한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영역을 넓혀 가며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관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된다.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콘텐츠 참여과정에서 실제 실천 가능한
부분들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에 대한 행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다. 더불어
콘텐츠 운영 사례 중 인상 깊은 점은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콘텐츠를 생산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멀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의 틀과 다른 새로운
시도에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지속가능을 위한 친환경 방식의 도입은 부족한 정보와
여전히 좁은 선택지로 콘텐츠를 생산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선택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보다는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이유나 그에 따른 긍정적
방향에 대해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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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작자·기획자 중심 사례
가. 헬렌 미라(Helen Mirra)
프리즈 위크 매거진에서는 ‘예술계의 물질 낭비에 도전하다.’ 라는 주제로
“예술가 개인과 예술가 기관은 기후 위기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우리는 죽이지 않는 새다.(We are birds that do not kill.)’ 이 선언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예술가 Helen Mirra의 2019 선언문 ‘CATHARTES 19’34)에
기반하여 기후 붕괴와 플라스틱 폐기물 및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대우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원칙을 제공한다. 시적이지만 실용적이고 간결한 이 선언문에는 Mirra와
함께 작업하기를 원하는 갤러리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윤리적 진술과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1) 예술품은 분해 가능해야 하므로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페인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Helen Mirra의 선언문 ‘CATHARTES 19’

2) 중요하지 않은 여행은 권장하지 않으며,
3) 항공비 및 숙박비용을 충당하는 것 대신 예술가에게 동등한 현금을 제공하는 갤러리 혹은 기관에서
비-비행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한석현 <다시, 나무 프로젝트>
한석현 작가는 폐목재를 수집해 고목 구조물을 만들고, 그 틈새에 나무와
풀을 심어 새 생명을 자라게 하는 <다시, 나무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다. 작가는
기계화된 나무를 만드는 <다시, 나무 프로젝트>를 ‘프랑켄슈타인’에 비교하는데,
작가는 작은 식물들을 살리기 위해 설치된 관수 설비나 여러 스프링쿨러들이 후에
썩어서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것들이 또 최소한의 관리와 함께 존치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가 다시 자라는 것을 기다리는 일명 ‘100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5)
한석현, <다시, 나무 프로젝트>, 2020

다. 성백신, 김주섭 <1652人의 여름들>
성백신, 김주섭 작가는 아모레퍼시픽이 매장에서 수거한 화장품 공병을
활용하는 ‘그린사이클’ 활동의 일환으로 <1652人의 여름들>이라는 작품을 공개하였
다. 빛바랜 공병들을 LED 아트로 승화시킨 3.6m의 대형 관객 참여형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인 <1652人의 여름들>는 아모레퍼시픽의 고객들이 공병수거 캠페인을
통해 보낸 공병을 작품 소재로 활용하였다.

성백신·김주섭, <1652人의 여름들>, 2020

34) https://www.hmirra.net/cathartes19/ 참조.
35) http://www.lafent.com/mbweb/ne ws/view.html?news_id=1228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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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한나 <뉴 락(New Rock)>
작가 겸 환경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장한나 작가는 버려진 플라스틱이
풍화작용을 통해 새로운 암석이 되고 지층의 일부가 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뉴
락(New Rock)’을 개발하였다. 뉴 락은 작가가 지은 조어로, 실제 돌이나 바위가
아니라 버려진 플라스틱에 자연물이 퇴적되거나 생명체가 붙으며 생겨난 인공물과
자연물의 중간에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작가는 실제 해변을 돌아다니며 이러한 뉴
락을 수집하고 작품으로 제작해 해양오염과 환경에 대한 관객의 경각심을 불러일으
킨다.
장한나, <뉴 락(New Rock)>, 2021

마. 프래그(PRAG)랩
프래그(PRAG)랩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사출 장비들을 제작하고
개발하며 직접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면서 장비와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 전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네덜란드 디자이너 데이브
하켄스(Dave Hakkens)가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프레셔스 플라스틱(Precious Plastic)’을 계기로 환경보호가 낯선 이들을 직접 찾아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데스크 팩토리’를 시작하였다. 프래그랩에서는 플라스틱을
수집한 뒤 분쇄하고 압출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낸다.36)
프래그랩 <프레셔스 플라스틱 워크숍>, 2020

바. 트래쉬 버스터즈 (일회용품 대체 서비스)
트래쉬 버스터즈는 페스티벌이나 회사 사무실, 케이터링, 행사, 파티장
등에 다회용기를 빌려주는 일회용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다회용
식기를 여러 번 재사용 후, 식기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다시 원재료로
재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통해
자원의 수명을 늘리고 본인들이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37) 트래쉬
버스터즈의 서비스 플로우는 다회용 컵을 대여해준 뒤, 고객이 사용하고 지정
반납함에 반납한다. 수거된 컵은 총 6단계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살균 세척되어
다시 다른 고객에게 제공된다. 2019년 8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
‘일회용품 없는 축제’에서 트래쉬 버스터즈는 공식적인 창업에 앞서 베타 서비스를
펼쳤는데 전년도 대비 관객 수는 늘어났지만 일회용품 쓰레기는 98%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트래쉬 버스터즈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는 PP라는 플라스틱
소재로, 추후 재활용하기 좋은 소재로 선택되었다. 다회용기 컵은 평균 2백번에서
3백번정도 사용되고 가루가 되어 다시 컵으로 제작된다.38)
트래쉬 버스터즈 <일회용품 대체 서비스>

36)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830872&memberNo=41639478&vType=VERTICAL 참조.
37) https://trashbusters.kr/introduce 참조.
38) 여성동아, <신박한 쓰레기 사냥꾼 트래쉬버스터즈 곽재원 대표>, https://woman.donga.com/3/all/12/2860585/1, (2021. 10. 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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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창작자 중심 사례들은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창작자·
기획자들의 기후환경에 대해 인식과 이에 대한 실천행동을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을 통해 기후환경이라는 거대 담론을 다양한 매체와 채널, 방법을 통해
구체화하여 예술적 실천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실천은 다시
관객에게 전달되어 또 다른 담론들을 생산해 낸다. 특히 헬렌 미라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반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객
뿐 아니라 동료 창작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창작자 개인의 취향과 사유의
과정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여러 형태의 메시지가 생산되어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또 창작자들의 창의적 행동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플라스틱 병뚜껑의 새활용,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비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창작자들의 기후환경을 위한 움직임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A. 기후환경에 대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전시 외 체험프로그램, 교육 등의 여러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B. 기후환경 담론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접근이 함께 수행함으로써 대중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 전달
C. 지속가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한 또 다른 방법 모색

창작자들은 외부로부터의 개입이나 강요에 의해 지속가능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이며, 그렇기에 그들의 활동과
이야기가 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창작자들이 만들어내는 환경을
생각하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관, 기획자, 관람객들 또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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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내부직원들과의 설문, 인터뷰와 ACC 특수성
1. 설문 및 인터뷰
본 연구의 시작에 앞서, 아시아문화원 콘텐츠 창제작 분야 직원 66명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에 대한 가능성, 필요성,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을 선행 하였다. ‘콘텐츠의 문화·예술적 가치만큼 환경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 창제작 관련 비용·편익 등 환경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에 동의하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항목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방식의 적용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항목의 의견을 옮겼다.
(질의1) ACC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및 환경적 가치 지향에 대한 내용
질의 1-1.
ACC 콘텐츠 창제작 전 과정에 걸쳐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47%

약간
그렇다
34.8%

보통이다
15.2%

약간
아니다
3%

매우
아니다
0%

질의 1-3.
콘텐츠의 문화·예술적 가치만큼 환경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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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28.8%

보통이다
10.6%

약간
아니다
0%

매우
아니다
0%

질의 1-2.
ACC는 환경 친화적인 콘텐츠 창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13.6%

약간
그렇다
39.4%

보통이다
34.8%

약간
아니다
9.1%

매우
아니다
3%

질의 1-4.
콘텐츠 창제작 관련 비용·편익 등 환경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매우
그렇다
42%

약간
그렇다
36%

보통이다
17%

약간
아니다
5%

ACC 특수성

매우
아니다
3%

(질의2)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
25.8%

약간 그렇다
51.5%

보통이다
21.2%

약간 아니다
1.5%

매우 아니다
0%

(질의3) ‘필요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제작 시, ACC가 접근해야할
방식의 우선순위

* 필요성
: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절감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ACC가 ‘반드시’ 취해야 할 방식
** 현실성
: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인력·시스템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취할 수 있는 방식

A1
34.7%

A2
21.7%

A3
16.2%

A4
4.4%

A5
9.4%

A6
13.6%

A7
0%

질의 3-1. 필요성

A1
10.1%

A2
22.3%

A3
24.1%

A4
2.9%

A5
9.2%

A6
31.3%

A7
0%

질의 3-2. 현실성

A1. 제작·운영 방식의 전환(업사이클링, 모듈형 가벽 활용 외)
A2. 재활용 소재/자재 활용(가벽, 테이블, 커튼, 각종 소품 등)
A3. 친환경 인증 제품/물품 활용(친환경 인증 카펫, 페인트 등)
A4. 소재/자제 ‘조달 거리제’ 도입(탄소발자국 절감을 위한 근거리 거래)
A5. 환경성과·자가진단(실무자의 내재화 제고 차원)
A6. 친환경 인쇄와 출판(리플릿, 포스터, 도서, 현수막 등)
A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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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 콘텐츠 창제작 단계 중, 지속가능한 방식의 도입이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A1
36.2%

A2
25.8%

A3
23.4%

A4
14.7%

A5
0%

A1. 기획 단계 Pre Production(사업계획 수립, 예산 산출 등을 위한 사전 기획 단계)
A2. 제작 단계 Production(작품 제작, 공간 구축 등 실제콘텐츠 제작 단계)
A3. 사후 단계 Post Production(철거·폐기, 운송 등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이후 단계)
A4. 전(全) 단계
A5. 기타(위 단계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관점의 의견 등)

(질의5) ACC의 주요사업 분야 중, 지속가능한 방식의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A1
5.6%

A2
9.3%

A3
15.2%

A4
23.3%

A5
32.2%

A1. 교육(아카데미)
A2. 교육(어린이)
A3. 공연
A4. 융복합 콘텐츠
A5. 전시

(질의6)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 및 이해관계자

A1
0.8%

A2
10.8%

A3
7.5%

A4
15.2%

A5
6.9%

A6
21.4%

A7
37.4%

A1. 내부 기획자(실무자)

A5. 협력사

A2. 관리·감독자(팀장·본부장)

A6. 전당 등 관리·감독기관

A3. 외부 기획자

A7. 기타(‘모두’)

A4. 창작자·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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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7)가이드라인의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내용

A1
0.8%

A2
10.8%

A3
7.5%

A4
15.2%

A5
6.9%

A6
21.4%

A1. 실무자 인터뷰 등 현장의견
A2.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A3. 충분한 국내외 유사사례
A4. 대체 가능한 소재의 규격·가격 등
A5. 환경성과의 자가 측정 등을 위한 체크리스트
A6. 기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서 많은 폐기물의
발생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인식(81.8%)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77.3%)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 추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기타
의견에서와 같이 사업 과정 중 가이드라인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질의 3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식과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을 명확하게 구분하되, 후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A1. 제작·운영 방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의 경우, 필요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중장기
과제로써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의 4, 5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전시·융복합 콘텐츠·공연 콘텐츠의
기획 단계(Pre Production)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질의 6의 우선순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진행 시, 내부 기획자·
실무자(37.4%), 관리·감독자(21.4%), 창작자·예술단체(15.2%)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추진하여 현장의견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약하자면,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제작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대다수
인지하고 있고 그 환경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국내외 사례, 재료에 대한
정보들이 수록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기획단계에서 준비되어야하는 부분 또한 행정과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함
을 말하고 있다. 이 후, ACC의 전시를 기획하고 기술적으로 제안·실행하는 직원 6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전시형태에 따른 이야기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답변과 의견을 통해 ‘지속가능’을 위해 보완·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5가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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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 필요
“전시를 구성하면서 당연히 조금 더 친환경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건 아마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은 가이드라인이나 DB가 없어요.”
“모듈형 가벽의 종류도 한정적이고, 어차피 모듈형 가벽 위에 벽체를 다시
작업하는 것이 정석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당연한 것 같아요. 전시의 마감이
깔끔하지 않으면 미완성된 느낌도 있고요.”
“강요할 수 없고 권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이
가이드라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나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여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소재은행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담당인력이
부족하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큰 그림으로
보고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홍보물이 너무 많이 제작됩니다. 사실 버려지는 홍보물도 많아요. 인쇄를
대체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 예산과 시간의 현실적인 조절
“아시겠지만 친환경을 위한 전시를 하려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과정들을 하기에도 부족하다보니 못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ACC에서는 여러 전시와 공연, 행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들을
기획하여 준비하고 또 실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가들을
섭외(선정)하고 실제 전시를 준비하다보면 사실 그 외 부수적인 부분들을 챙기기
버겁습니다.”
“충분한 시간 또한 지속가능의 부분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을 고려하여 작업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자재의 내구성, 효율성
(가격, 희소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성을 고려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
조금씩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제작은 말 그대로 창작과 제작이 최우선 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재활용이나 새활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우선순위부터 챙기게 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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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크니션(기술자)의 필요성 인식
“미디어나 디지털 매체의 기본 시작은 ‘전기’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술과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소모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 전기폐자재 등을 이용할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션은 매 전시나 공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인데, 이곳에 일하는
테크니션이 매우 부족해요. 부족한 인원으로 기획자와 작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진행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이라고 봐야하죠.”
“기술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행정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전시 철수 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그건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전시 공간을 철거하기 전에 쓸모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창고의 부족 및 전문동선의 어려움
“ACC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창고예요. 폐기를 하지 않으려면 적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보관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이 먼저
수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정 전시나 공연에서 활용된 구조물을 재가공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설·장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창고를 비롯해 목공실, 공작소
등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뒷받침된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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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천을 함께할 동료 필요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나 내부 직원들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력사나, 창작자, 외부 기획자, 내부 직원들과의
공감대나 공동의 목표 의식이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데에는 많은
용기와 동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만 하다보면 자꾸 한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되어야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의 가구디자인
전공인 곳들과 전시 후 남는 재료들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연계사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 친화적 콘텐츠 제작의 취지는 좋으나, 그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거나
실무과 간극이 심할 때의 사업담당자의 업무적 고통이 늘어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수립 공지와 함께 직원들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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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의 친환경적 건축이야기
ACC의 건축면적은 22,324m²(약 6,736평)이며, 그 규모는 축구장 22개의
크기라고 알려져 있다. ACC 건축의 특별한 점은 국내 건축현장 최초로 24M
무량구조를 적용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대규모 미디어작업과 공연, 퍼포먼스 등
내부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재구획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담은 시설답게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 교류기관으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단계부터 세세하게 계획되어 구조화 되었다. 또한 건축과 조경의 경계를 허문
열린 구조에 친환경기술을 도입하여 전당 전체를 빛이 충만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ACC 건축요소 중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살펴 볼 내용이 바로 친환경적인 설계/시공
부분이다.
지하에 새로운 공원 및 건물을 구축하는 설계 전략은 광주의 환경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ACC에 대한 환경 개념은 열역학적 관점에서 건물의
일체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형태, 재료, 기계설비 시스템은 통합된 개념으로
시너지를 형성하며 지역 기후에 맞게 구성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존 건물 대비
최대 40%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39)

ACC 주요 공간(문화창조원)

가. 자연광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지하 4층을 파내려가면서 흙막이공사(Earth Anchor공법)*을 활용한
자립식 흙막이벽을 사용하여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공간(대나무정원)을
구성하고,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인공조명의 전력사용을 줄이고
이용객으로 하여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CC 주요 공간(문화정보원)

*흙막이공사(Earth Anchor공법)
: 버팀대 대신 흙막이벽을 어스드릴(Earth Drill)로 천공한 후
인장재를 넣어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후 인장력에
의해 토압을 지지하는 공법

39) 문화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실시설계 최종 설계설명서」, 문화관광부, 2007,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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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40) 및 지열 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태양광 발전 구조물은 문화창조원의 옥상 정원 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열 시스템은
5번 게이트에서 예술극장으로 내려가는 램프(경사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
다. 친환경적 중수처리시스템
ACC는 중수처리시스템을 통해 배수, 오수 등을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루 처리용량이 400톤 규모로, 연간 약 15만 톤의 수자원
을 재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라. 이중 슬래브 바닥공조
슬래브 복사 냉난방 방식(이중 슬래브 바닥공조)으로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이 친환경적인 방법은 오히려
ACC 빛, 환기, 열 등의 환경조절시스템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이는 아래에서 더 기술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ACC의 친환경적인 건축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 년 동안의
설계과정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창작을 위한 공간설계를 논의하고 방법을
마련하였지만 개관 후 ACC가 콘텐츠들로 채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고, 본 가이드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CC의 콘텐츠
창제작에는 여러 형태(공연, 전시, 교육, 축제, 행사 등)가 있고,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문화예술계가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협력사와 함께 공연,
전시, 교육 및 축제와 행사 등 총 187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아시아 문화 콘텐츠 창제작 현황
(단위: 건)

*기타: 출판, 공공미술작품 제작 및 도입, 영상작품 등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공연

41

48

41

130

전시

33

32

22

87

교육

19

68

48

135

축제

6

11

4

21

행사

57

49

40

146

기타*

52

53

32

137

합계

208

261

187

656

이 중 본 가이드라인은 ACC의 창제작 콘텐츠 중 자원과 에너지가 비교적
많이 투입되는 융복합시각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40) 태양광 발전기는 태양광, 즉 빛과 태양 전지로 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고 광전효과에 의해 광기전력이 일어난다.
태양열 발전기는 말 그대로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집열판을 이용하여 빛을 모으고 그 열로 물을 끓여 만들어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 낸다. 태양광 발전기보다는 전기 생산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ACC의 친환경적 건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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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C 콘텐츠 창제작 프로세스와 복합전시관 공간적 특성
ACC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41)에 근거하여 설립되었
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 중장기 정책으로, ACC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의 조사연구, 자원 수집, 자료보존과
열람, 전시·공연 등의 콘텐츠 창제작과 유통, 국제 교류, 문화예술 교육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선순환 기능을 우선에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타
기관과 차별되는 문화전당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전당의 기본
구동원리가 되는 선순환 기능은 교류-연구·조사·수집-창제작-시연-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연계 순환되어 미래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제작하고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42)
전당의 이러한 구동원리는 이 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과 일정부분 맞닿아 있다.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은 기본적으로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순환적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형경제란 자원을 ‘채취(take), 생산(make), 사용(use), 폐기(dispose)’
네 단계의 직선적인 접근방식으로 보는 구조이다. 이는 생산품을 사용한 뒤 쓰임이
다하면 폐기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천연자원 고갈과 기하급수적으로 폐기물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순환경제이다. 순환경제는 자원채취부터 제품 사용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과정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공정 개발,
원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극대화,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제품 생산, 에너지 투입
최소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43)

천연자원

지속가능 생산·소비 개념

투입 최소화

생산·소비

투입 최대화

순환자원
재사용: Reuse

감량화: Reduce

물질재활용

폐기물

에너지 회수

최종 처분

에너지: Recovery

4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기획자·창작자를 위한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0 참조.
42) 여진원·윤지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 21집 2권, 2021, pp 72-73.
43) 한국전력 블로그 굿모닝 KEPCO, <자원사용 패러다임의 변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https://blog.kepco.co.kr/2016, (2021. 11. 2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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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의 기본 구동원리가 되는 선순환 구조는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창제작을
위한 구조로도 적용가능하다. 이에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은 ACC
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 건축요소를 포함, 계획(Plan) - 창작(Creation) - 제작(Production) - 유통(Distribution)의 전 단계에 이르는 창제작의 과정에서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지속가능한 실천적 방안들을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찾아보고자한다.
지금까지 예술계는 환경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기후세(기후정의)와 같은
담론을 끌어내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다. ACC 역시 우리시대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기후와 환경,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슈와 담론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때이다.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담론의 실천적
행동을 위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Turning the page)’를 실천한다.

ACC 콘텐츠 창제작 프로세스와 복합전시관 공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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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속가능한 콘텐츠 기획·운영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법44) 제2조 1항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2조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산업 진흥법45)에 따르면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전자적인 형태
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지속
가능한 콘텐츠 창제작’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써야 할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그들의 여건과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제작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그린뉴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한 환경 중심 경영·사업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경영 구조가 필요해 지고 있다. 이에 ACC는 새활용, 환경보전 내재화를 위한 조직 내
·외 참여 확대, 정부 에너지절약정책의 적극 수행 등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 예술적 창의성을 반영한 환경보전 및
조직문화 내재화로 환경보전 성과창출’을 목표로 세 가지의 추진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적 창의성 반영 환경보전을 목표로 한 추진전략이다.
먼저 지역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새활용 비즈니스모델, 시제품 개발을 돕고
있으며, 창작자를 대상으로 폐자원 활용 신규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키트 제작·배포, 환경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의 시민 참여형 환경캠페인을

ACC 그린뉴딜가이드북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활용 워크숍, 강연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과 어린이 업사이클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해
환경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조직내외 환경보전 문화 내재화로,
사내 혁신동아리 주최로 친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린뉴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연계 자원 활용의 다각화를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 경영문화 선도를 추진전략으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친환경자동차 도입,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지정, 직원 대상 에너지절감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경보전 인식제고(’19년 82.6% → ’20년 95.7%), 전사
에너지절약실천을 통한 정부권장정책(온실가스, 녹색제품) 실적 목표대비 초과달성,

ACC 업사이클링 워크숍

버려진 자원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신규 문화상품 11종/350ea(약 15백만원) 개발·
제작·유통,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

44) 지속가능발전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참조.
45) 콘텐츠산업진흥법, <법률 제16694호, 2019. 1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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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이퀼리브리엄: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 2020 ACC_R 레지던시
결과 전시 <<바이오필리아: 흙 한줌의 우주>>, <<냉장고 환상>> 등 환경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개발·유통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환경과 생태 시스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지속 가능한 상호관계를 위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콘텐츠의
창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자원 소비와 환경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ACC는 창제작·전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예산 대비 21.3% 설치·
철거비 소요)과 전당 실외공간(하늘마당) 방문객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폐기물
수량이 하루 300kg에 육박하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하나의
전시가 기획되어 유통되고 철거되는 과정에서 공간구축·작품설치를 위한 자원 소비,
전시장 운영을 위한 조명, 전기, 공조시스템 등 에너지 자원의 소모,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인한 인쇄물의 대량 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020년 ACC의 콘텐츠
창제작·전시 관련 사업 7종에 총 2,32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공간 구축·
철거·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으로 약 494백만원(예산 대비 21.3%)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전시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목재 가벽, 전시가구, 사이니지 등은 타
전시에 재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규모와 양적으로도 보관이 여의치 않아 대다수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ACC의 다양한 추진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는 창제작 과정에서의 환경적 문제는 결국 그 과정의 상호
연계·순환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콘텐츠 창제작 일련의 과정들의 단계별 가이드와 이를 연결한 상호
연계·순환 구조이다.
하나의 전시가 계획되어 만들어지고 철수까지 다다르는 전 과정은 기획,
운송, 설치, 전시운영, 철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단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전시의 목적과 목표, 주제설정, 관람객 설정 등 전시를 기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전시할 작품과 작가를 선정하고, 그것을 전시
공간에 어떻게 배열할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기획을 거쳐 본격적으로 설치의 돌입에
앞서, 안전하게 작품을 전시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전시구성안에 따라 전시장을
구성한 뒤, 여러 소장처에서 운송해 온 작품을 전시장에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된
작품들은 현수막, 포스터, 초청장 등 다양한 인쇄 홍보물을 통해 관객들에게 먼저
소개된다. 전시를 무사히 오픈하고 나면 전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개막 당시의 전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전시장 관리가 필요하다. 전시가 끝난
후에는 안전하게 전시 작품이 반출되고, 전시장이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나열 한 것처럼 하나의 전시가 관객 앞에 보여지기 까지는 꽤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는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이 불가피하게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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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서 작품을 제외하고는(때로는 작품마저도) 전시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단기간에 생성되고, 다시 허물어지기를 반복한다. 매 전시를 열고 닫을
때마다 새로 짓고 부수는 가벽과 가구, 벽면 가득 부착되는 PVC 시트지, 작품을
보호하고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품과 작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전시 홍보를 위한 수많은 인쇄홍보물까지, 전시의 크기에 비례하여
폐기물과 탄소 발생량 역시 증가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46)
우리나라 국공립 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할 때 평균 5톤 트럭 4대 분량의
폐기물이 나온다. 코끼리 평균 몸무게가 5톤이라고 하니, 우리가 전시를 하나 관람할
때마다 4마리 코끼리 정도의 폐기물과 함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47) 물론
전시를 만드는 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가 환경과 탄소발생량은
아니지만 환경과 생태 문제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결단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작품과 전시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각각에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환경에 덜 해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택하는 발전적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20여년 전부터 개념이 도입된 환경경영, 그린경영은 이제 산업계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전시 산업 분야 또한 ‘친환경 전시’, ‘에코
전시’ 등의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시산업 내 친환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전시란 기존의 가벽(전시부스 포함) 등의 유한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가능한 해당 지역에서
공급 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운송이나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시시설들이 사용 후에 쉽게 분리되어
재생산과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며, 재활용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사용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극소화 시켜야 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에코디자인
보고서(2002년)’에 따르면 에코디자인이란 ‘제품 전 과정에 걸친 환경측면을 비용,
품질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경제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디자인,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전략’ 이라고 정의한다. 즉, 에코디자인
이란 기존의 품질 및 비용 지향적 디자인 개념에 환경영향, 건강 분해성, 지속 가능성,
서비스성, 재활용성, 안전 등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 하는 것을 의미한다.48) 전시 산업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며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전시의 과정 및 운영의 패턴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46) 인천문화통신 3.0, <선택과 결정: 미술 작품과 전시의 생태적 실천>, http://news.ifac.or.kr/archives/24262, (2021. 10. 4. 발췌).
47) 한국일보, <미술관 전시에 '제로 웨이스트' 도입한 기획자>, https://greenium.kr/전시회-박물관-쓰레기-제로웨이스트, (2021. 10.20. 발췌).
48) 박정희, 「친환경 전시의 운영전략연구」, 『한국일러스트학회』 제15권 4호, 201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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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분야에서 지속가능을 위한 장치는 보통 3R’s로 구분 가능하다. 3R's
란 ‘자원의 절약 및 자연계의 자정 능력 범위 안에서 폐기물을 배출시켜 환경에의
영향 감소와 이를 위한 기술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의미로 활용되고, 나아가 자원
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3R은
폐기물의 최소화(Reduction),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을 말한다.49)
먼저 최소화는 원료 또는 부품과 제품의 사용, 그리고 폐기되는 시점까지 사용 혹은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다. 재사용은 제품을 해체하여 다시
사용하거나 용도를 다르게 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재활용은 물질적인
순환이 가능한 재료의 사용과 흙이나 목재 등 자연적 재료, 플라스틱이나 금속재
등의 인공소재의 재처리를 의미한다. 아래는 3R’s 개념이 적용된 전시의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주요내용
- 불필요한 디자인적 요소와 시설물의 제작은 피한다.

최소화
(Reduce)

- 효율이 높은 전등, 전열기구, 기계 장비를 사용한다.
-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멀리하고 가능한 환경 친화적 제품을 사용한다.
- 되도록 재사용,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재사용
(Reuse)

- 비품이나 자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택한다.
- 지속 사용이 아니라면 가능한 임대품을 사용한다.
-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철저히 분리 배출한다.

재활용
(Recycle)

-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된 제품을 선택한다.
-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물질의 사용을 절제하고 환경 친화적 재질을 선택한다.

본 가이드 북은 이 3R’s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전시 콘텐츠 창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이 과정에서 최소화, 재사용,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ACC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 실제 창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49) 이아성, 「친환경 전시장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2009,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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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기획/준비
Pre-Production

기획
운송
포장

제작/운영
Production

공간 구축(천장, 벽, 바닥)
홍보
운영

사후
Post-Production

폐기
배출
새활용(업사이클링)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수정·보완 되며 선순환 구조로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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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기획·운영 과정을
1)기획/준비(Pre-Production)
2)제작/운영(Production)
3)사후(Post-Production)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실천하거나 참고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앞서 추진하였던 내부 직원들의 설문/인터뷰 결과를
비롯해 ACC의 공간적/기능적 특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이는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에서 제시한 향후 과제에 대응하는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 노영순·장훈·김규원(2021),

하다. 해당 연구에서 ‘친환경 정책의 시급한 도입에 앞서 문화예술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

세부 실천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향후 과제로 도출된 만큼 구체적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38.

사례이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CC 콘텐츠 기획·운영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는 작품의 이동과 운송에
관한 사항을 도로, 철도, 해상, 항공 등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각 수단별 특징과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작품의 포장에 들어가는
요소인 상자/테이프, 포장지/비닐, 완충재에 대한 특징과 대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제작/운영 단계와 관련하여 ACC 전시 공간의 천장,
벽, 바닥 등의 특징과 함께 공간 조성 시 적용해 볼 수 있는 소재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콘텐츠의 홍보/마케팅의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방식 등을 제시하였으며, 복합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콘텐츠 수요자의 참여 방법, 케이터링, 조명,
전기 제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 단계에서는 콘텐츠의 운영 이후 폐기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안과 폐기물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 전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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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옮겨지는 것_이동과 포장
1) 이동/운송
창작된 콘텐츠들은 관객들에게 선보여지기 위해 전시장 혹은 공연장
같이 특수한 장소로 옮겨진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 작품의 파손을 막기 위해 여러
재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번 장에서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운송의 종류, 정보들을 공유한다.

D

E
A : 자동차, SUV, 오토바이 47%
B: 쓰레기차, 버스, 화물 30%

C
A

운송 및 교통 관련한 각 부분별 배출량
(빌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참조.)

C: 컨테이너선과 유람 10%
D: 비행기 10%

B

E: 기타 3%

먼저 작품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인 ‘도로화물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4가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운송 방법

주요특징 비교
- 화물차운송은 작품이 전시장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송방식이다.
도어-투-도어(Door-to-door)운송으로 수송의 완결성이 높아 예술계에서는
무진동(저진동)트럭을 기본으로 전문 운송 기업들과 운송과정을 진행한다. 운송
비용 산정 기준은 거리와 비례하지만 운송하는 물품의 종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광주-서울(편도) 경우 50만원 정도의 운송비가 책정되나 이는
평균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필히 운송업체와 상의하여 견적을 진행하여야 한다.
- 경유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던 운송업계에도 전기 화물차가 도입되고 충전소가
설치되는 등 ‘그린모빌리티(친환경 운송)’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다. CJ 대한통운은
ESG 경영의 일부분으로 택배업계 최초로 전기 화물차를 2020년 하반기에

1

도로화물운송

투입하였고, 2030년까지 전기화물차로 전부 교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술작품운송업계에서는 전기 화물차를 도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부담감과 전기화물차를 무진동 형식으로 개조를 해야 하는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경유 화물차 vs 전기 화물차
: 전기화물차 운영 시 기존 경유 화물차량 대비 운용 비용이 30% 수준으로 한 달에
대당 약 40만~50만원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환경 개선 효과다.
기존 경유차량이 하루 180km(전기 화물차의 충전완료시 주행가능거리 기준) 운행
시 한 달동안 뿜어내는 탄소는 1567kg인데,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238그루의
소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화물차를 통해서라면 연간 8,3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50)

50) 여성소비자신문, <업계 최초·새로운 ESG’ 통해 차별화 시도하는 산업계>,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9970, (2021. 10. 02.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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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운송수단 비교

- 철도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교통 분야 탄소배출량 산출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www.kcen.kr)의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예술품운송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활용하여 산출(이동거리 기준)

면적대비 도로화물운송에 비해 운송절차과정이 복잡하고, 생소하기 때문이다.

l 탄소배출량 참고 사이트

실제로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 추이를 보면, 2019년 기준

https://www.nature.org/

공로(도로) 92.6%, 해운 6%, 철도 1.4% 순으로 집계된다.

https://www.carbonfootprint.com/calculator.aspx

- 철도의 가장 큰 단점은 도어-투-도어운송이 어려워 수송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에 비해 1/6정도에 불과한 저탄소·
친환경 전기철도차량의 도입을 확대하고 유류세·혼잡통행료와 같은 환경비용을
제대로 물린다면, 자동차와 비행기의 ‘마찰’이 늘어나서 철도의 경쟁력 구간이
늘어나게 된다. 같은 숫자의 사람을 같은 거리만큼 수송할 때 철도의 에너지 효율은
승용차나 비행기의 10배가 넘는다. 철도가 경쟁력 있는 구간이 늘어날수록
탄소배출량이 줄어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송의 완결성을 위해서 철도의
2

철도운송

간선운송이 활성화 되면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지선운송(단거리 배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철도운송이 가진 여러 지속가능한 측면을
이용, 예술작품운송에 대한 새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운송 분야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모색은 세계적 추세다.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거리에서는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제주 노선을 제외한 국내선 항공이 다
금지되는 셈이다. 스웨덴 정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폐쇄하였는데, 국내선 또는 단거리 노선이 취항하는 브롬마 공항의 폐쇄로 탄소
배출이 적은 기차 여행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 역시 작년부터 3시간
미만의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암스테르담과 벨기에 브뤼셀
간 항공 노선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의 철도운송은 철도물류정보시스템(http://logis.korail.com)에서 진행할 수

전국화물역 지도
https://logis.korail.go.kr/gettraingoodstrans-

있다.

guide.do?menu_id=BG0100

- 해상운송의 경우는 바다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충격에 약한 작품들은 작은
파도에도 손상되기도 한다. 그래서 해상으로 작품이 운송되는 경우의 작품포장은
굉장히 과한 편이다. 작품이 들어가는 나무궤짝(크레이트)를 주문 제작하고, 내부
형태에 맞게 스티로폼, 비닐, 버블랩 같은 충전재들을 총 동원한다. 운송 비용의
산정에는 부피가 기준이 된다.
3

해상운송
- 부산현대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전시에서는 작품 6점을
미국 뉴욕에서 해상운송으로 실어와, 비행기와 트럭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탄소배출량을 40분의 1로 줄였다. 시간상으로는 비행기가 15일, 배는 60일 정도
걸리지만 환경을 위해 속도를 양보했다. 해상운송으로 전시회가 가능했던 것은
직접 실어오는 작품 수를 최소화한 이유도 크다.

51)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5 참조.
52) 전현우, 『거대도시 서울 철도: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환승법』, 워크룸 프레스, 2020, 참조.
53) 조선일보, <‘탄소 뿜는 비행기⋯ 佛·오스트리아, 단거리 국내선 금지’>,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
2021/06/23/ZUIZWWQGQZELBOGRXZ5ELCZFC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1. 11. 22. 참조).
54) 단비뉴스, <기후 미술관, ‘제로 웨이스트’로 가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6, (2021. 11. 15.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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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은 보통 해외작가나 작품들이 움직일 때 많이 이용된다. 해외, 즉 육지에 속하지
않고 바다 너머에 위치한 곳으로 작품을 운송하는데 빠른 운송 기간 대비 운송비가
높다. 배편으로 이동하여 추가되는 시간과 이에 따른 관리 및 여러사항들을
계산해봤을 때 항공운송이 더 저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4가지의 운송방법 중
가장 비용이 높다.
- 운송 비용 산정 기준은 부피 또는 무게로 한다.(항공사의 입장에 유리한 부분으로
비용이 산정된다.)
- 2021년 4월, 대한항공은 현대미술 거장 피카소의 작품을 파리에서 인천으로 4회에
4

항공운송

걸쳐 운송을 완료하였다. 작품은 유화, 조각, 세라믹 등 110여점으로,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하며 무게는 총 22톤이었다. 대한항공은 피카소 작품의 안전 운송을 위해
밀봉 상태를 세심하게 검사하고, 최인접 주기장을 배치해 지상 이동을 최소화 했다.
또한 구글 워크 스페이스 등 최첨단 전사 협업 IT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화물
정보를 공유했다.55)
- 항공운송은 대부분 고가의 작품이나 재료적으로 예민한 작품들을 옮기기에는
최적화된 운송수단은 맞다. 하지만 아래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계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운송은 트럭의 5배 이상, 기차의 3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정해진 선택지는 없지만 어떤 방법이 지속가능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맞춰 친환경
항공유 도입 확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항공은 SK에너지로부터
탄소중립 항공유를 도입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항공유란 원유 추출부터 정제, 이송
등 항공유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배출량을 '0'으로 만든 항공유다. 우선 제주와 청주 출발 국내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1개월 분량의 탄소중립 항공유를 구매한다.56)
분야

감축수단

항공교통관리
(ATM) 및 공항 개선

항로복선화
지상전원장치 사용
단일엔진 활주
엔진세척
공회전 역추진

운영효율화

내용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수단

연료효율이 더 좋은 신형 항공기로 교체

항공기 교체

경량 ULD
저항령 플랩
비용지수 개선

혼잡한 항공로의 지연을 해소하여 항공기 비행시간 감소 및 연료 절감
연료소비가 많은 항공기 보조동력장치 대신 지상전원장치 사용
항공기 지상 이동시 하나의 엔진만을 가동하여 연료 절감
엔진 연소실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연료 효율 증대
항공기 착륙 시 공회전 역추진을 통해 연료 절감
항공기 화물탑재에 사용되는 ULD(Unit Load Device)를 경량형으로
교체하여 항공기 중량 감소를 유도하고 연료 효율 증대
항공기 이·착륙시 플랩 설정을 최적화하여 연료 절감
비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간 비용과 연료 비용의 비율인 비용지수를
최적화하여 비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료 절감

작품운송의 수단 중 국내에서는 도로운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55) LM물류매거진, <대한항공, 피카소 작품 110여점 운송 완료>, http://www.ulogistics.co.kr/test/board.php?board=HOTnews2&
search=%C7%C7%C4%AB%BC%D2&shwhere=tbody&command=body&no=8594, (2021. 11. 15. 발췌).
56) 뉴스핌, <대한항공, 친환경 항공유 도입 시동⋯2024년 이후 본격화할 듯>,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907000927, (2021.12.27.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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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역별 이동거리(km)

_ 평균 왕복 이동거리 30km 적용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계수

도시구분

수도권
(서울)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충남
(대전)

전북
(전주)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수도권(서울)

30

125

138

161

212

296

288

305

강원도(원주)

125

30

133

167

246

330

218

326

충청북도(청주)

138

133

30

46

125

209

167

274

충청남도(대전)

161

167

46

30

84

168

153

260

전라북도(전주)

212

246

84

84

30

99

190

254

전라남도(광주)

296

330

168

168

99

30

217

263

경상북도(대구)

288

218

153

153

190

217

30

107

경상남도(부산)

395

326

260

260

254

263

107

30

단위(kgCO₂/activity)

온실가스 배출 계수

트럭

kgCO₂/ton·km

0.23

항공

kgCO₂/ton·km

1.05

기차

gCO₂/ton·km

30.6

자가용

gCO₂/인·km

210

버스

gCO₂/인·km

27.7

지하철

gCO₂/인·km

1.53

일반기차

gCO₂/인·km

20

KTX

gCO₂/인·km

30

항공

gCO₂/인·km

150

온실가스 배출원
1. 화물 운송

2. 이동 교통수단

* www.kcen.kr
** https://www.carbonfootprint.com/calculator.aspx

작품 운송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람의 이동의 부분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는 교통 분야 탄소배출량

산출이 가능하며,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활용하여 이동거리 기준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claimexpenses.com에서는 이용자가 출장 경비 청구를 간소화하고 출장비용
과 탄소 영향을 줄이는데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행 중
장비나 소품을 운송하는 경우도 마일리지 데이터를 넣어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
도로운송 외에 항공·해상운송의 거리, 시간정보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57) 한국도로공사 (www.roadplus.co.kr) 참조.
58) 국가 LCI (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정보망(www.epd.or.kr) 및 해외정보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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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항공거리*(시간)59)

한국(ICN) - 미국(LAX)

9,604 km

한국(ICN) - 미국(JFK)

11,075 km

한국(ICN) - 캐나다(YVR)

8,194 km

한국(ICN) - 캐나다(YYZ)

10,966 km

한국(ICN) - 브라질(GIG)

18,359 km

한국(ICN) - 칠레(SCL)

20,976 km

한국(ICN) - 러시아(SVO)

6,592 km

한국(ICN) - 영국(LHR)

9,096 km

한국(ICN) - 프랑스(CDG)

9,073 km

한국(ICN) - 독일(FRA)

8,626 km

한국(ICN) - 일본(NRT)

1,223 km (1h 33m)

한국(ICN) - 중국(PVG)

853 km

한국(ICN) - 중국(PEK)

917 km

한국(ICN) - 홍콩(HKG)

2,070 km (2h 34m)

한국(ICN) - 베트남(SGN)

3,572 km

한국(ICN) - 싱가포르(SIN)

4,634 km (5h 45m)

한국(ICN) - 인도(BOM)

5,560 km

한국(ICN) - 호주(SYD)

8,331 km

한국(ICN) - 뉴질랜드(AKL)

9,654 km

한국(ICN) - 대만(TPE)

1,464 km (1h 50m)

구간

해상거리/시간60)

이동거리 산정표_국가간 표준 항공거리(km)

이동거리 산정표_국가간 표준 해상거리(NM→km)
(15 knots 기준)

한국(부산) - 미국(로스엔젤레스)

36,641 km / 약 55일

한국(부산) - 미국(뉴욕)

26,626 km / 약 40일

한국(부산) - 캐나다(밴쿠버)

39,085 km / 약 58일

한국(부산) - 캐나다(토론토)

32,574 km / 약 49일

한국(부산) -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25,303 km / 약 38일

한국(부산) - 칠레(산티아고)

28,591 km / 약 43일

한국(부산) - 러시아(모스크바)

2,765 km / 약 4일

한국(부산) - 영국(런던)

22,965 km / 약 35일

한국(부산) - 프랑스(파리/도버)

19,797 km / 약 34일

한국(부산) - 독일(프랑크프루트)

23,692 km / 약 36일

한국(부산) - 일본(도쿄)

1,530 km / 약 3일

한국(부산) - 중국(상하이)

990 km / 약 2일

한국(부산) - 중국(베이징)

2,863 km / 약 5일

한국(부산) - 홍콩(홍콩)

2,731 km / 약 4일

한국(부산) - 베트남(호치민)

4,667 km / 약 7일

한국(부산) - 싱가포르(싱가포르)

5,941 km / 약 9일

한국(부산) - 인도(뭄바이)

10,758 km / 약 17일

한국(부산) - 호주(시드니)

9,660 km / 약 15일

한국(부산) - 뉴질랜드(오클랜드)

11,580 km / 약 18일

한국(부산) - 대만(타이페이)

1,813 km / 약 3일

59) https://www.airportdistancecalculator.com 참조.
60) http://www.shiptraffic.net/2001/05/sea-distances-calculator.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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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
보관과 운반에 있어서 예술품과 유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술품
을 포장하고 운송하는 방법을 재고하고 재설계하면 일회용 합성 포장재의 필요성을
줄이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양을 줄일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술품, 물건, 유물을
포장하기 위한 산업 표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작품이 파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전시장으로 도착하는 것은 전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운송 중 작품파손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포장은 과도해진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해외 운송의
경우, 랩과 에어캡, 토일론, 발포 스펀지 등으로 작품을 칭칭 감아 박스에 넣고,
흔들릴 경우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또다시 상자 속 빈 공간을 비닐이나 스펀지,
에어캡으로 채운다. 그리고 박스가 혹시라도 뜯어지거나 포장이 풀릴 것을 대비해서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뒤 ‘파손주의’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야 겨우 이동될 수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서는 2019년까지 연간 1,000여 톤의 비닐 에어캡 쓰레기가
나왔다.61) 가벼운 비닐에 공기만 넣었을 뿐인데 그것이 1,000톤이나 모였다면
얼마나 많은 에어캡이 버려졌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2020년 7월 환경부에서 개최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당시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2019년 12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개정안에는 포장재를 4단계로 등급화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용이 얼마나 쉬운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나누고
최하 등급인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최대 30% 환경 부담금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환경부가 12월 25일부터 시행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
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은 원천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페트병을 쉽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색 몸체와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일반 접착제 역시 사용금지 대상이다.62)
특히 MZ 세대에게 ‘가치소비’63)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뒤 기업들도
상품의 포장재에 있어 생분해 소재를 활용하거나 식물성 재료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그룹 화학계열사 SKC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생분해
포장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롯데홈쇼핑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매스 합성수지를 원료로 만든 비닐 포장재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출시한 갤럭시 S20 박스를 재생 골지 완충재로 바꾸면서 겉면에 인쇄되는
레터링은 식물성 잉크를 사용했다.64)

61) 스포츠조선, <신세계면세점, 업계 최초 ‘에어캡 제로’ 도전...친환경 재생지·에코박스 도입>,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001060100027460001573&servicedate=20200105#rs, (2021. 11. 22. 발췌).
62) 그린포스트코리아, <[트렌드 키워드 속 환경] 포장재 뭘로 바꿀까...‘착한 포장’이 정말로 환경적이려면?>, (http://www.greenpostkorea.co.kr, (2021. 10. 17. 발췌).
63)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한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하고, 지향하는 가치의 수준을 낮추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지칭(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가치소비’ 참조).
64) 그린포스트코리아, <[트렌드 키워드 속 환경] 포장재 뭘로 바꿀까...‘착한 포장’이 정말로 환경적이려면?>, http://www.greenpostkorea.co.kr, (2021. 11. 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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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포장에 들어가는 요소는 크게
① 상자와 테이프

② 포장지와 비닐

③ 완충재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상자의 경우, 상자 자체는 대부분 재질이 종이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상자를 포장하려면 필수적으로 테이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손도 많이
가고 환경오염도 야기된다. 이러한 종이박스와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에
대해 알아보자.
특징

종류

- 재활용이 쉽고, 심지어 인쇄가 된 골판지도 적절한 과정만 거친다면 다시 새로운
골판지로 재활용 가능
- SK : SK 원지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골판지 색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골판지 종류
- 황K : 황색을 띄고 있어 ‘황지’라고도 불리는 제지로, SK지와 동일하게 사용됨
골판지

- WK : 백색 골판지 종류로, 밝은 색 때문에 제품 포장시 청결이나 컬러 인쇄 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되지만 약간의 오염만으로도 티가 나는 단점이 있어
포장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KLB : 가장 기본적 골판지에 비해 약간 진한 색을 띄며, 타 골판지 종류에 비하여
강도가 우수함

날개박스65)

- 박스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박스를 밀봉할 수 있어 조립 시간이 단축되고 포장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음

날개박스

- 박스 자체에 친환경적인 접착제를 도포해 날개를 접는 방식과 비접착 방식으로 나뉨
친환경
바이오분해 테이프
66)

- 바이오분해성(BOPP) 필름과 유기에멀전아크릴 접착제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셀프
접착테이프
- 쓰레기 매립 및 퇴비에서 분해가 가능
- 상품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100% 천연 펄프로 만든 테이프

크라프트 테이프

- 물에 적시면 점성이 생김
- 천연 크라프트지와 전분을 기초로 한 접착제로 만들어 유해물질이 없음67)

친환경 바이오분해 테이프 / 크라프트 테이프

포장지나 비닐은 작품 포장시도 사용되고 완충재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비닐의 주 소재인 합성수지(HDPE, LDPE, PP, PVC)는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소요된다. 이러한 포장지나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은 다음과 같다.
종류

특징
- 한솔제지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친환경 포장재로, 종이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수성 코팅제를 접목, 여기에 특수표면처리 기술까지 더해 공기와 수분, 냄새뿐
아니라 내용물의 변질까지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친환경 종이68)

한솔제지
‘프로테고(Protego)’

- 플라스틱 필름이나 알루미늄 호일 등을 2~3겹으로 접착해 사용하는 다층
포장방식과 달리, 프로테고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소재로 대체할 수 있어 포장재의
원가 절감과 공정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
- 프로테고는 종이류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90% 이상
생분해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45% 가까이 축소

65) 물류신문, <Part 3. 주목할 만한 친환경 포장 솔루션들은?>,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88, (2021. 11. 21. 발췌).
66) 서경테이프 (http://www.tape.or.kr/shop/shopdetail.html?branduid=546095&xcode=036&mcode=006&scode=&type=Y&sort=
manual&cur_code=036006&GfDT=bm17W1w%3D) 참조.
67) 한경ESG, <생분해 비닐·재생종이 완충재⋯'착한 포장' 늘리는 가구업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346841, (2021. 11. 17. 발췌).
68) https://blog.serveone.co.kr/%EC%B9%9C%ED%99%98%EA%B2%BD-%ED%8F%AC%EC%9E%A5%EC%9E%AC%EA%B8%B0%EC%97%85
-%EC%9D%B4%EC%95%BC%EA%B8%B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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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 해조류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자연 생분해가 가능
- 해조류 추출물로 식품을 만들고 버려지는 부산물로 상품을 제조
-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호르몬 미발생
마린
이노베이션
생분해 봉투69)

- 일회용품 제조공정의 단계보다 1/3로 줄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발생 등의 문제가 전혀 없음
- 식물성 원료와 해조류 추출물로 제작한 종량제봉투는 신축성이 좋고 두께감이 있어
물이 새지 않게 포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 가능

마린이노베이션 생분해 봉투

- 90일 안에 생분해가 가능하며, 80℃ 이상의 물에 분해
- 기존 친환경 비닐제품보다 더욱 강성이 뛰어남
- 옥수수젖산(PLA), 셀룰로스, 화학계고분자(PBAT) 등 100% 자연분해 되는 생분해성
소재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리그라운드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70)

- 매립 시 햇빛, 온도, 습도(온도 58°C, 습도 70% 등 퇴비화 조건) 등 일정 조건에서 1차
분해가 일어나며, 미생물에 의해 2차 분해과정 진행
- 180일 이내 물과 이산화탄소로 100% 자연분해가 되는 친환경 제품
-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며 소각 시에도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음71)

리그라운드 바이오 플라스틱 비닐

대표적 완충재인 비닐 에어캡은 석유를 가공해 만든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소각시 유독 물질을 내뿜어 소각도 쉽지 않다. 파손을 우려한 과대포장 과정에서 가장
남발되는 완충재 중 하나이며 재활용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에어캡의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완충재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친환경 완충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류

특징
- 에어캡과 비닐봉투가 합쳐진 형태의 택배 봉투인 ‘안전봉투’를 100% 생분해되는
성분으로 제작

리그라운드
생분해 에어캡

- 옥수수 젖산(PLA), 셀룰로스, 화학계 고분자(PBAT) 등으로 이루어진 EL724
생분해성 제품으로 매립 시 180일 이내 물과 이산화탄소로 100% 생분해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며 소각 시에도 미세먼지나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음72)
1) 필팩74): 100% 자연에서 만들어진 원지로, 재생지가 아닌 FSC(국제산림협회)와
SFI(산림조합) 인증을 받아 제조된 크라프트지로, 흔들려 파손되기 쉬운 제품의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완충 역할을 함.

73)

랜팩

(ranpak)

필팩 / 지아미

2) 지아미75): 에어캡, 버블랩 대비 완충력이 50%이상 향상된 벌집구조 형태의
포장완충재로, 포장시스템 지아미 엑스박스미니(X-BOX mini) 사용 시 별도 추가
장비나 설치 필요 없이 종이와 머신이 일체화되어 공간 활용, 인력 및 작업시간까지
줄일 수 있음
3) 패드팩76): 패드팩(Padpak)은 공기층을 가진 독특한 스티치 패드로 충격과
진동을 제어해 완벽한 제품보호를 이뤄 에어셀, 스티로폼, 펄프몰드 등을 대체77)

69) 마린이노베이션 (https://www.marineinv.com/product/product-category-01) 참조.
70) 더퍼블릭, <친환경봉투 전문기업 ‘리그라운드’, 생분해 비닐소재로 기업 맞춤 주문제작 서비스 주목>,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0896626957, (2021. 11. 21. 발췌).
71) 리그라운드 홈페이지 https://re-ground.co.kr/19/?idx=28 참조.
72) CCTV뉴스, <친환경봉투 전문기업 ‘리그라운드’, ‘에어캡 생분해 안전봉투’ 출시>, http://www.cctvnews.co.kr, (2021. 11. 17. 발췌).
73) 랜팩홈페이지 http://hwpack.co.kr/main.ph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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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감자 전분
완충재

- 스티로폼 대신 옥수수 전분이나 감자 전분을 이용해 만든 완충재
- 소각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음
- 종이포장 안에 공기를 주입하여 제작

친환경 종이완충재

- 무게를 견디는 힘이 좋아 제품의 보호 능력이 좋을 뿐 아니라 재활용 가능
- 폐기 시 밀봉 입구를 잘 찢어지게 고안해 부피를 줄이고, 재활용으로 분류 가능
- 주입한 공기를 밀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접착제를 일체 쓰지 않고 열 밀봉 함
- 육각형의 벌집 모양 셀 형상이 서로 결합돼 제품 간 표면 마모 및 내부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

버블페이퍼

옥수수 전분 완충재

- 비닐 완충재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해 박스 내 제품 간의 공간 활용성이 높아짐
-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크라프트지로 제작

CJ 대한통운에서 사용 중인 친환경 종이완충재

74) https://blog.naver.com/insert2coins/221886404798 참조.
75) 뉴스투데이,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실시.. 친환경 포장재 ‘지아미 엑스박스미니’ 주목>, http://www.news2day.co.kr/111258, (2021. 11. 21. 발췌).
76) https://cafe.naver.com/dbstnzld1/548354 참조.
77) 중앙일보, <온라인쇼핑거래에 포장폐기물 증가⋯친환경 포장재 ‘지아미’ 눈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722042, (2021. 11. 17.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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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들어지는 것_조성(전시설치)
운송된 작품들은 설치를 거쳐 공간에 놓인다. 전시 설치와 공간 구성은
크게 천장, 벽, 바닥이 해당되고, 전시의 목적과 주제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의 전시가
일방적으로 전시물을 보는 형태의 전시였다면 ACC의 전시는 관람자와 전시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의
형태로 ACC의 복합1~6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티브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1) 천장
복합전시관의 철골구조는 3차원 비계로서 전시장을 형성하고 구조 및
일반 동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전시 콘텐츠에 대한 다차원적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천장고는 12m에서 15m 사이로 공간의 수직적 가변성을 확보하여 지붕
구조에는 캣워크 및 전시장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 제공된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전시 공간(W 75.4m x L 31.7m)을 가지고 있는 복합 1관에서는
주로 융복합 창제작 콘텐츠가 구현된다. 독립적인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장소로 다양한 시도와 실험적인 형태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ACC는 높은 층고로
대형작품이나 미디어작품의 실험적이고 압도적인 연출 구현이 가능하지만 조명의
조절, 작품의 행잉, 사운드가 들어간 작품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장비들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려움도 많다.
복합 3,4관은 주로 두개의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여 전시가 진행된다.
이곳의 천장고는 5.4m에서 9.4m 사이로 작품의 크기와 연출방식에 따라 배치하게
된다. 이에 실제로 천장의 높이에 따라 장비들의 사양이 달라진다. 영상작품이나
서로 다른 조도를 필요로 하는 작품들의 경우에는 보통 천장을 제작하여 별도의
전기선으로 효과를 내지만, ACC의 경우에는 천장에 달린 소방시설(스프링쿨러,
가스계, 감지기 등)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막힌 천장을 제작을 할 수가
없다. 혹시라도 천장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소방법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해당 소방서와 소방시설을 점검해야하는 상황이 필수이다. 소방법에 방해되지 않고
<바이오필리아 흙 한줌의 우주> 전시 전경, 2020

천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그리드 시스템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다.
2) 벽
관객이 마주하는 전시장은 전시의 주제, 작품의 메시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선 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된다. 특히 한 공간에서 여러
작품을 보여줘야 하는 전시의 경우 작품별/작가별 구별과 관객 동선을 위해 중간
가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가벽은 대부분 석고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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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합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한 번 고정한 석고보드나 합판은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예산, 보관 등의 문제로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객의 기대에 부흥하고,
배경이 작품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화이트큐브 형태로 벽을 제작하고 도색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시가벽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장점

종류

단점

- 철거시 폐기물처리비용 발생하지 않음
조립형 전시가벽
(직선형)
SYSTEM WALL

- 직선형 조립 가벽은 1m(방염), 1.2m의
폭 / 2.44m, 3m의 높이로 계획 가능

- 가벽 두께 100mm는 자립 불가능
(ㄱ자, ㄷ자 설치 필요)

- 길이는 무제한으로 설치 가능, 높이는
최대 5m까지 설치 가능

- 가벽 두께 500mm는 자립 가능

- 폐기물처리비용 없음
조립형 전시가벽
(병풍형)
CLAM WALL

- 좁은 공간에 곡선이나 병풍형식의
전시에 가능
- 규격 사이즈:
1m*2.44m*12mm(THK)

- 규격사이즈를 잇는 부분의 노출
ACC 모듈형 벽체(가벽)

- 저렴한 가격, 빠른 설치와 철거 가능
- 원하는 모양과 사이즈로 만드는 경우

주문형 전시가벽
(목조)

- 벽에 붙여진 가벽: 전시에 방해되는
뒷배경을 숨길 수 있고, 벽의 두께를 얇게
- 철거 시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조절할 수 있음
- 자립형 가벽: 벽의 양면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ACC는 대부분 주문형 전시가벽의 형식으로 전시장을 조성하고 있다.
모듈형 벽체를 1,000여개를 구비하고 있는 ACC가 기존의 모듈형 벽체를 잘 사용하지
않고, 가벽을 제작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겁고, 이동이 어려우며, 사이즈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또 바닥에 고정하기 어려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초기 모듈형 벽체를 만들 때 ACC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타 전시나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층고가 높고 OA플로어로 설계된 복합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ACC는 대규모 미디어작업과 공연, 퍼포먼스 등 내부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른 실의 재구획의 용이성과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실험적 실천들을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간을 나누고
구획하는데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이러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소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가벽/마감재 재료의 정보를
공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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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 석고를 고온·탈수시켜 소석고와 물을 경화시켜 시트로 마감
장점

사이즈
3*6(900*1,200mm)
3*8(900*2,400mm)

단열성, 방화성, 차음성, 경제성,
치수안정성, 방수성, 시공성

단점
- 충격에 약함, 습기에 약함
- 튼튼한 구조를 요구하는
전시장에서는 주로 2겹으로 시공함

<일반합판>
: 얇게 깎은 원목 단판을 나뭇결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여러겹을 붙여 만든 자재
사이즈
3*6(915*1,830mm)
4*8(1,220*2,440mm)

장점
강도, 탄소배출량 낮음

단점
치수불안정(허용오차 4%)
3/5/9/12/15/18mm

<각재>
: 나무를 절단하는 방법에서 나온 이름으로 단면을 사각형으로 다듬은 부재
사이즈
30x30(한치각재)
30x60(두치각재)
90x90(세치각재)

장점
자재의 길이고 가벼워 길어 천장,
벽의 구조물로 적합

단점
- 종류에 따라 내구성이 차이가 큼
- 마감재 작업 필요

<MDF>
: 중밀도 합성 섬유판으로 두꺼운 나무가 고운 입자가 되도록 갈아준 후 압축한 자재(표면 매끄러움)
사이즈
4*8(1,220*2,440mm)

장점
가공성, 필름시공 용이

단점
- 습기, 내구성 약함
- 무거움

벽을 전혀 세우지 않은 전시도 계획할 수 있다.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의 <<대안적 언어-아스거 욘,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술가>>전시와 <<2021
광주비엔날레>> 전시에서는 가벽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가벽 대신 얇은
천을 사용하여 공간을 분리하고 관객 동선을 유도하였다. 물론 두 전시에서 벽을
없앤 이유는 달랐지만 반드시 고체물성의 벽이 답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ACC 복합 1관 전시장 조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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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
ACC의 바닥은 OA플로어로 이루어져있다. 바닥을 들어 올린 이중바닥으
로 실내에 기계, 전기설비의 조작을 용이하게 만든 바닥 구조이다. 이 OA플로어는
0.5 kN/m³(약 50kg/m³)의 마감하중이 적용된다. OA플로어 자체는 중앙집중하중
300kg, 최대하중(균등하중)은 1,000kg이다. ACC에서 무거운 작품이나 짐을
옮기려고 할 때 시설관리과에서 제한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바닥 구조 때문이다.
균등하중에 맞추기 위해 큰 철판이나 보양재를 넓게 깔고 이동해야 바닥재의 파손
없이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원의 작품이동 동선에 OA플로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편한 이동을 감수해야한다.
이외에도 작품 설치와 관련하여 ACC 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이중슬래브 바닥 공조에 있다. 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위층(지하1층)에는
ACC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있다. 전시장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과 철수
기간에는 현장에서 가공되는 재료들의 분진 및 도장작업에 쓰이는 페인트의 냄새들이
바닥 공조로 인해 사무실 바닥에 설치된 공조시설로 유입된다. 친환경을 위해 설계된
이중슬래브 바닥 공조가 아이러니하게도 직원들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다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 및 설치 때 나오는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업체가
미리 만들어 전시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이 있다.
전시를 진행할 때 대부분의 전시장 바닥은 비워두거나 목적에 따라
파이론텍스(pairontex)를 주로 이용하여 조성한다.
종류

규격(1롤에 약 20평 분량)
기본색상
(순적, 회색, 적흑,
녹흑, 검정, 청색)

파이론텍스

1.8m(폭) x 36m(길이) (두께 3mm 내외), 무게 18~19kg

특수색상
(노랑, 하늘, 핑크,
보라, 주황, 하양)

1.8m(폭) x 36m(길이) (두께 3mm 내외), 무게 18~19kg

11

1.8m(폭) x 36m(길이) (두께 3mm), 무게 23~24kg

1

2m(폭) x 36m(길이) (두께 3~4mm), 무게 42~44kg

파이론텍스는 화학섬유인 인공섬유로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구김이 없으며, 부직포 섬유 특유의 질기고 단단한 조직으로 100%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라텍스로 압축성형한 바닥재이다.78) 그러나 폴리에스테르 100% 파이론텍스
는 석탄이나 석유에서 추출한 고분자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합성섬유로 매립
시 분해되는데 최소 500년이 소요되며, 소각 시에는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을 방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또 전시장 내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78) 대원카페트, <https://www.carpetmall.net/roll/pyl.html>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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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파이론텍스를 사용하던 코엑스는 전시장과 통로의 모든 카페트를
걷어내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ACC의 복합관은 대부분 기존 바닥을 그대로 두고 전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시장 콘셉트에 따라 바닥에 카페트가 필요한 경우 국내의 신소재 분야
기업인 효성첨단소재의 카페트를 추천한다. 효성첨단소재의 카페트는 2018, 2021
광주비엔날레에 각각 682평, 312평의 롤 카페트를 후원하였다. 이 카페트는
원사에서 완제품까지 생산 설비를 갖춘 아시아 유일의 제품으로 생산과정과
납품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탕수수를
원재료로 한 바이오 카페트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 카페트를 개발하여
그린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2008년 도쿄 국제 영화제에서는 일본 코카콜라와
테이진(Teijin Limited)이 페트병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오프닝 이벤트용 그린 카펫을
제공하여, 이것을 레드 카펫 대신에 사용하였다. 2009년에는 전년에 이어 테이진이
그린 카펫을 제공하고, 일본 코카콜라는 친환경 트리와 커피 콩 찌꺼기를 이용한
에코 벤치를 제공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영화제로 진행하였다.79)
전시의 공간 조성은 예산과도 매우 밀접한 과정이다. 예산에 따라 공간을
조성하는 재료들은 천장, 벽, 바닥 조성작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쓰인다.
친환경적인 재료들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 단가가 높고, 지역내 구매방법도 쉽지
않다. 하지만 친환경 재료의 예산을 단독적으로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시도의 턱이
조금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7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F%84%EC%BF%84_%EA%B5%AD%EC%A0%9C_%EC%98%81%ED%99%94%EC%A0%9C#cite_note-1>, (2021. 10. 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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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여지는 것_배포(홍보)
관람자는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관람자는 전시의 객체로,
관람자 없는 전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어떤 전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대한 고민은 결국 관람객의 시선과 흥미를 끌기 위한 고민으로 이어지며, 결국
관람객의 관심을 통해 비로소 전시가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전시들이
관객들을 전시장으로 불러오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의 사용이 일반적이며 부가적으로
초청장, 엽서, 스티커 등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고전적인 홍보
수단으로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되어 일반에 배포된다. 또한 전시장에 방문한
관객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전시정보
인쇄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많은 홍보물
들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이후 폐기 되면서 이에 대한 환경 부담 또한
증가하는 인쇄물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인쇄 산업은 환경 유해 물질인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키는 산업 분야로
알려져 있다. 포스터, 리플릿, 티켓 등의 홍보 인쇄물의 주재료는 종이이다. 종이는
자연(나무)에서 비롯한 친환경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나 천연펄프로 종이 1t
을 만드는데 나무 24그루, 에너지 9,671kWh, 물 8만 6,503L가 사용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2,541kg, 폐기물 872kg을 발생시킨다. A4지 한 장을 위해 10L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 2.88g의 탄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종이 산업은
화학, 정유, 제철 산업에 이어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이는 다른 재료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인식과 간편한 접근성을
이유로 손쉽게 사용되고 버려진다.80)
현수막 또한 큰 골칫덩어리이다. 한 번 사용한 현수막은 대부분 오염됐거나
세척 비용 문제로 재사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되는데 그 처리비용이 해마다 급증
하고 있다. 그 예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현수막 처리비용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81)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미세플라스틱 등이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며 심각한 환경문제
를 일으킨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천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폐현수막은 잘
썩지 않아 문제다. 단시간 거리에 나붙었다가 사라지면서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제작되고 버려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원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음은 물론 처리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82)
이처럼 인쇄물의 원료로 쓰이는 각종 인쇄재료와 그 재료를 얻기 위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의도치 않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80) 환경경제신문 그린포스트코리아, <종이 생산은 나무를 베는 데서 시작된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08, (2021. 9. 5. 발췌).
81) 광주광역시 5개구 현수막 폐기비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3천311만8천원, 2020년에는 6천573만8천원이 드는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2020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처분분담금 또한 매 해 증가할 예정이라 처리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82) 무등일보, <떼고걸고 현수막 1t “그깟 과태료 내고 말지”>, http://www.mdilbo.com/detail/Jxsi71/651672, (2021. 9. 5.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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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인쇄물 제작과 홍보는 그 방법과 접근의
수월성 때문에 여전히 이전의 방법들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선택 가능한
친환경적적 홍보 인쇄물에 대해 인식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정보와 자료 부족, 좁은
선택지 등의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쇄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요인과 그린프린팅 기준을 정리하여 이 과정 중 ACC 콘텐츠 창제작 과정 중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83)

인쇄물 제작 과정에 따른 환경요인과 그린프린팅 기준

환경 발생 요인과 그린 프린팅 기준

제작과정

- 디지털로 인쇄 샘플 출력
기획·디자인 공정

- 디자인의 디지털화
- 내용상 오탈자 등 꼼꼼히 살펴 재인쇄가 없도록 함
- 입고 데이터의 디지털화(자원 감소)
- 제판의 디지털화(필름 감소)

제판(인쇄용 판) 공정

- 제판 폐액의 재활용
- 교정의 디지털화
- 인쇄판의 재활용
- 친환경 인쇄지 사용

인쇄 공정

- 친환경 잉크 사용
- 손지, 폐잉크 캔 등 재활용
- 폐자재의 재활용 및 재생품 사용
- 광택 가공 자제의 무용제화

표면 가공 공정

- 광택 가공기의 환경부하 최소화
- 손지 등의 재활용
- 적당한 표면 가공 방법 선택

제책 가공 공정
납품

- 재단 후 잘라낸 종이의 재활용
- 재생 포장 자재 사용
- 포장 자재의 리사이클

83) 신화경, 『인쇄계』, 인쇄계사, 2010,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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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인쇄용지) 바꿔보기_친환경 종이선택
친환경 종이는 크게 산림인증종이, 재생지, 비목재지 세 가지로 나뉜다.
친환경 산림경영을 통해 만들어진 산림인증지, 한 번 쓴 종이를 재사용해 만든
재생지, 나무가 아닌 다른 친환경 소재로 만든 비목재지 등 용도에 맞는 친환경
종이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성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A. 친환경 종이 타입: 1. 지속가능한 산림 인증 친환경 종이
산림 인증지는 NGO의 산림관리협의회에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적절한 산림 경영 및 관리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하는 마크를 받은 종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FSC 인증이 있다.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1993년 설립)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시행되는 숲에 산림 경영 (FM: Forest Management) 인증을
부여하고, 이 FM 인증 산림에서 채취한 목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 가공할
때에는 가공 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숲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 FSC 인증을 받은 제조
및 유통사는 제품에 FSC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적절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것임을 소비자에게 나타낼 수 있으며, 소비자는 FSC 마크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불법 벌목 등으로 생산된 제품을 피하고 적절한 산림 관리를
시행하는 조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84) 선택가능한 대표적 ‘산림 인증지’는 아래와
같다.
특징

품목

용도

오리지널 그문드

코튼과 무염소 표백 펄프를 사용한 친환경 용지

문켄프린트크림

FSC®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인 서적 전문 용지로 서적
제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용지

인버코트

평활도와 인쇄성이 뛰어난 친환경 페이퍼 보도

악틱매트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표면을 지닌 백색 친환경 종이

내지, 봉투, 초청장
표지, 내지
표지, 고급박스, 라벨
내지

비어

맥주 생산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와 라벨을 재활용한 친환경
그래픽용지

표지, 라벨, 초청장

스톤

FSC® 인증과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으로 만들어진 돌 질감의
친환경 종이

표지, 태그, 초청장

B. 친환경 종이 타입: 2. 친환경 재생지
대표적 친환경 종이로 재생 펄프를 활용한 재생지로 분리수거 된 종이를
다시 섬유화 하여 생산한다. 재생되는 종이 함량을 뜻하는 고지가 40% 이상 들어간
종이만을 재생 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지가 높은 종이가 재생률이 높은 종이라고
볼 수 있다.

84) 이문학, 「환경 인쇄 기술의 발전과 인쇄물의 CO2 발생량에 관한 연구」, 『한국인쇄학회』 제30권 제3호, 2012,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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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특징

용도

지에이파일

재생지 5% 이상 배합, 무염소 표백 펄프를 사용한 친환경종이

카드, 초청장, 표지

크린에코칼라

목펄의 표백기술에 있어 염소나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고지펄프 5%이상, 무염소 표백펄프(ECF)95%를 사용한
그래픽 용지

태그, 라벨, 표지

뉴칼라

무염소 표백 펄프(ECF)와 고지를 5% 이상 사용한 친환경종이

색지, 면지, 간지

디프매트

재생지 펄프 40% 이상, 바가스 펄프 10% 이상 배합된 친환경
그래픽용지

표지

내츄럴보드
뉴크라프트 보드
매그

재생지 펄프 70%이상 함유된 친환경 페이퍼

태그, 라벨, 보드

천연펄프(virgin ﬁber)를 85%이상 함유한 친환경 크라프트지 쇼핑백, 보드, 라벨
잡지 고지를 50%이상 배합해 만든 친환경종이

표지, 봉투, 쇼핑백

매그 컬러

고지를 30% 이상 배합, 시간이 흐를수록 재질이 부드러워짐

표지, 봉투, 쇼핑백

에코종이

재생지 100%를 (Post-Consumer 100% : 상품화되어 사용된 재생지)
사용한 FSC®인증의 완전한 리사이클 종이

표지, 라벨, 초청장

루프 파티클

탄소 중립과 풍력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으며, 레터프레스
외 특수 인쇄기법에 최적의 적성

고급박스, 메뉴판

루프 잉스웰

도공지와 같이 정교한 망점 인쇄가 가능하고, 동시에 부드러운
표지,고급용지,초청장
비도공지의 특성까지 겸비한 100% 재생지

에코프린트

인쇄 재현성이 뛰어나고 불투명도가 높아 뒤 비침이 적어
출판물의 내지로 적합하며, 재생지를 80%이상 사용하고
FSC®와 GR마크 인증을 받은 친환경 인쇄용지

아인스블랙

FSC®, ISEGA, Blue Angel, ISO 9706 인증을 획득한 종이로
고급박스, 웨딩카드
100% 재생지로 만들어진 환경친화적인 그래픽용지

GA

100% FSC®인증을 받은 재생지로 만들었으며,
8겹 다층 구조라 견고한 친환경 보드

내지

태그, 보드, 초청장

크리에이티브 보드

100% 재생지로 만들었으며,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종이,
유럽 장난감안전기준 인증을 통과해 어린이 용품에도 사용 가능

쇼핑백, 표지

시로에코

제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양에 준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친환경 사회경제 활동에
후원하는 탄소중립상품

포스터

리시코
아코팩 리사이클
구몬드레더

FSC® 인증을 받은 재생 펄프 100%로 만든 친환경종이
무염소 표백 재생펄프 100%를 사용한 FSC®인증 친환경 제품
무염소 표백 펄프로 생산된 FSC® 인증 친환경 제품

표지
면지, 내지, 명함
표지, 명함, 택

빌리지

중성처리(PH-NEUTRAL)로 제작물을 장기간 변색없이 보존
가능, 무염소 표백펄프를 사용한 FSC® 인증 친환경 제품

쇼핑백, DM용지, 봉투

켄도

95% 재생펄프와 5% 대마 원료 펄프를 사용한 친환경 종이

표지, 면지,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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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친환경 종이 타입: 3. 비(non)목재지
비목재지는 사탕수수, 오렌지 껍질, 가죽, 대나무, 해초, 동물의 변 등 목재
이외의 소재를 혼합하여 만든 종이로 기존에 사용했던 종이와는 또 다른 독특한 색과
질감이 특징이다. 기존 펄프 종이 1MT(metric ton)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큰
나무 23그루에 해당되는 4MT의 펄프 칩이 소요된다.85) 또 비목재 페이퍼는 기존의
펄프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백제, 산, 알칼리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량의
물을 사용해 화학약품을 제거하고 스팀하기 위한 공정 역시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질 및 대기 오염을 현격히 저감된다. 홍보물 제작에 용이한 비목재지는 아래와
같다.
특징

품목

용도

실제 양모가 15% 이상 함유된 친환경 그래픽용지

내지, 고급용지

엔티랏샤

다양한 색상(120색)과 평량대를 갖췄으며 코튼펄프(10%)가
함유

표지, 띠지, 색지

바가스

목재 펄프를 사용하지 않고, 사탕수수에서 설탕액을 짜내고
남은 섬유소인 바가스를 이용해 만든 비목재 종이

표지, 봉투, 초청장

양모지

그문드코튼

100퍼센트 면으로 만든 친환경 프리미엄 용지

풀종이

천연자원인 1년된 식물의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

오감지

10% 비목재 펄프가 함유된 친환경 종이로,
펠트피니쉬엠보스가 특징

에이프랑

바가스 펄프가 10%이상이 함유

디프매트

재생지 펄프 40% 이상, 바가스 펄프 10% 이상 배합된
친환경 그래픽용지

비(non)목재지 리스트

고급용지, 펄지, 라벨
표지, 초청장, 라벨
표지, 고급용지
표지, 내지

프리터

비목재 펄프를 10%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돌 표면의 질감을
살린 두툼한 부피감이 특징

얼스팩

100%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종이로 자연 생분해되어
친환경적 (습도에 강함)

표지
표지, 초청장
그래픽 인쇄물

2) 친환경 잉크로 인쇄하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친환경 종이만큼 중요한 부분이 잉크 선택과
사용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쇄에 사용하는 잉크는 안료, 유기 용제 이외에도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어서 환경에 많은 부분 빚을 지고 있다. 환경부의 ‘휘
발성 유기 화합물 관리 현황 및 저감 계획’에 의하면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86)는 전체 배출량의 약 3.6%에 달한다.87) 또 인쇄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용제, 백혈병을 유발하는 IPA, 용지의 지분, 뒤묻음
방지 파우더 등과 인쇄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보다 돋보이도록 하는 용지의 백색도를
높이기 위한 형광증백제의 과다사용, 각종 UV 코팅, 라미네이팅 또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인쇄산업은 소이잉크
(soy ink), Non VOC 용제, IPA 대체 제품 등을 활용한 친환경 인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88)

85) 대한인쇄문화협회, 「친환경 인쇄 보고서(3)」, 문화체육관광부, 2014, p.104.
86) 수백종류의 휘발성을 가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도료나 접착제 등에 함유된 유기용제가 주물질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87) 문성환, 「친환경 잉크를 이용한 오프셋 인쇄의 색재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p.1.
88) 박성권, 「제2회 친환경 인쇄 세미나-국내외 친환경 인쇄 트렌드 및 방안 소개」, 『대한인쇄문화협회』 제9권 12호, 2010,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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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친환경 잉크에 대한 관심은 인쇄 과정에서의 환경적 문제와
잉크로 인한 재활용률 저하의 문제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종이를 재활용하려면
잉크를 빼고 섬유만 남기는 ‘탈묵’ 공정이 필요한데 안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화학약품이 사용된다. 특히 색이 많고 광범위할수록 더 많은 약품이 사용돼 폐수처리
등 환경적 영향이 커지는 만큼 잉크 사용을 줄이는 것은 재활용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종이 선택 뿐 아니라
잉크 선택과 사용에도 친환경 잉크 선택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인쇄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 국내 혹은 국외의 친환경 인증: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하게 될 장비와 잉크는
공인된 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
② 에너지 사용량: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적은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므로, 장비의 전기 사용량 확인은 필수다.
③ 유지보수 비용: 불필요한 또는 필요 이상의 많은 과정을 거치는 인쇄장비 또는
잉크는 곧 더욱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소모됨을 의미한다.
④ 재활용 재료: 재활용이 가능하여 사용 후 사용된 제품의 반송이 가능하다는
제품은 이론적으로 대단한 아이디어지만, 반송에 사용될 다양한 포장재료와
운송에 소비되는 연료는 결과적으로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⑤ 자연분해되지 않는 원재료: 친환경적이라고 광고되고 있는 장비 및 잉크의
원재료가 자연분해되지 않는 재료와 비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위의 사항들을 염두 하였을 때 인쇄 과정의 여러 선택지 중 환경에 부담이
덜 되는 방향의 인쇄용 잉크는 크게 토너, 일반 잉크, 친환경 잉크 세 종류로
분류가능하다.
A. 토너 출력
레이저출력에서 사용하는 토너는 그 가루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세플라스틱
(ground polyester)이다. 이 토너 가루를 종이에 가지런히 뿌려놓고 레이저로 녹이고
열로 굽는 방식이 레이저 토너 출력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열이 많이 필요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토너 분말과 배기가스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89)

89) 파이낸셜뉴스, <프린터업계 친환경 이미지 변신 안간힘>,
https://www.fnnews.com/news/200909040700331804, (2021. 11. 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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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 잉크 출력
잉크젯 출력은 토너 출력과 비교해 환경오염이 덜하다. 잉크를 종이에
바로 흡수시키기 때문에 출력 시 에너지가 거의 소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너
출력과 비교했을 때 동일 페이지를 인쇄 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인쇄 잉크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 성분으로 대기 중에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로 흡입 시 신경계 장애가 유발되며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의 원인이 된다.
C. 친환경 잉크 출력
지구온난화 및 고갈 자원인 석유를 주원료로 하는 기존 석유계 잉크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의 다량 배출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
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친환경 인쇄 잉크에는 유해성분인
방향족(aromatic) 성분을 1% 이하로 함유한 아로마틱 프리 잉크(Aromatic Free
Ink), 인쇄 잉크에 사용되는 석유류 기름 대신 식물유 함량을 늘린 식물성 잉크, 인쇄
잉크에 사용되는 석유계 용제를 식물유로 대체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을
없앤 솔벤트 프리 잉크(Solvent Free Ink)가 선택가능한 대표적 친환경 잉크이다. 그
외 라텍스 잉크, LSE잉크, 무용제(Non-VOC)잉크 등이 있다.

종류

장점

아로마틱
(Aromatic)
프리 잉크

유해성분 Aromatic(방향족 성분) 1% 이하

단점
- 수지와의 상용력이 떨어짐
- 용해력이 좋은 2단계 수지 사용 필요

- 생분해성이 뛰어나 폐기 용이
- 자극적 독성이 거의 없어 아동용 제품이나
식품 포장에 비교적 안전
- 잉크 건조시간 지연
식물성 잉크

- 종이와 잉크 분리가 용이해 종이 재활용
용이

- 비흡수면 용지에는 사용 불인쇄 시 옵셋
잉크에 비해 어두운 발색

- 잉크사용량 절감
- 물 사용량 감소

UV 잉크

무용제
(Non-VOC)
잉크

- 높은 색상 농도

- 높은 가격

- 뒷묻음 없음, 고광택/빠른 경화

- 부착성 떨어짐

- VOC 프리

- 접합 부분 갈라짐(crack) 주의

- 빠른 경화로 인쇄직후 후가공 가능

- 기계청소에 강한 세정제를 요함

- 휘발성 석유계 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잉크
- 매엽 오프셋 잉크에 적용

정밀한 부분의 표현 어려움

- 고속 인쇄시 농도, 광택 탁월
- 식품·장난감용 포장 인쇄에 적합

무습수 잉크

-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인쇄(축임물의
미사용)로 폐수 발생 없음

무습수 전용 인쇄기와 판사용으로 비용 높음

- 인쇄 후 드라이 다운 감소

90) 수백종류의 휘발성을 가진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도료나 접착제 등에 함유된 유기용제가 주물질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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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잉크 리스트

지속가능 전략을 위해 친환경 종이와 잉크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인쇄물의 코팅 여부이다. 아무리 친환경 종이, 잉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코팅을 하게 되면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인쇄물의 보관과 관리
어려움의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사용 이후 폐기까지 생각한다면, 되도록 인쇄물에
코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코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닐 코팅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UV코팅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빚을 덜 지는 것이다.
3) 기타 인쇄 정보
A. 현수막/배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수막은 각종 안내문 따위를 적어서 벽이나 공중에
매달아 두는 막으로 여러 행사 현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현수막은 실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 도로변과 같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게시해 두기도 하며, 한번 게시하면 오랜 기간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가 회수하여
폐기한다. 따라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원단은 통상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비바람에 강하며, 나염 인쇄가 용이한 재질의 원단을 사용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염 현수막 원단은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로 제직된
것으로 100% 폴리에스테로 섬유로만 이루어진 T/P, 폴리에스테르 65%와 면 35%
로 이루어진 T/C, 폴리에스테르 35%와 레이온 35%로 이루어진 T/R 원단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폴리에스테르 현수막은 사용 후 재사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된다. 문제는 이를 소각할 경우 많은 1급 발암물질(다이
옥신, 미세플라스틱) 등이 발생하며, 매립을 하더라도 적어도 수십년 동안 썩지 않기
때문에 토양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적당한 매립 장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현수막의 기본 재질(T/P, T/C, T/R)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안한다.

현수막 대체 재료

종류
바이오매스 소재
크라프트 종이가죽
종이 현수막
타이벡

장점

단점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전분을 내구성과 내열성 부족하여 생활용 섬유
소재로 가공시 염색 및 고온에 약함
원료로 만듦
종이처럼 보이나 재봉, 다림질, 세탁 등
일반 종이에 비해 가격이 높음
가능하며 내구성이 좋음
발색력이 뛰어나고 분리수거가 가능

내구성이 약함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로 방수가 되며 130℃ 이상에서는 가열 시 경화현상이
습기가 투과하며 무게가 가벼움
나타나 염색이나 프린트가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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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스티커
최근에는 지류 입장권이나 티켓 대신, 스티커를 제공해 전시장 출입이
가능함을 알린다. 또한 간단히 뜯어서 여기저기 붙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스티커
역시 많은 인쇄홍보물로 제작된다. 하지만 스티커는 접착성분과 표면코팅으로
재활용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스티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하며,
최근에는 친환경이슈와 함께 환경친화적 스티커도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특징

종류
유·무광 스티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티커 재질, 인쇄성이 뛰어나며 색감 표현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인쇄 출고가 빠름

모조지 스티커

A4 용지 재질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백색도가 뛰어나 우수한 인쇄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유포지 스티커

PP 합성지로 내구성 및 내약품이 강하며 표면이 매끄러움. 사용기간이 길고
변색도 잘 되지 않아 외부용 및 장식용으로 사용

은데드롱 스티커

은색표면광택 처리가 된 제품으로 제품 자체에 유광처리
플라스틱재질로 물에 젖지 않으며 일반스티커에 비해 두께가 얇아 포장데코
로도 사용되며 내수성과 내습성이 강한 스티커

투명 스티커

재질특성상 인쇄색상은 뚜렷하지 않으나 고급제품의 라벨 및 용기, 상품포장
등에 주로 사용. 내수성과 내습성이 좋음

파워강접 스티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티커 재질인 아트지스티커에 접착력 부분을
2배로 보강시켜서 만든 제품

PVC 스티커

플라스틱재질이며 재질특성상 물과 습기에 강하고 두께감이 있으며 단단하고
잘 찢어지지 않음. 실내장식용이나 외부용, 재활용PVC용기, 생활용품으로
사용

크라프트 스티커

100% 천연펄프를 사용한 친환경 용지로 표백 하지 않음. 용지색깔이 독특함

수분리 스티커
사탕수수 스티커

수분리 과정에서 라벨과 PET에 접착제가 남지 않고 깨끗하게 분리됨.
분리수거 과정에서 소비자가 쉽게 탈착 할 수 있음
100%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들어졌으며 합성고무를 사용한 접착제를 사용하
였음.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자연 생분해 가능

4) 온라인 홍보 채널 적극 활용
인쇄 홍보물은 전시를 찾을 방문객 수를 예상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그렇게 제작한 수량보다 적게 소진될 경우 그대로 버려지거나 어딘가에서 먼지만
쌓인 채 보관된다. 관람객들이 가져가더라도 귀가하는 길이나 자택 등 어디선가
버려져 또 다른 쓰레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무용한 폐기물을
줄이고자 인쇄홍보물을 QR코드와 디지털 리플렛, 디지털 도록으로 대신하는
전시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찰나의 순간을 위해 거리에
끝없이 늘어지는 배너와 현수막, 포스터 역시 전시가 끝나면 폐기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홍보물들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 SNS,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은 크게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투브, 트위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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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의 종류
(크라프트 스티커, 수분리 스티커, 사탕수수 스티커가
친환경 스티커에 포함된다.)

종이 리플릿은 관객들이 들고 다니면서 작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설적이고 편리한 방식이지만, 관객 수보다 많이 출력한 경우 남은 리플릿들은
버려지거나 어딘가에 한꺼번에 보관된다. 하지만 매체가 발달하면서 전시에서도
종이 리플릿 대신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시
설명, 오디오 도슨트, 추가적인 정보 등 손쉬운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QR코드는 이제 전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리플릿의 경우 3장에서 언급하였던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후 미술관 : 우리 집의
생애> 출품집 해제 모음집이 모범적인 사례일 것이다. 전시가 지향하는 바에
맞도록 디지털 도록을 제작하였는데, 배경색을 어두운 모드로 유지하고 영문의
시스템 폰트를 사용하여 전력 소모를 줄였다.
온라인 홍보 채널



종류

특징
- 시리즈 연재/카드형 글쓰기/주제별 포스트/콘텐츠 전문가가 모여있는
프리미엄 플랫폼
- 네이버 블로그가 과포화 상태로 대중으로부터 신뢰도 및 마케팅적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이용자의 관심 키워드에 맞춰 더
퀄리티 높은 정성 콘텐츠를 제작

네이버 포스트

- 관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들이 모여있어서 고객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긴밀하고 충성도 높은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콘텐츠 마케팅 성과를 향상할 수 있음
- 다른 소셜 미디어 채널에 비해 매출에 직접적인 성과가 부족함
- 같은 내용이라도 키워드에 따라 노출되는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모바일 쇼핑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20-30대 연령층 선호

인스타그램

- 타 채널과 달리 자체 공유 기능이 없고, 글 속에서 링크가 걸리지 않아 타
채널에 비해 확장성이 떨어짐. 따라서 해시태그를 통한 챌린지나 이벤트로
고객의 자발적 참여와 홍보를 이끌며 보완해야 함
- 타채널에 비해 다양한 연령층이 폭넓게 사용함
- 기업이 보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할 만한 타겟에게 정확히 도달되는
하이퍼 마켓팅으로 잠재고객을 찾아냄

페이스북

- 기업이 마케팅 할 대상의 나이, 성별, 관심사 등을 정교한 필터로 제공하며,
정보를 축적하여 잠재고객을 분석함
- 잠재고객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사진, 영상,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제작하고 공유하기를 통해 빠르게 확산시켜야 함

유튜브

- 사진보다 더 생생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더
큰 신뢰감을 줌
- 검색엔진 최적화로 상위 노출을 노려야 함
- 최대 특징으로 ‘140자 텍스트 제한’과 ‘실시간성’
- 140자의 텍스트 제한으로 전문적인 콘텐츠 제공이 어려워 자사 홈페이지의
URL을 걸어 이동을 권함

트위터

- 추천 순서가 아닌 최신 순서로 트윗이 발행되므로 기업이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기 적합함
- 단기간 폭발적인 정보 확산과 여론 형성이 가능한 대신 지속성이 짧아
타임라인에 쉽게 묻히기 때문에 장기 프로모션보다는 단기 프로모션에
적합함

91) 김정민·김규정, 「소셜미디어의 효과적인 콘텐츠 마케팅 융합연구 -채널별 콘텐츠 활용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제38권 5호, 2020,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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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하는 것_운영
1) 전시정보 제공
전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시 콘셉트에 맞춰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전시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전시장
내에서는 주로 전시 서문, 인포그래픽, 작품 캡션 등을 활용해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전시장 벽면에 시트지나 아크릴, 포멕스·
폼보드를 활용한 실사패널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와 같은 방식들은 조성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의 적절성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선호하는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환경에는 결코 이롭지 않다. 대부분 설치 과정에서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전량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플라스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폐기비용도 높고 분해기간도 길어 환경부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가격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트지나
포멕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속가
능을 염두하여 전시를 구성하고 싶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소재

기존

특징
시트지

폴리염화비닐(PVC)을 주성분으로 가공은 쉬우나 유해물질 배출,
긴 분해기간, 분리배출 불가능 등으로 환경오염도가 높음

아크릴

메틸(Methy Methacrylic Acid)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재활용 불가능, 높은 폐기 비용

PVC폼(포맥스)
PE 시트지

대체

전시 정보 제공에 사용 가능한 소재

PVC를 발포·압축하여 가공한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활용 불가능, 높은 폐기 비용
식품용기로 사용되는 PE를 가공한 것으로 생분해 가능

디지털 인쇄

빔프로젝터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인쇄
재사용 가능, 오탈자·오류 수정 용이

기타

손글씨(부산현대미술관_지속가능한 미술관 참고)
종이프린트(서울시립미술관_기후미술관 참고)
QR 코드를 활용한 온라인·디지털 전시 정보 제공

2) 전시관람태도
지속가능을 위한 콘텐츠를 위해 필요한 것 중 기관과 기획자, 생산자의
역할 만큼 중요한 것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관람객의 관심과 동참이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에너는
소비되고 있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관람객에게
환경을 위한 전시관람 행동 가이드를 전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대중교통의 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부문이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16.5%를 차지하며,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약 94%가 자동차 사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은 개인이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용

92) 석주영·이희연,「도시권의 교통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배출량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제16권 3집, 201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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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연간 204톤
CO eq 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시장을 방문할 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등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그린포인트 적립금을
지급하여 아트상품을 구매하거나 전시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문객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인쇄와 관련된 영역 또한 대중교통 이용만큼 방문객들의 적극적 참여
행동이 필요하다. 전시장에서 배포되는 리플릿이나 엽서 등 인쇄물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방문객들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인쇄물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ACC의 경우 대부분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 전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정보가 필요한 경우 종이 인쇄물 보다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후 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전시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는 팜플렛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 애초에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전단지나 팜플렛 등 인쇄물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자료 사이트를 제공하고 홍보물을 이미지 또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방문객들 또한 지속가능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전시 팜플렛 외에도 전시 티켓을 바코드화하고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실제 방문객들에게 제안 가능한 지속가능한 실천 행동이다. 그 밖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에 따른 올바른 분리수거 등 환경을 위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행동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ACC가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과 미래에
대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도 환경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청할 수 있다.
3) 케이터링
미국 그린빌드는 2019년 전시가 시작하기 6개월 전에 BYOB(Bring Your
Own Bottle) 계획을 시작했다. 그린빌드는 등록된 참석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행사 참석시 직접 물병을 가져와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 메시지는 쇼 사이클 내내
웹사이트, 이메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조되었다. 또한 모든 참석자와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이메일 및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지속가능성 섹션에는 전반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폐기물 전환을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이에 참여한 관객들에게 전시 전 디지털
방식으로 서약서를 수집하여 이를 전시장 벽에 세워둠으로써 녹색실천에 함께 함을
강조했다.  관객과 스텝들에게 재활용 물건을 포함하여, 쓰레기 발생을 제한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장의 사례조사에서 소개한 ICC SYDNEY의 경우 시드니의 워터 스테이
션 제도를 활용해 관객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한다. 워터 스테이션은 센터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음수대를 지칭하며, 시민들이 생수를 사마시는 대신 음수대에서 가지

93) CO2eq는 ‘이산화탄소 환산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94) 한겨레, <’탄소발자국’ 줄이는 최선책은 자동차 이용 안 하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5720.html, (2021. 11. 1. 발췌).
95) 지속가능저널, <기후미술관: 우리집의 생애>, http://m.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 (2021. 11. 06. 발췌).
96) 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Waste Management in the Exhibition Industry”, 20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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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물병에 물을 담아 마심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항하고자 한다. ICC SYDNEY
의 그린 이벤트 가이드에서도 행사 참가자들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을 행사의
일부로 나누어 줄 것과 직원들이 시드니 워터 스테이션에서 리필 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가지고 다닐 것을 권장하고 이를 관객들에게 모범적으로 안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국내 사례 중 트래쉬 버스터즈의 사례도 ACC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트래쉬 버스터즈 외에도 다회용기 렌탈과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회용기 렌탈 업체들은 케이터링 행사에 다회용기
를 제공하고, 행사 후 수거해 세척하여 다시 다른 행사에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일회
용품 쓰레기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트래쉬 버스터즈가 2019년 ‘일회용품
없는 페스티벌’에서 일회용품 쓰레기를 전년도 대비 98% 감소시킨 사례를 보았을
때, 행사 케이터링의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은 다회용기의 사용일 것이다.
케이터링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의 경우, 폐기되어 음식물 쓰레기의 생산
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폐기물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전당 내에서 행사 시 남은
식음료를 다시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의 한 방법일 것이다. 또 지역의
생산물들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케이터링 운영 시 지속가능한 방안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A. 참여자들을 위한 구체적 녹색실천행동 가이드 제공(서약서 , 성과목표 제시)
B. 일회용품은 없애고, 다회용기는 늘리기
C. 참석예정 인원수를 넘기지 않는 적절한 양의 음식 준비, 남은 식음료 나눔 시스템 구축

4) 조명
조명 역시 전시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조명을 쓰는지에 따라
작품이 관객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인자로 작용되는 조명이 관람자의 시각적인 만족도 및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EU에서는 할로겐전구를 시장에서 전면
퇴출시키는 추세이다. 그동안 실내 조명, 헤드라이트 등 실생활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극도로 에너지 효율이 낮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EU는
2009년부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할로겐전구 사용을 줄여왔고 2018년 9월부터는
할로겐전구 생산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대신 에너지 효율이 5배가량 뛰어난 LED로
대체하였다. EU가 할로겐전구를 모두 LED로 바꾼다면 유럽 전역에서 포르투갈의
연간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인 93TW의 전력 사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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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종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1,52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에 필요한 석유 수입량도 연간 7,500만
베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명의 종류



특징

종류

- 전력소비량은 20~35W, 최대 5000시간 지속
- 조명 아래 있는 물건들의 색상이 더 선명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용도나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

할로겐

- 평균 1년 이상 지속되며 백열전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음
- 교체시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기름이 전구를 켰을 때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교체해서는 안 됨
- 내부에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꾸는 코팅이 있으며, 전류를 조절하는
장치인 안정기 없이 작동하지 않음

형광등

- 백열등보다 더 많은 빛을 생성하고 오래 지속됨
-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특수한 색의 형광등 등 다양한 유형의 형광등이 있음
- 백열전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4를 소모하며 10배의 지속시간

CFL
(소형 형광전구)

- 형광등 대비 빨리 켜지며, 더 따뜻한 색상톤 제공
-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LED 전구 전력소비량은 3~4W
- 최대 2만5000시간 지속

LED

-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장기간 사용 시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 수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조명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인 루멘(lumen)이란 전구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으로, 루멘이 높을수록 더 밝다. 와트(watt)는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력에너지로, 와트가 적을수록 전기요금은 낮아진다. 와트수가 낮고 루멘이
높을수록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조명이다. 아래 표는 동일한 루멘을 내기 위한
전력을 비교한 것이다.
동일한 루멘(밝기)를 내기 위한 전력



LED

할로겐

CFL

백열등

14~16W

72W

23W

100W

12~13W

53W

20W

75W

8~9W

43W

15W

60W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조명에 비해 LED의 소비전력이 낮아 전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의 저감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광원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LED 광원을 각각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디밍(Dimming)기술'이 적용된 LED 조명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조명시스템의
개발과 적용 또한 지속가능을 위한 큰 발걸음이다.

97) 뉴스원, <누런 '할로겐전구' 유럽서 퇴출된다⋯환경파괴 주범>, https://www.news1.kr/articles/?3407695, (21. 11. 18. 발췌).
98) gmkrecycling (https://gmkrecycling.com/1253378514) 참조.
99) https://infolee.tistory.com/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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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 제품
현대미술에서 전기에너지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모니터, 빔프로젝터,
음향기기 등에 필요한 전원 어댑터, 모니터 케이블, 연결잭, 오디오 케이블, 변환젠더,
공유기 등 디지털매체를 구동하기 위한 재료들은 전기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
절약(Energy Conservation)은 효율적 사용 또는 소비의 절감 등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에너지의 절약을 통해 재정 절약, 환경의
가치, 인류의 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중 ACC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분야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와 조명의 관리

소비되는 전력 체크

특징
- 플러그 타이머(일정시간이 지나면 기기로의 전기 공급이 끊기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시간에 맞춤
-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비전력 측정기 기준 제품
: Bplug-S01(에이나인), SJPM-C16(서준전기), 스마트 타이머
콘센트 SJS-C16(서준전기)멀티탭 KM-CW4(광명전기) 등
- 사용되는 전기 제품별 소비전력(시간당)을 측정 후 기록 후
예상소비전력 및 전기요금을 예상할 수 있음

상시화면에 대한 정보

- 화면은 소비전력의 상당 부분은 차지하므로 전시관람시간의 통계를
내어 방문의 빈도가 낮을 때 센서를 통해 전력이 온-오프 될 수 있도록
함

버려지는 전기재료 체크

- HDMI 케이블, 폐전선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쉽게 버려지는 재료들의
활용방법을 고민하여 방법 마련

미디어(영상)전시가 많은 ACC에서는 영상의 길이와 현재 상영 중인 영상의
구간을 표시하게 하여 관람객들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게 하고, 영상의
반복재생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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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

5. 버려지는 것_폐기
지속가능한 콘텐츠 창제작을 위해 앞 장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가벽의
최소화, 포스터와 초청장 같은 홍보물의 친환경 인쇄, 높은 전력의 조명 최소화 등은
전시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탄소배출량을 분명 감소시킨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콘텐츠의 창제작 과정이
폐기물 배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미술관은 ‘자본집약적
전시’로 전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국공립기관 미술관 전시 규모로 보면 행사
한 번 마다 가벽, 홍보물, 전시가구 등 5톤(t) 트럭 4대 가량의 폐기물이 발생시켰다.100)
전시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전시 후 설치물, 인쇄물, 제작물 등이
일회성인 경우가 다수여서 전시가 끝나면 대부분 산업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ACC의 경우 2020년 콘텐츠 창제작 관련 사업 7종에 총 2,32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그 중 공간 구축·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은 약 494백만원으
로, 예산 대비 21.3%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콘텐츠의 목적에 맞게 특수하게
제작된 목재 가벽, 전시 가구, 사이니지 등은 타 전시에 재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규모와 양적으로도 보관이 여의치 않아 대다수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101) 또 전시
관련 예산 23억 중 5억은 전시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102)
폐기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합성 물질이다. 여기에는 조성을 위해 나온 폐기물
외에도 포장/보관용 폼이나 타이벡 및 플라스틱 필름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의 2019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97,238톤이며, 이 중 83.6%가 재활용되고 5.2%가 소각되었으며, 6.1%가
매립되고 2.1%가 기타 처리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이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매우 잘 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길이 멀다.103)
실제 재활용시설에서는 선별과정에서 이물질로 제거되는 양이 상당히 있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는 절반 가량이 선별 잔재물로 발생한다. 이 잔재물
은 고형연료나 시멘트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되거나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된다.
그렇기에 실제로 소각·매립되는 비용은 통계보다 훨씬 많은 양이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결국 재활용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재사용을 염두에 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 또한 여의치
않다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벗어나 교환, 새활용, 공유 등의 새로운 ‘재’ 활용의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가 조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Brundtland Report.1987)을 향한 노력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경제의 핵심 패러다임은 ‘자원 순환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녹색성장방안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104)
100) 하퍼스 바자 코리아, <어느 미술관의 자아비판>,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56618, (2021. 11. 16. 발췌).
10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기획자·창작자를 위한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2020, p.7.
102) KBC 뉴스, <문화예술작품 철거비용 비중 20%↑.. 재활용 활성화>, https://youtu.be/cIHG4r-83nY, (2021. 9. 20. 발췌).
103) 이미디어, <자원순환, 이제 양적 재활용에서 질적 재활용으로 나아가야>, https://m.ecomedia.co.kr/news/newsview.php?code=1065575408264519, (2021, 11. 11. 발췌).
104) 지식경제부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재활용산업 활성화 정책 해외사례」, 지식경제부, 200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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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G전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전시관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조립식 컨테이너,
폐목재 등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270m² 규모 전시관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용한 컨테이너는 한국 해비타트 등에 기증해 교육장, 쉼터
등으로 재활용된다.105) 서울에서는 PIECE라는 플랫폼(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작업
제작이나 전시 종료 후 남는 재료들의 재활용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한 한걸음으로
판매 및 나눔 신청을 받고 있다. ACC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며 전시에서
사용했던 목재들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태양광 가림막을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목재들을 가지고 벤치와 테이블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보관
중에 있다.106) 이러한 방식으로 전시 철수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순환을 위한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으로,
국내외 다양한 전시 사례들을 통해 전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의 새활용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105) 문화저널, <전시관부터 제품까지 친환경 무장한 '
LG전자'>, http://www.mhj21.com/146347,
(2021. 10.9. 발췌).

1)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배출하기
ACC에서 콘텐츠 운영 후 나오는 폐기물 중 절반 넘게 해당하는 석고보드는
건설현장을 포함 매년 30~40만 톤의 폐기물로 나오고 있지만,107) 현행 환경관계법규

106) KBC 뉴스, <문화예술작품 철거비용 비중 20%↑
재활용 활성화>, https://youtu.be/cIHG4r-83nY,
(2021. 9. 20. 발췌).

폐기물편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폐석고보드 처리규정이 없다.
다만 환경부의 예규 471호(2012)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석고보드를
일반 폐보드류와 같이 취급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폐석고보드의 처리기준 및 방법이
없다.108) 이에 석고보드는 폐보드류와 같이 폐기물 처리가 되는데 이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 재활용 불가능한 것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 소각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폐기물 배출시 무지와 번거로움을 핑계로 위의 법령을 지켜
배출하는 현장은 10% 미만에 그치고 대부분 혼합 폐기물로 매립 처리되고 있다.109)
그러나 이렇게 혼합폐기물로 무분별하게 배출된 폐석고 보드는 단순 매립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실제로 1999년 일본
후쿠오카현의 폐석고보드 매립지에서 최고 750ppm의 황화수소가스가 발생, 인근에서
일하고 있던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110)
하지만 폐석고보드는 소각이나 매립처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며 폐석고보드를 파쇄, 분쇄한 석고보드 가루는 시멘트 응결 지연제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분리된 폐종이는 세척하여 재활용 석고보드 제품 또는 폐지 압축장을
거쳐 제지회사로 납품 하는 등 2차 제품 활용의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 이에 실제로
폐석고 보드 전용 재활용 설비를 도입하여 실제적 재활용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111)
국내 기업 에코이즈는 폐석고보드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분까지 원스톱으로
107) 이지영 외 6인, 「폐석고보드지의 재활용 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펄츠종이공학회』 제45권 3호, 2013, p.21.
108) 에코미디어, <석고보드 분결기 등 고성능 재활용 처리기기>,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79507255290497, (2021. 10. 07. 발췌).
109) 이지영 외 6인, 앞의 글, p.21.
110) 대한경제, <마이스터, ‘폐석고보드 재활용’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110061116366610409, (2021. 11. 16. 발췌).
111) KNB경기채널, <건설폐기물 품목중 폐보드류의 재활용실태>, http://www.knbtv.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 (2021. 11. 16.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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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친환경기업이다. 수거한 폐석고보드는 석고보드 분별기를 통해 분리되고
선별되어 석고보드, 시멘트, 지방개량재로 활용하고 있다. 또 다른 석고보드 재활용
기업인 마이스터는 폐석고보드를 석고와 보드(폐지)로 분리해 석고는 시멘트 응결지원
제나 토양개량제(비료)로, 보드는 축산용 깔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12)
폐목재 또한 ACC 전시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이다. 위 국내사례에 언급되었던 동화기업113) 에서는 폐목재를 파쇄한 다음 여러
공정을 거쳐 중밀도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으로 자원 순환되어 제품이
생산된다.114) 이 같은 방식처럼 전시 후 쏟아져 나오는 자재나 재료들을 무조건 폐기
처리하기 보다는 되도록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곳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사례 중 코엑스는 전시회 개최 후
발생되는 폐목재에 대해 재활용 가능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재처리 후 목조주택,
토목공사, 가구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15)
환경부 고시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분류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시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는 파티클보드, 합판과 같은 2등급이 일반적이며 전시
디스플레이, 콘셉트 등에 따라 목재 구조물(3등급)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시에서 사용되는 폐목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살펴보면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용 원료,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제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 원료, 열분해·
가스화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전시에서 사용된 목재들은 분리와 수거가 되지 않고 혼합폐기물 형태로 불법매립 및
소각처리 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폐목재를 가공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는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폐목재는 거의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다.116) 현재 목재 가공은
산지에서 벌채되어 운반되는 단계와 공장에서 가공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 따라서 버려진 목재를 재활용한다면 목재를 생산하는 벌목 및 운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117)
발생원

폐목재의 발생원·종류별 등급 분류표
(환경부 고시 2012-117호)

신축현장
폐목재

건설
폐목재

해체현장
폐목재

목재 파레트

분류

등급

각재류(비계목, 받침목, 토류반 등)

1등급

나무 판제품(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순수목재

1등급

건물 내장재(방부처리목재 제외)

2등급

목조주택 및 건물외장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실내외 목재구조물(계단, 울타리, 의자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 목재

3등급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 합찬

2등급

섬유판

2등급
112) 대한경제, 앞의 글.
113) https://www.dongwha.com/ 참조.

114) 국내의 폐목재 관련한 재활용업체들은 “환경부가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규제를 하고 있어 폐목재의 재활용이 벽에 갇혀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나무신문, <2019년 목재 재활용 산업, 계단을 오르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15 486&memberNo=29772279&vType=VERTICAL, (2021. 11. 12. 발췌).
115) 코엑스(http://www.coex.co.kr/about-coex/green-coex/sustainable-services?type=visitor)참조.
116) 나무신문, <폐목재도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http://www.imw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4, (2021. 11. 10. 발췌).
117) 나무신문, 위의 글.

버려지는 것_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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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분류 기준

폐목재의 등급 분류표 (환경부 고시)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가공·처리·사용 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같은

2

물질이 묻은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목재는 제외)

3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와 같은 물질이
묻은 폐목재와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구분

주요제공서비스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 등 유통업체를 직접 조회

순환자원정보센터
https://www.keco.or.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http://www.kora.or.kr

한국폐기물협회
http://www.kwaste.or.kr

할 수 있으며, 유익한 자원순환 관련 정보 조회 가능,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 무료 컨설팅 및 온라인으로 폐기물 공급자/수요자간 거래 협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의 의무 대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
허가구분 / 폐기물 종류별 전국 재활용 업체 현황 제공

전시를 위한 가벽, 바닥재, 구조물 등이 대부분 한 번 사용 후 재사용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피로 인한 보관의 어려움과 관리 인력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실제
ACC 내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ACC 전시 콘텐츠 창제작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도 자재의 적재창고 부족과 창제작을 위한
목공실, 공작소 등의 작업 공간 부족, 관리 방법의 부재가 언급되었다. 재사용을
위해서는 적재보관 장소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대부분
폐기처리 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적재를 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산과 운영의 문제로 쉽게 적용 가능한 해결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전시 자재나 기구를
목록화하고 국내 국공립 기관들 간의 목록 공유를 통해 대여나 교환 네트워킹이
구축된다면 현재 배출되는 폐기물의 상당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미술관>>전시를 기획한 부산현대미술관 최상호 학예연구사는 “전시에
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자재나 창고에 있는 장비들의 DB구축을 통해 다른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시 테크니션 간의 네트워킹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한 미술관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러 기관의 의지와 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은 추후
문제로 남겨두고, 먼저 ACC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 및 장비 정보 목록화를 시작하여
현재 상황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소비와 생산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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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처리·재활용 정보 제공 사이트

2) 새활용을 통한 폐기물 절감
‘새활용’이란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뜻한다.
재고품에 새로운 가치를 입힌다는 점에서 쓰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과는 다르다. 재활용 의류를 통해 옷이나 가방을 만들거나 버려지는 폐현수막,
자투리 천, 폐목재 등에 디자인을 입혀 재탄생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118)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폐자원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1년 9
월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으며,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로 ‘모든 폐기물 =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
단순·양적인 순환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의 가치를 상향 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체제로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119) 실제로 최근 환경 및 생태 문제의 대두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방식 중 하나로 친환경 중심의 제품 라인 구축과 함께 업사이클링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친환경 경영으로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페트병 수거, 기업 협업 업사이클
링까지 환경을 위한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제주도와 함께 운영하며, 재활용 도움센터 71개소를 비롯한 공동주택 54
개소 등 총 125개소에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148.6톤 이상의 폐페트병을
수거했다. 이를 이용해 업사이클링 섬유인 ‘리젠제주(regen-jeju)’ 재생섬유를 개발하여
의류 및 가방, 용품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냈다. 또 다른 사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드는 디자인 스튜디오 '나우이즈로사드(now iz
losad)'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리빙랩을 구축, 재료 선별부터 세척,
파쇄, 사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120) 이들이 업사이클링으로
처음 제작한 조명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200%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두 번째 상품인
선반은 700% 이상의 성과를 내며 매출은 물론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121)
시민단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조건에 맞는 플라스틱을 모아서 서울환경
운동연합에 보내면 튜브짜개로 만들어 돌려주는 <플라스틱 방앗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된 플라스틱 방앗간은 곡물을 가공해서
식재료를 만드는 방앗간처럼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쇄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친환경 프로젝트인 <프레셔스 플라스틱(Precious
Plastic)>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플라스틱 재활용을 시도해 보자는 의미로
시작하게 됐다. 수거한 폐플라스틱은 분류-세척-건조-분쇄 등의 과정을 거쳐
업사이클링 튜브짜개로 탈바꿈된다. 정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시즌1(2020년 7~8월)
에는 2000명의 참여자 가운데 670명이 플라스틱 256kg을 보내왔다. 이는
병뚜껑(3g) 8만 5330개 분량이다. 이후 두 번째 시즌과 세 번째 시즌까지 홈페이지가

118) 아시아경제,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링>, https://www.asiae.co.kr/article/2018112302122617764, (2021. 11. 1. 발췌).
119) 이주현, 「새활용 디자인을 활용한 국내 기업 사례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제61권, 2019, p.117.
120) 디자인정글, <플라스틱 쓰레기로 아름다운 사물을 만드는 나우이즈로사드>, https://www.jungle.co.kr/magazine/201835, (2021. 11. 1. 발췌).
121) 매일경제, <재활용 플라스틱에 디자인과 가치를 담은 ‘나우이즈로사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2135/, (2021. 11. 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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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이 되는 등 신청자가 목표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소재의 업사이클링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플라스틱 방앗간이 큰 호응을
받는 것에는 일반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튜브짜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컸다.
일종의 굿즈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다.122) 플라스틱 방앗간은 시민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 제로웨이스트와 새활용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ACC의 경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폐기물 배출의 축소에
힘쓰고 있지만 전시 규모와 콘텐츠의 양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 버려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사용이 끝난 폐기물에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새활용 디자인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ACC 역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ACC 소셜디자인 랩> 사업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의 창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디자인 랩에서는 도시
브랜딩과 도시 재생 관점에서 광주 시민들의 도심 속 피크닉 장소로 인기가 높은
하늘 마당의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 캠페인 <People Make ACC>과
폐자원을 활용한 창제작 <ACC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디자인, 건축, 설치, 퍼포먼스
분야 창작자와 협업하여 워크숍, 전시, 공연 형태로 진행하였다. 2021년은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버려지는 자원이 새로운 가치와 쓰임을 갖게 되는 과정을
조명했다. 4인/팀의 창작자와 버려지는 자원을 문화상품으로 탈바꿈 시켜보고,
대중들은 그 결과물을 소비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새활용’과 ‘자원 순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2021년 ACC 소셜디자인 랩은 <지구를
위한 창작 백신 : ECO CREATION VACCINE>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창작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창작’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구체적 실천과정을 ‘이해-실험-개발-소비-정착’ 등 다섯 개의 장으로 나눠 ‘창작

버려진 현수막의 업사이클링 통한 굿즈 제작

의 가치’와 ‘환경적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폐기는 자원의 채취, 제품 생산, 소비 과정의 마지막에서
위치한 최종단계로 인식되어 말 그대로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 그러나 용도가 다한
제품이나 자원, 소재들도 여러 방법을 통해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는 소재와 자원순환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매립과 소각되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사용이 다한 제품이나 폐기물이 발생했다면 재생원료로 전환하여
순환이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공유, 수리, 대여를
통한 재사용의 방법도 폐기물 처리의 선순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제품이나
구조물을 제작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후 발생할 폐기물의 종류와 원자재의 성분
·구조에 따라 각각에 맞는 자원순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122) 얼루어 코리아, <작은 플라스틱의 환생, 서울환경연합 김자연>,
https://www.allurekorea.com/2021/03/24/작은-플라스틱의-환생-서울환경연합-김자연/?utm_source=naver&utm_medium=partnership,
(2021. 11. 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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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세계 기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기후변화가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
및 파악하고 방지할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소수의 의견으로 간주되거나 심지어는 허구로 치부되기도 하였다.123) 그 후
40년이 지난 2019년, 미국 오리건 주립대(Oregon State University) 윌리엄 리플(William J. Ripple) 교수를 필두로 한 연구자들과 11,258명의 과학자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위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하며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124) 인류가 방치한 수십년의
시간동안 기후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어왔으며, 현재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시대 기후환경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전 인류의 문제가 되었다. 기후환경
문제는 단순히 자연 생태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며
인간을 둘러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 전반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오염으
로 인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20년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총회(다보스포럼)가 발간한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 1위로 ‘기상 이변’이 꼽혔다, 심지어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인간 유발 환경 재난이 2~5위로 환경 문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125) 기후환경 문제는 이미 황신호에서 적신호로 바뀌기 직전이며, 더 이상
관심을 지연할 수 없는 지금시대 해결 방안을 찾아야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에 각국과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제사회는 <UN기후변화협약>(1992), <교토의정서>(1997), <더반
결정문>(2001), <파리기후변화협약>(2015)와 같은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에 현대사회 모든 산업 부분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환경적 책임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산업 역시 동일한 혁신을 요구 받고 있다. 문화산업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박람회·전시 등은 콘텐츠 제작의 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환경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문화계 역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을 위한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환경을 배제한 콘텐츠 창제작과 유통, 운영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을 위한 문화계의 역할 또한 늘어나고 있다. ACC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와
문화계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청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기후환경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그린뉴딜위원회 구성, 사내 친환경 실천 캠페인, 친환경 자동차
도입,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중심 경영 구조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 폐자원 활용 문화상품 개발·유통 지원, 환경을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123) 김대호,『그린스완이 온다: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새 패러다임』, 한울아카데미, 2020, p.9.
124) 한민지, 「ESG체제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과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제11권 2호, 2021, p.4.
125) GS칼텍스 미디어허브, <기후변화, 이제는 막아야 할 때_1. 기후변화의 정의와 원인>,
https://gscaltexmediahub.com/csr/esg-climate-change-definition-and-causes/, (2020. 11. 1.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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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창제작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과 더욱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와 ‘인간’ 이 두 단어는 동시대 가장 주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기후환경과 인간 삶 사이의 ‘지속가능’에 대한 막연한 거대 담론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번째 기후회의가 개최된 지 42년이 지났다. 그곳에는 기후환경에 대한 염려와
경고가 있었고,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인류는 이를
방치했고, 방치한 수십년의 시간동안 기후변화는 끝없이 진행되어 결국은 우리시대
인간 삶을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이 허구가 아닌 지금,
우리는 수십년 동안의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변화된 실천 행동으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상황과 전 인류가 바이러스에 위협받고 있는 팬데믹의 현실 속에서
기후변화야말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얽혀있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예술 또한 그만의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상실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후운동가 빌 매키븐(Bill Mckibben)은 예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담론을 각자의 주변에서 구체화하여
실천적 행동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이 그
실천행동을 위한 작은 시작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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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지속가능한 ACC 콘텐츠 창제작 가이드라인 연구>의 일환으로
하나의 전시를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이동/운송
홍보/배포
제작/설치
전시/운영
철수/폐기
5가지로 구분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을 위한 우리들(내부 관계자, 창작자, 관람자)의 실천방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속가능을 위해 더 좋은 실천방법이 있다면
minu@accf.or.kr로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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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이동/운송
홍보/배포
제작/설치
전시/운영
철수/폐기

내부 관계자

창작자

[운송]
ロ 작품들의 국내외 이동방법과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결정하세요.
ロ 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운송박스에 대한 제안과 함께
포장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세요.
ロ 사전에 운송협력업체와 친환경적인 운송방법과 시도를 제안하고
설득해주세요.
ロ 다양한 운송방법들의 시도 데이터들은 다른 기획자와 관련된
내부직원들에게도 참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운송]
ロ 작품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전제 하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고민해 보세요.
ロ 창작자의 작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발생량을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동]
ロ 창작자, 관람자가 참고할 수 있는 친환경이동경로를 제안해주세요.
ロ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는 창작자가 참고할 수 있는 친환경이동
방법을 제안하고,레지던시 기간동안 지속가능한 실천가이드 안내
및 교육 시간을 가져 주세요.
ロ 지역 내에 운영 중인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와 연계하여 유저인
사이트를 마련하여 ACC 주변의 장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포장재]
ロ 포장재가 분리수거/재활용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접착제로 제작된
테이프를 최대한 사용해 주세요.
ロ 포장재를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박스를 마련해 주세요.
먼지나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해야 다시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관람자
[이동]
ロ 전시장을 방문할 때 대중교통(버스, 자전거, 도보)을 이용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이동에 발생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1)
ロ 방문 전 ACC의 안내지도를 보고 시설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ロ ACC 이용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이동약자에게 배려해 주세요.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홈페이지
https://www.icao.int/environmental-protection/CarbonOffset/Pages/default.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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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이동/운송
홍보/배포
제작/설치
전시/운영
철수/폐기

내부 관계자
ロ 포스터, 리플릿 등 인쇄 홍보물의 제작 시 친환경 종이와 잉크의
선택을 고려해 주세요.
ロ 홍보물을 디지털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세요.
ロ 재인쇄가 없도록 오탈자, 오류를 꼼꼼히 살펴 주세요.
(재인쇄로 인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ロ 인쇄물을 필요한 양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를 위해 필요한 인쇄물의 양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ロ 사용하고 있는, 혹은 사용하게 될 장비와 잉크는 공인된 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체크해 주세요.2)
ロ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주세요.
(적은 에너지의 사용은 곧 적은 탄소배출량을 의미합니다.)
ロ 사용하는 프린터 기계를 친환경 모델로 선택해 주세요.3)
ロ 각 부서에서 나오는 인쇄물의 양을 파악하여,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 주세요.
ロ 현수막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원단은 소각 시 많은 공해물질이 발생
하며, 매립을 하더라도 쉽게 썩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수막의
대안으로 크래프트 종이가죽, 종이 현수막, 타이벡 등을 고려해
주세요.
ロ 도록, 리플릿의 제작 시 필요한 최소 수량을 고려하여 발주했나요?
과도한 수량을 발주하지는 않았는지 고려해 주세요.
ロ 인쇄물의 제작에 있어 이면지의 사용을 고려해 주세요.
ロ 인쇄물의 제작에 있어 디지털 자료의 사용을 고려해 주세요.
ロ 디지털 자료의 제작에 있어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 주세요.
ロ 어두운 화면은 밝은 화면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제작시 화면 밝기를 고려해 주세요.

ロ 디지털 자료의 제작에 있어 전력 소모가 적은 폰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ロ 오프라인 홍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ロ 종이 리플릿을 디지털 리플릿, QR코드 등 디지털 자료만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ロ 지류 티켓을 온라인 티켓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ロ 관람을 끝난 관객의 리플릿을 다시 수거하고, 재배포하여 버려지는
리플릿을 줄이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ロ 불필요한 인쇄 홍보물, 기념품 등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고민해 주세요.
ロ 스티커의 제작 시, 수분리스티커 혹은 사탕수수지 스티커와 같은
친환경 소재의 스티커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ロ 홍보물의 제작을 ACC와 가까운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인쇄물의 이동거리가 멀어질수록 배기가스의
배출량 역시 늘어납니다.)
ロ ACC 내에 있는 에코카를 이용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친환경홍보방식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창작자
ロ 작품의 홍보와 관람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세요.
ロ 홍보 또한 전시의 연장입니다. 작품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관람자
ロ 인쇄물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주세요
ロ 전시 안내리플릿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시 전시장에 두어 다른
관람자가 볼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2) 녹색제품정보시스템 http://www.greenproduct.go.kr/ 참조.
3)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http://green-office.kr/web/main.do 중 그린프린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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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이동/운송
홍보/배포
제작/설치
전시/운영
철수/폐기

내부 관계자
ロ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 또는 탄소발자국을 확인하고 구매해 주세요4)
ロ 작품을 위한 공간분리를 과하게 계획하지 않았는지, 공간분리의
재료를 다양하게 생각했는지 고민해주세요.
ロ 실내에서 재료를 재단하는 과정을 최대한 줄여봅니다. 실내의
공기질과 청소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생각해 주세요.
ロ 가벽을 제작할 때 폐기물의 재활용 및 온전한 탈착을 위하여
타카로 고정하는 방법이 아닌 피스체결의 방법도 고려해 주세요.
ロ 공간 구축을 위해 가벽을 설치해야 한다면 ACC내에 구비된
'모듈형 벽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ロ 전시장 캡션의 제작 시 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해 주세요.

창작자
ロ 작품을 위해 불필요하게 제작하는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세요.

4) 저탄소 제품은 환경 성적 표지 누리집 http://www.epd.or.kr/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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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이동/운송
홍보/배포
제작/설치
전시/운영
철수/폐기

내부 관계자
[공통]
ロ 전시장의 실내온도(여름철: 25~28℃, 겨울철: 18~20℃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ロ 워터 스테이션의 주변환경이 잘 관리되고 있는 확인해 주세요.
ロ 대중교통(버스, 자전거, 도보)을 이용한 관람자를 위한 이벤트를
고려해 주세요.
ロ 전시티켓의 재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세요.
ロ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ロ 전시장 캡션 및 전시장의 정보 제공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안을
고려해 주세요.
ロ ACC 내 분리수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직원, 창작자, 관람객
모두에게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ロ ACC의 친환경 마케팅을 통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프로그램 및
이벤트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세요.
[케이터링]
ロ 직원이나 스텝들이 본인의 다회용 물병을 사용하고, 관객들에게
다회용 물병의 사용을 권유해 보세요.
ロ 케이터링에 있어 다회용기 렌탈업체와의 협업을 고려해 주세요.
ロ 케이터링에 있어 초청한 손님의 수에 맞는 적절한 양의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ロ 케이터링의 음식이나 음료가 광주의 특산품이나 광주에서
생산되는 메뉴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푸드 마일리지 확인)
ロ 케이터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과 탄소,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여,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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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ロ 전시장 조명의 경우, 조명의 종류를 LED로 교체해 주세요.
ロ 플러그 타이머를 설치하여, 전시 관람 시간에 맞춰 전시장의 전기를
관리해 주세요.
ロ 전시장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체크하여 기록/관리해 주세요.
이는 장기적인 정보가 되어 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ロ 전시관람시간의 통계를 내어 방문 빈도가 낮을 때 감지센서를
통해 전력이 온-오프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
ロ HDMI 케이블, 폐전선 등 쉽게 버려지는 전기 재료들의 활용방법을
고민하여 실천해 주세요.
ロ 전시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기계나 전동 공구 등의 사용을 효율
적으로 관리해 주세요.(충전, 사용법, 정리 등)
[커뮤니케이션]
ロ 전시를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들에게 대중교통을 권장해 주세요.
ロ 관객들이 ACC를 방문할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주변
관광지를 안내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권장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전시 운영

체크리스트
이동/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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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ロ 미디어 작품 제작 시, 전력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세요.
ロ 디지털출력을 위한 기계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해 주세요.

관람자
□ 전시장 내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지침을 지켜 주세요.
ロ ACC를 방문할 때 다회용 물병을 지참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주세요.
ロ ACC의 화장실 이용 시 필요한 만큼의 물과 휴지를 사용해 낭비를
줄여주세요.

체크리스트 | 전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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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이동/운송
홍보/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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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폐기

내부 관계자

창작자

ロ 석고보드로 가벽을 제작한 경우, 폐석고보드의 재활용 방안에
ロ 작품에 쓰였던 제작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하여 고려해 주세요.
ロ 창작물에 대한 사후처리 또한 창작자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ロ 폐석고보드를 재활용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폐석고보드의 재활용
작품의 반환처리 과정, 폐기과정 등이 환경을 위한 방법으로 되는지
방법을 실행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ロ 가벽을 만든 후 버려진 폐목재의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
주세요.
ロ 제작된 가벽이나 전시 소품을 보관할 창고나 충분한 공간을 구축해
주세요.
ロ 전시 후 남은 폐현수막, 폐플라스틱 등의 재가공을 통한 리사이클링,
혹은 업사이클링을 계획해 주세요.
ロ 전시 후 나온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새활용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ロ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프로세스화 하여, 그에 맞춰 진행해
주세요.
ロ 전시가 끝난 후 남은 소품을 다른 전시에 재활용 하거나 타 기관에
대여, 기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주세요.
관람자
ロ 폐건전지는 반드시 분리배출 해주세요.5)
ロ 폐기의 과정을 기록하고 비용을 계산하여 공유하고 방법개선을
□ 전시장 내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 지침을 지켜 주세요.
위한 자료들을 마련해 주세요.

5)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사용되는 건전지는 약 30만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약 1만 5천톤으로 한 해 약 10억 개의 건전지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안에는 아연, 이산화망간 등 중금속 물질들과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매립하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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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019년 9월, 영국 테이트미술관 큐레이터들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테이트모던 미술관에서 열리는 올라퍼 엘리아슨의 대규모 회고전을 계기로
예술가, 운동가, 문화단체 등 관계자 수백 명이 미술관 터바인홀에 모여 토론을 진행하고
2023년까지 탄소소비량을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테이트 산하 4개 미술관과 각 미술관에 입점한 카페, 바 등 매장에서도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데 동참하는 것은 물론, 예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에 앞서 지난 5월,
이탈리아 베니스의 주택가에 마련된 한 전시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서며 전시 관람을 기다리는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찼다.
그 곳은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리투아니아관이었다.
상설 전시관이 없어 대관으로 국가관 전시장을 마련하고도 최고 영예의 상을 거머쥔
리투아니아관의 주제는 ‘태양과 바다’(Sun & Sea)였다.(가이드북 4p 참고)
전시장 안에는 인공 해변이 조성되었고 20여 명의 오페라 가수들이 하루 종일 ‘휴양객’을
연기하며 환경 재앙을 우려하는 레퀴엠을 불렀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는 해변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관람객들은 2층에 마련된 객석에서 이들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곱씹었다.
가장 동시대적이면서도 세계 최고 권위를 내세우는 현대미술계와 건축계에서
지구의 지속가능성, 특히 ‘인류세(Anthropocene)’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진지한 성찰과 담론이 시작되었다. _www.fpost.co.kr 참고

2.
우리는 ACC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이뤄지는 전시에서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부분을 찾고자
하였으며, 크게 홍보, 이동, 공간 조성, 폐기의 부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
비교하였으며 예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추론)의 부분으로 예상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3.
문화창조원 복합6관은 40m*10.5m*3m(높이)의 전체면적 약 126평의 전시공간이다.
전시장의 4면에는 기본적으로 전시 벽체와 전시서문을 위한 가벽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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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mm

10,500mm

2021년에 있었던 융복합시각전시 중 하나의 전시 자료를 참고하여
비교할 수 있는 표본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2가지의 대안을 제시한다.

문화창조원 복합6관 전시공간

전시기간: 3개월
전시준비기간(기획~철수): 9개월(전시기간 포함)
장르: 회화, 영상, 설치,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등
참여작가: 국내 3인(서울, 광주, 부산), 국외 3인(홍콩, 도쿄,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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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비용은 산출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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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권당(300쪽 분량의 종이책)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0.4096kg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계
원료 생산 및 출판단계

0.38kg

유통단계

20.96kg

합계

0.4096kg

2) AR전시는 구현방식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가 크다. 이 경우는 모바일 AR 플랫폼을 사용하여 각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의하였다.
만약 독립적으로 사이트(플랫폼)는 그린긱스(Green geeks,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서버에 전력을 공급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https://www.greengeeks.com/

3) 국내 현지 재제작의 사례
Case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친애하는 빅브라더 :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 전시에서는 침↑폼(Chim↑Pom)의
<벽으로 이뤄진 세상> 작품 설치 시, 코로나19로 작가와 작품의 이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대응해 전시에서 의도적으로
교체된 퍼즐 조각 대신, 전 세계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펼쳤던 영상으로 제시하였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1, '친애하는 빅브라더 :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 전시 도록, p.60.
Case2. 부산현대미술관 <지속 가능한 미술관 : 미술과 환경> 전시에서는 국내 예술가는 자신 스스로가 작품이 되거나,
대중교통을 통해 작품을 직접 미술관으로 가져오는 시도를 하는 한편, 국외 예술가의 경우 작품 제작 설명서만을 전송하여
부산 현지에서 재제작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 소장품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외 운송을 줄이고, 몇몇 국외 소장품은
현지 생중계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객에게 보이기도 했다.
* 부산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moca/exhibition03/1505298)

4) 운송수단별 배출계수
공로운송

474.6g/ton-Km

연안운송

85.96g/ton-Km

철도운송

35.66g/ton-Km

* 김환성·김은지, 「항만 연계활동에 기초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

탄소배출량 계산기 관련 사이트
1. 이동 탄소발자국

http://www.kcen.kr/tanso/intro.green

2. 운송 탄소배출량

https://galleryclimatecoalition.org/carbon-calculator/

3. 항공 탄소배출량

https://www.google.com/travel/ ights?tcfs&ved=2ahUKEwjy5piH6P1AhURBLwKHfJCBuIQyJABegQIABAX&ictx=2

4. 전기 탄소발자국

http://www.kcen.kr/tanso/intro.green

5. CO 배출계산기

https://home.kepco.co.kr/kepco/SM/C/D/SMCDPP00101.do?menuCd=FN29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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