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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플랑드르와 플랑드르 전환의 특징

1. 플랑드르 전환의 의의
네덜란드에서 촉발된 전환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들 중 가장 주목받는
시도다. 전환정책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기술 혁신 활동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전환 과정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가 부상했다.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해 영국, 핀란
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 전환, 전환관리에 관한 논의와 전환 실험이 도입, 확산되고 있다.
시스템 전환과 관련해서 연방국가 벨기에의 3개 자치지역(Region) 중 하나인 플랑드르(Flanders)
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플랑드르에서는 환경 분야에서 시작된 전환관리가 정책 전반
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랑드르에서는 2004년에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위한 플랑드르 전환
네트워크(the Flemish Transition Network for Sustainable Building, DuWoBo)”, 2006년에 “지
속가능한 물질관리 전환 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 on 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Plan C)”를 통해 처음 전환정책을 시도했다. 이 두 실험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실험들은
관련자들, 특히 공무원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환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했고, 전환정책의 선구자
와 지도급 인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뒤 환경장관 출신의 Kris Peeters가 이끄는
현정부는 2009년에 2기 집권과 함께 전환을 폭넓게 도입할 것을 선언했고 2011년에는 기존의 플랑드
르 혁신정책, “행동하는 플랑드르(Flanders in Action, ViA)”에 전환관리를 통합했다. 2014년 현재
ViA는 경제, 사회문화, 에너지, 보건 등에 관련된 13개의 전환관리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는 정부
와 당국자들, 다양한 이해당사자자 집단과 정책 파트너, 시민사회 조직들이 참여한다.
플랑드르의 사례는 네덜란드 이외 지역에서 전환관리가 폭넓게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환관
리의 종주국, 네덜란드에서는 이론과 실험이 공진화했다. 전환이론 연구자들이 직접 전환정책에 참여
하면서 전환 이론을 현실에 적용했고 동시에 현장 경험을 반영해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켰다.
반면 플랑드르에서는 ‘수입’된 전환 이론이 고유한 지역 조건에 맞게 진화하는 과정이 일어났다. 벤치
마킹을 통해 전환관리가 시작되었지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정책 전문가, 과학자, 산업계와 시
민단체로 확장된 내부의 지식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플랑드르 지역의 정치,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전환관점을 확대 적용하는 계기로 삼았다.
2014년 현재 플랑드르의 시스템 전환은 여전히 출발 단계에 있다. 이미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DuWoBo나 PlanC같은 선구적인 전환실험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존 정책에 전환
관점을 도입하는 시도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벤치마킹의 시각에서 플랑드
르의 전환정책 확대 과정을 깊이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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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랑드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1)

플랑드르는 벨기에 연방을 이루는 3개 자치 지역 중 하
나다. 벨기에는 북쪽으로는 네덜란드, 남쪽으로는 프랑
스, 동쪽으로 독일, 룩셈부르크와 면해있다. 벨기에의 수
도는 브뤼셀, 국토 면적은 약 3만 km2으로 남한 면적의
13%, 인구는 2005년 기준 약 10,419,000명으로 남한
인구의 약 20% 수준이다. 2012년 기준 벨기에의 1인당
GDP는 43,615달러다. 이는 같은 시기 독일과 프랑스의
41,000달러보다 조금 높고 한국의 GDP 22,589달러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벨기에는 입헌군주국이고 지방 자치 수준이 높은 3개
지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다. 대부분의 입헌군주국과

[그림 1] 플랑드르 지도

마찬가지로 총리가 정치 실권을 가진다. 그러나 총리의
역할은 외교, 안보 등으로 제한적이고, 실제로는 정치와 언어를 기준으로 나뉘는 플랑드르(Flemish
Region), 왈롱(Walloon Region), 브뤼셀-수도(Brussel-Capital)의 3개 지역이 지방 자치를 실시하
고 있다. 북서부의 플랑드르는 서북쪽에 위치한 네덜란드어 사용 지역이고, 현재 벨기에 경제와 산업
중심이다. 남부의 왈롱은 프랑스어 사용 지역이지만, 독일과 면한 일부 지방에서는 독일어가 공용 언
어다. 수도 브뤼셀은 두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채택하고 지리적으로 플랑드르 지역에 속해 있으나 플
랑드르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다. 또한 브뤼셀에는 유럽연합(EU) 본부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위
치해 있다.
벨기에의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긴 남북 갈등 역사의 산물이다. 벨기에는 원래 네덜란드 남부지역이
었다. 벨기에 지역은 16세기에 북부 네덜란드(현재의 네덜란드)와 분리되었다가 1796년 나폴레옹에
점령된 후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다. 이후 프랑스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려는 벨기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를 진압하고 벨기에 땅을 차지하려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무력 대립이 발생했다. 그리
고 1839년에 런던조약에 의해 벨기에는 독립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독립 당시에는 농업 위주의
남부 왈롱 지역이 더 부유했고 공식 언어도 프랑스어였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북부
플랑드르 지역의 경제력이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플랑드르의 독자세력화가 시작되었다. 플랑드르
지역은 1921년에 네덜란드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한 플랑드르의 경
제력을 바탕으로 플랑드르의 자치 수준은 점점 높아져 1970년대에 현재와 같은 연방 형태의 국가로
자리잡았다. 독립 플랑드르 의회와 플랑드르 정부가 구성되고, 특히 최근에는 외교, 국방을 포함한 플
랑드르의 완전 자치를 주장하는 새 플랑드르 연대(NV-A)가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연합뉴스, 2013).

1) 플랑드르 소개는 이성기(2003), 이옥연(2008), 중앙일보(2010) 기사, 연합뉴스(2013)기사, Wikipedia의 Flanders, Flemish Government,
Kris Peeters 항목의 내용을 참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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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드르는 규모는 작지만 경제가 발전한 유럽의 대표적인 강소 지역 중 하나다. 전체 면적
13,522km2, 인구 약 600만iea - 2012년 기준 면적은 경기도의 약 1.3배, 인구는 약 1/2 수준 이지만 플랑드르 지역의 1인당 GDP(2011년 약 39,000달러)와 구매력은 EU 평균에 비해 20% 이상
높다. 플랑드르는 벨기에 첨단 산업이 집중된 브뤼셀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후면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플랑드르의 주요 도시는 앤트워프(Antwerp)와 겐트(Ghent)인데, 특히 겐트에는 벨
기에 최고 대학, 겐트 대학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공업, 석유공
업이 빠르게 팽창했고 198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플랑드르 경제는 고부가가치 상
품을 중심으로 수출지향적 특성을 보인다. 주요 수입품은 식품, 기계, 다이아몬드 원석, 원유제품이고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식품가공품, 철강, 세공 다이아몬드, 플라스틱, 석유 가공제품, 비철 금속 등이다.
플랑드르의 정치는 플랑드르 의회와 플랑드르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플랑드르 지역은 5개의
도(province)와 300여개의 기초 자치단체(municipalities)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선거로 플랑드르
의회를 구성한다. 의회 다수당에서 수석 장관(Minister-President)을 맡고 정당별 의석수에 기반해
행정분야별로 장관을 임명한다. 2006년에 “더 나은 행정 정책”을 지향하면서 행정부 개혁을 실시하여
2014년 현재 13개의 정책영역별로 부(department)와 독립/반독립 정부기구(government agency)
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플랑드르의 전통적인 집권세력은 기독민주당(CVP)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플랑드르 자유
주의-민주당(Flemish Liberals & Democrats, VLD)을 비롯한 여러 정당이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기
독민주-플랑드르당(Christian Democratic & Flemish, CD&V), 신 플랑드르연합(N-VA), 다른사회
당(Socialist Party Different, SP.A), 녹색당(Groen)이 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플랑드르 정부
는 연정(coalition)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1999년 선거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식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건은 플랑드르 자유주의-민주당(VLD) 부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동시에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플랑드르 자유주의-민
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사회당, 녹색당과 등과 연정을 실시했고 Patrick Dewael과 Bart Somers가
연달아 총리를 역임했다. 이때 녹색당에서는 부총리와 교통부 장관, 에너지&지속가능성부 장관을 배
출했다.
2004년에는 기독민주 플랑드르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Yves Leterme가 총리가 되었고 녹색당
을 제외한 다른 3당과 연정을 꾸렸다. 2007년 6월, Leterme가 벨기에 의회에 진출하고 환경부 장관
Kris Peeters가 신임 총리가 되었다. 2009년 시작된 Peeters 2기 정부가 2014년 4월 현재 집권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는 플랑드르의 완전 자치, 나아가 벨기에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신플랑드르
연합이 이전 선거의 6석에서 16석으로 의석수를 늘림에 따라 Peeters 2기 정부에서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플랑드르 정부는 총리 포함 9명의 장관이 임명되었는데 집권 기독민
주-플랑드르당 4명, 다른사회당 3명, 신플랑드르연합이 2명 배출했다.
2000년대 이후 플랑드르 정부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녹색당은 2004
년 선거 이후 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녹색당이 주도한 지속가능성과 환경 이슈는 플랑드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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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환경부 장관 Peeters는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 플랑드르당 출신이었지만 녹색
당이 주도한 지속가능성 의제와 이를 위한 전환실험의 도입을 지지했다. Peeters는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위해 전환 관점을 수용했고, 이전부터 논의되던 플랑드르의 혁신을 위한 행정 개편을 단행했
다. 2009년 시작된 Peeters 2기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플랑드르 사회를 만
들기 위해 ViA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ViA는 2011년에 전환 관리를 폭넓게 도입했고, 이를 통해
2020년에 유럽 131개 지역(Region) 중 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 전환이론 이해
1. 전환이론
전환이론은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관한 논의다. 전환이론은 현
재 맞닥뜨린 여러 기술의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 즉 기술개발을 통한 해결이 충분하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전환이론의 선구자, 네덜란드의 Jan Rotmans와 Rene Kemp에 따르면 전환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 또는 복잡한 하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Rotmans et. al. 2001: 16). 핵심 아이디어는 “근본적”, “점진적” 변화다. 그러므로 시스템 전환은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외에도 기존 시스템의 관성과 저항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다양한 관련당사자들의 합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
스템 전환은 20-50년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수밖에 없다.
전환이론에서는 거시환경(landscape), 레짐(regime), 니치(niche)의 세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시스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레짐은 사회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된 기술제도와 정책, 산업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을 포함한다. 한번 구축된 레짐은 다양한 행위자들,
다양한 요소들간의 상호작용과 공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탄소기반 에너지 생산,
배분, 사용 레짐에는 에너지 기술 외에 관련 법, 제도, 자원조달 방식, 에너지 분배와 사용 패턴, 요금
체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니치는 기존 레짐에서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나 변화가 나타나
는 미시 수준이다. 에너지를 예로 들면 탄소기반 에너지 시스템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태양광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활동이 니치 수준에 속한다. 한편 거시환경 수준에서는 레짐과 니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에너지 문제에서는 화석 연료 고갈, 기후문제 부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교토협정같은 변화다. 세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된다
(van der Have, 2008).
전환이론은 거시 환경과 니치의 자극과 압력이 레짐의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안정적인
레짐은 기존 사회 규범, 제도, 가치 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니치의 혁신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고 해서 반드시 레짐에 불안 요소
를 제공하거나 레짐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 환경의 변화 압력은 레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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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커지는 위기 상황을 만든다. 동시에 니치 혁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니치 혁신의 안정과 성장은 다시 레짐의 불안정 요소를 강화한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면
서 점차 그 폭이 커져 마침내 기존 레짐에 대한 대안이 등장하고 수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전환관리
전환관리는 시스템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성을 줄이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다. 전환관리는 전환실험이 가능한 공간, 즉 전환장(transition arena)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전환장은 시스템 전환을 추구하는 니치와 레짐의 선구자들이 학습하고, 소통하고, 연합하고 전환실험
을 기획, 추진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전환장에서는 먼저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정책결정자
들 외에 과학기술자,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련자들이 참여한다. 이 네트워크는 학습과 숙의를 통해
전환의 장기 비전과 전환 경로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환 실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지
원한다. 그리고 전환 실험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전환실험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니치 혁신은 성공적
으로 성장하고 레짐에 가하는 변화의 압력을 강화한다
전환관리는 참여자들의 상호학습, 다양한 정책들의 통합, 대안 경로 모색, 이해관련자들의 참여 촉
진과 조정을 강조한다. 시스템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최종 비전을 위한 경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므로
시행착오, 평가와 개선, 반복, 그리고 그에 대한 학습이 필수다. 학습은 전환이론 지식의 습득, 전환실
험을 위한 경험 지식 개발과 실험을 통한 검증, 전환 실험 결과 분석과 개선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 학습에서는 전환관리를 주도하는 핵심 집단의 이론적 선도 역할 못지 않게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
관련자들의 경험지식 제공과 상호학습이 중요하다. 전환관리에서 학습은 전환장에 참여하는 이해관련
자들이 공통의 지식기반을 형성한다(성지은, 조예진, 2013).
플랑드르의 전환관리는 DuWoBo에 자문으로 참여한 Derk Loorbach와 Jan Rotmans가 제시한
전환관리순환(transition management cycle)을 따랐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전환관리에서는 1단계로
문제 분석과 구조화,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 2단계로 장기 비전과 전환경로 설정, 3단계로 실험과 확
산, 4단계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진다(Loorbach, 2007). 플랑드르의 경우 전환관리를 이끌어갈
연구자, 공무원, 정책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환팀을 먼저 구성하고 이들이 1단계를 수행했다. 특히 전
환팀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환장을 구성하고 이들과 전환관리에 대한 학습을 공
유했다. 전환장에서는 2단계 활동이 이루어졌다. 설정된 비전과 전환경로에 따라 구성된 실무 그룹
(working group)은 전환에 대한 정보 제공, 학습 및 토론의 장 제공 등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과 프로
젝트화 과정에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모니터링되고 평가되어 전환경로 수정이나 네트
워크 역할,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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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환 관리의 시작: DuWoBo2)
플랑드르의 전환관리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를 통해 전세계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정책과 혁신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플랑드르에서도 환경정책과 혁신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도입하고 반영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
었다. 특히 1999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지속가능성
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고, 2003년에 전환관
리가 여러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이 절에서는
플랑드르의 환경정책에서 시작된 지속가능성과 전환 논의가
첫 번째 전환실험, “지속가능한 주택과 건축물(Sustainable

[그림 2] 전환관리순환
(Loorbach, 2007)

Housing and Building, DuWoBo)”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1. 지속가능한 환경정책과 전환의 도입
플랑드르에서 장기 관점의 환경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1995년 <환경정책 관련 일반 대비 법령
(Dcereet Algemene Bepalingen Milieubeleid, DABM)>의 승인과 함께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플랑드르 환경정책의 뼈대는 5개년 마스터플랜인 MINA 계획, 그에 따른 연간 사업계
획(yearly programs), 그리고 환경정책 관련 과학 분석을 담은 <환경 보고서(MIRA)> 발간으로 구성
된다. MINA 계획은 지역별로, 관심사별로 분리되어 존재하던 환경정책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속가
능성의 관점으로 통합하고 장기 비전, 이해관련자 참여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정책에
구현하려는 시도를 보였다.3)
예를 들어 MINA2 계획(1997-2001)은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처리 방안에 집중하는 데서 벗
어나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원래 플랑드르 폐기물 정책의 근
간은 1981년 제정된 <폐기물법(Decree Regarding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Waste)>이
었다. 이 법령은 주로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에 대한 규제, 즉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관리 중심이었
지만 1990년대 이후 환경 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해 1994년에 <폐기물법>이 수정되었다.
이 수정법에는 폐기물 정책의 위계와 우선순위, 즉 예방-재사용-재활용-소각-매립에 따라 폐기물 발
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들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수거의 생산자 책임 원칙,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 등이 도입되었다. MINA2 계획은 분리수거 정착 같이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했다.

2) 이후 제시되는 각각의 사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제시한 Paredis의 논문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했으므로 각각의 사건 전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음. 수치 인용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참고자료 표시.
3) MINA2 성과, MINA3 평가, MINA3의 12개 환경의제. 예를 들어 1999년 대비 오존파괴물질 배출 70% 감축, 가정용 폐기물 1거주
인당 150키로로 감소, 지속가능 발전 계획은 아니지만,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개념 설명, 장기 비전, 수직,수평 interplay, 이해관련
자 참여, 2005년에 지속가능한 플랑드르 전략, 환경, 사회, 경제에 기반해서 시작. OEC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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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처음 의회와 연정에 참여한 녹색당은 플랑드르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의회는 1999년과 2000년에 플랑드르 정부에 지속가능한 주택과 건축물
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사실 플
랑드르 공공폐기물국(the Public Waste Agency of Flanders, OVAM)은 1994년에 이미 건축폐기
물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었는데, 이를 의회가 수용한 것이다. 녹색
당 출신의 신임 환경부 장관, Vera Dua 역시 그의 정책집(Policy Note)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2001년에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연구 과제를 승인했다.
플랑드르 환경정책에 전환이 공식 거론된 것은 MINA3 계획(2003-2007)이었다. MINA3 계획은
시스템 전환과 전환관리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설정했다. MINA3 계획은
2015-2030년에 이르는 장기목표와 2007년까지의 단기목표를 설정했다. 그에 따라 2004년의 연간
환경프로그램에서는 단기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축과 폐기물 관리 전환관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속가능한 건축에서는 이미 2001년에 기초 연구가 시작된 DuWoBo가 출범했고, 폐기물
관리에서는 2006년에 Plan C가 출범했다.
MINA3 계획이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선택하는 과정에는 네덜란드의 전환정책에 영향을 받은 소수
의 연구자들과 정책 혁신자들(policy entrepreneuers)의 노력이 있었다. 2002년 이전에 플랑드르에
서 전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2002년에 플랑드르 혁신연구소(Flemish Innovation Institute,
IWT)가 주최한 “혁신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컨퍼런스에는 네덜란드 학자, Rene Kemp가
참여하여 전환관리의 잠재성을 제시했다. 이에 자극받은 소수의 연구자들과 소수의 공무원들은 네덜란
드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과 연구를 진행했다. 그 후 MINA3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는 환경 문제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이 다른 혁신정책과 접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정책틀로서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전환관리를 제안했다. IWT의 연구자
들은 정부의 사회-경제 자문위원회(SERV)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혁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네덜란드 전환관리 경험을 깊이 연구하라고 자문했다. OVAM은 네
덜란드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발주했고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설하는 등 학습을 추진했
다. 플랑드르의 환경정책에서 전환은 거대한 혁신정책 담론에 기반하여 채택된 것이 아니다. 전환은
환경정책 담당자와 관련 연구자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주목받았고 MINA3 계획을 통해 처음 공적인 형태로 구현되었다.

2. DuWoBo
“지속가능한 주택과 건축물을 위한 플랑드르 네트워크” 사업, DuWoBo는 2004년 10월에 정식 출
발했고 플랑드르 정부가 전환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경험을 쌓는 계기를 제공했다. 전환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DuWoBo는 네덜란드 전환 전문가, Marting van de Lindt와 Derk
Loorbach의 도움을 받았다. 2006년까지 1차 진행된 DuWoBo는 문제 구조 파악, 아젠다 설정과 하
부 시스템 구축, 실무그룹 구성과 전환경로 및 프로젝트 개발의 3단계로 추진되었다. 주요 주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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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장, 전환 실무그룹과 전환팀이 참여했다.
1단계에서는 전환장이 구성되고 문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9명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연구자
및 자문가들로 구성된 전환팀의 공식 책임자는 환경부의 Ilse Dries였다. 연구자로는 네덜란드 전문가
들 외에 겐트 대학의 혁신 연구자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문기구 Pantopicon
이 참여했다. 전환팀의 주요 역할은 전환장 구성과 일부 팀원들의 전환장 참여였다.
전환장에는 주택과 건축물 분야의 여러 조직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가들이 참여했다. 인터
뷰를 통해 선정된 22명의 전환장 참여자들은 산업계 관계자,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1단계로 전환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주택과 건축물 분야의
문제점들, 그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이들은 제기된 문제들, 구체적
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주택 보급 부족, 건물 이용 방식의 경직성, 건축 부지 부족, 주택과 건축물을
둘러싸고 근린 공동체(neighborhood) 문화 파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 개입과 근본적인 변화
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단계에서 전환장 참여자들은 2030년까지 DuWoBo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테마를 결
정했다. DuWoBo의 비전은 2030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고, 사회적 삶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실천 측면에서는 모든 관련 분야 당사자들이 공통의 목표, 관심,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투명한 협동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투명한 의사결정, 건물과 인근 환경의 질 향상, 접근
이 용이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주택, (건축물의) 개인과 공동체 사용의 균형, 닫힌 물질 순환
(closed material cycle),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건물 등 7개의 주요 원칙을
설정했다. DuWoBo가 집중할 4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건축에서 학습과 혁신, 순환적인 물질과 에너지
이용, 주택과 주거의 질, 공간 기획으로 정해졌다.

<2030년을 향한 DuWoBo 비전(2004)>
■ 공동학습과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편화,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주택, 건축업계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에서 협동 작업 수행, 정부, 기업, 대학의 학제간 협동 지식 인프라를 통해 관련 지식 생산,
제공, 교육 연계
■ 닫힌 물질 순환: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물 절약 극대화, 건축 자재의 전주기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에너지 수동적 또는 에너지 생산형 신규 주택, 조건에 맞게 변형가능한
다기능 주택, 이산화탄소 중립적 도시와 마을
■ 삶을 위한 주택: 특정 시기에 구입한 주택에서 일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단계에 맞는
형태의 주택에서 생활, 모듈 설계 주택의 일반화로 변화하는 니즈에 따른 주택 변형 가능,
질 높고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주택과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대해 책임지는 거주자
■ 생활 센터: 지속가능성 기준과 관련한 공개 대화의 여지를 가진 신규 공간 기획, 새로운
생활 형태와 그에 합당한 다양한 기능의 조합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 구조, 공공 공간의
공동 소유주이자 공동책임자로서 거주민, 공간의 다양한 기능들 사이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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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전환장이 공개되고 전환경로와 프로젝트를 개발할 실무 그룹(working groups)이 형
성되었다. 선정된 4개의 주제, 공동학습과 혁신(co-learning & innovation), 물질과 에너지의 닫힌
순환(closed the circle/material & energy), 삶을 위한 주택(housing for life), 생활 센터(living
centers)를 위해 실무그룹이 구성되었다.4) 실무그룹에는 전환장 참여자 13명을 포함 63명이 참여했
고 참여자들의 배경은 정부측 인사 외에 산업계, 시민단체, 과학자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문 그룹이었
다. 실무그룹은 8개의 전환 경로를 제시했고, 전환경로에 연동될 전략노선(strategy lines), 씨앗 아이
디어(germs), 전환 프로젝트, 전환 실험 등에 대해 제안했다. 1차 DuWoBo는 2006년 12월에 종결되
었고 직접 전환실험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표 1> DuWoBo 수행집단의 구성
(단위: 명)
구분

정부

산업

시민단체

중개조직

과학

합계

전환팀

4

0

0

2

3

9

전환장

4

2

8

6

2

22

WG 공동학습&혁신

1

5

1

2

7

16

WG 닫힌 물질 순환

7

2

5

2

2

18

WG 삶을 위한 주택

2

0

1

3

2

8

WG 생활센터

3

3

4

5

4

21

주: 시민단체는 NGO, 노조, 거주민 대표자 등 포함; 중개조직에는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들, 사회적 주택기업, 자문
위원회, 컨설턴트 등 포함
자료: Paredis(2008), 28페이지

2007년 12월, DuWoBo의 전환 아젠다는 전환장+로 발전했다. 전환장+는 DuWoBo를 지속가능
한 주택과 건축물을 위한 지식 플랫폼으로 확대 발전시켜 플랑드르 전환 과정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환장+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주택과 건축물 관련 지식의 수집과 배포,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와의 접점, DuWoBo 비전의 개발과 전달을 위한 두뇌집단,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의 회합과 네트워킹
공간, 신규 프로젝트의 기획과 출범, 혁신 프로젝트 추격과 자금 지원 기회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07년 전환장+는 사업전담자와 독자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예를 들어
DuWoBo 비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그들의 주택과
건축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DuWoBo 관련 각종 활동을 자문할 수 있는 지식 자문 네트워
크를 구축했다.
2014년 현재 DuWoBo는 ViA의 13개 전환관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처음
DuWoBo 전환팀의 책임자였던 Ilse Dries가 여전히 DuWoBo의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 기간
4) 이후 영역 중첩, 영역의 규모, 일부 실무그룹 참여자 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을 위한 주택 그룹과 생활센터 그룹이 합병되었고, 물질과
에너지의 닫힌 순환 그룹은 닫힌 물질 순환 그룹과 닫힌 에너지 순환 그룹으로 조정되었다(Paredis, 2008, 27-28); 2014년 4월 현재는 에너지
절약, 지속가능한 물질, 지속가능한 삶, 교육과 훈련, 혁신과 건축과정의 5개 실무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http://www.c2cn.eu/gph/duwobo-flemish-transition-network-sustainabl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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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DuWoBo는 지속가능한 주택과 건축물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문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스마트 전력 그리드 설비, 지속가능한 건축물 표준 설정, 건축자재를 위한 친환경 제품 선언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시스템 구축 등에 자문 활동을 해 왔다. 특히 건축물을 철거
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플랑드르에서는 건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90%에 이르게 되었다.5)

IV. 독자적 전환관리 Plan C
Plan C는 DuWoBo에 이은 플랑드르의 두 번째 전환관리 실험이다. OVAM의 공무원들은 지속가
능성과 전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전환 관리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고 폐기물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물질관리의 틀을 구축했다. DuWoBo가 전환관리의 학습 성격이 강했다면 Plan C는 독자적으
로 추진한 첫 시도였다. 이 실험은 레짐 수준에서 물질관리를 안착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다른 혁신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1. Plan C 이전의 폐기물 정책
Plan C 이전에 플랑드르의 폐기물 정책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환을 도입하고 폐기물에서 물
질 순환으로 정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80년 벨기에의 국가 구조개혁의 결과 지방자치가
확대되었는데, 자연, 환경정책, 특히 폐기물과 물 정책이 주요 자치영역이었다. 플랑드르 정부는 도
(province)나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의 활동을 통괄조정하기 위해 1981년 <폐기물법>을 제
정하고 전담기구로 OVAM을 설치했다. OVAM은 이후 5년간 폐기물 분야 정책개발과 실천을 위한
레짐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현황 데이터 축적, 각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사업자 재정비,
매립지와 소각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 제1차 폐기물 5개년 계획수립(1986-1990) 등 독자적
인 법, 조직, 규칙, 절차를 구비했다.
1990년대에 플랑드르 폐기물 정책은 처리보다는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과 발생량 감축으로
중점이 옮겨졌고, 1997년부터는 환경정책의 일부로서 MINA 계획에 포함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첫째,
EU 차원에서 환경정책 강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플랑드르 환경정책과 폐기물 정책에 영향을 주었
다. 둘째, 매립지 부족과 소각 증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그에 따라 제2차 폐기물 5개년
계획(1991-1995)은 매립, 소각을 줄이기 위해 분리수거 정책을 도입했지만 재처리 시설과 재활용 산
업이 부족하여 성과는 미약했다. 1994년에는 폐기물 정책의 위계에 바탕하여 재활용과 예방을 강조하
는 <폐기물법> 수정이 이루어졌다. 수정된 법은 폐기물에 대한 최종책임을 제품 생산자에 돌리고, 오
염유발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접근을 포함했다.

5) http://www.c2cn.eu/gph/duwobo-flemish-transition-network-sustainable-construction

- 10 -

STEPI Working Paper Series(WP 2014-05)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전환정책

폐기물 정책은 1997년 이후 MINA 계획에 포함되어 환경정책의 맥락과 접목하게 되었다. MINA2
계획에 포함된 폐기물 정책은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분리수거, 재활용 및 예방을 목표로 삼고 매립
을 제한했다. MINA2 계획 기간 동안 플랑드르에서는 특히 가정용 폐기물 분야에서 분리수거가 안착
되었고 매립과 소각 비율이 감소했다. MINA3 계획(2003-2007)은 산업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생산자책임제도(acceptance obligation)6)를 도입했다. 산업계와 OVAM은 협의를 맺고 산업별
폐기물 처리 연합체를 결성해 산업 폐기물 처리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폐기물의 매립은 줄고
재활용은 증가했다. 2009년에 플랑드르에서 가정용 폐기물의 매립 비율은 1990년대 초의 50%
수준에서 2009년에는 3%대로 떨어졌고 재활용 비율은 20%에서 75%까지 증가했다. 이는 유럽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폐기물 정책의 최우선 선위 목표, 즉 폐기물 발생
예방에서는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머물렀다.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고
이는 MINA3+ 계획에 반영되었다.

<2000년대 플랑드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진화>
1. MINA2(1997-2001) : 분리수거와 재활용
2. MINA3(2003-2007) : 매립, 소각 금지&과세, 생산자 책임제도 → 재사용, 재활용 극대화
3. MINA3+(2007-2010) : 재활용/재사용 불가 물질 → 소각(가연성) & 매립(불연성)

2. Plan C의 출범: 폐기물 관리에서 물질관리로
2000년대 초 OVAM은 추진 중인 폐기물 정책과 더불어 OVAM의 업무영역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설립 이후 폐기물 정책 전담기관으로서 OVAM은 거시 환경에서의
폐기물 담론 변화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플랑드르의 현안, 예를 들어 매립지 절대 부족 같은 문제에
대응했다, 그러나 OVAM이 정책 영역과 정책의 방향을 동시에 고민하게 만드는 2가지 계기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 첫째, 플랑드르 정부가 2001년부터 “더 나은 행정 정책”을 표방하면서 행정부 재조
직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논의의 핵심은 공공행정을 동질적이고 서로 연결된 13개의 정책영역
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기존 부처간 업무와 영역이 재조정될 예정이었다. 둘째, 같은
시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MINA3 계획을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와 논의가 관련 공무원들과 정책연구
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Plan C의 근간이 되는 물질관리(material management)라는 아이디어는 이 두 계기로 인한 노력
이 결합된 결과였다. MINA 3 계획은 폐기물 발생 예방 담론에 기초할 것이지만, 이를 위한 정책 방안,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 설계, 친환경 포장, 친환경 재료 개발 등은 OVAM의 전통적인 영역은 아니었다.
OVAM은 이러한 정책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에 국한된 OVAM의 영역을 “주요 재고
6) 시장 출시된 제품이 소비된 후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이를 분리수거 및 재활용 또는 처리 책임을 생산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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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capital stock management”, “자원 흐름 관리 resource flow management”까지 확대하는
안을 만들었다. 이 용어들은 MINA3 계획을 위한 사전연구 보고서에서 가져왔지만, 기존 폐기물 레짐
에서 이 용어들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미 전환 이론을 학습한 적이 있는 OVAM의 Walter
Tempst 등은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책 개발에 전환관리를 접목하기 위해 2004년에 네덜란드 연구
진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연구는 “자원 흐름 관리”를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로 규정하고 이
를 추진하기 위한 전환관리를 OVAM이 주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에 기초하여 2005년에 “OVAM
전략 계획(Strategic Plan of OVAM, 2005-2009)”이 발표되었다. OVAM 전략계획은 기존 폐기물
관리 외에 환경정책, 경제정책과 연계된 물질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환관리를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를 위한 Plan C는 2006년에 공식 출범했고 DuWoBo의 경험을 활용했다.
DuWoBo에도 참여했던 OVAM의 Walter Tempst가 Plan C의 공식 관리팀장을 맡았고, 10명으로
구성된 전환팀에는 DuWoBo 전환팀 참여자들 중 공무원 2명과 자문기구 Pantopicon의 컨설턴트
1명이 참여했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환팀이 구성되어 현황 문제들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했다. 1단계에서는 전환팀이 인터뷰를 통해 전환장에 참여할 각계 인사들 15명을 선정했다. 전환
장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2회 모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물질 사용과 관련해 기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플랑드르가 나아갈 미래 비전(Leitbild)을 정식화했다. Plan C의
미래비전은 크게 5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간략하게 종합하면 미래 비전은 물질을 공공재로 인식
하고 물질 사용 총량을 줄이지 않고도 확실한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화학산업의 전망을 제시했다.

<Plan C의 미래비전(Leitbild)>
■ 스마트한 닫힌 물질 순환(Smart Closing of Cycle): 물질은 공공재. 관리, 물질 흐름을
돕는 지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닫힌 순환 달성
■ 맞춤형 물질(Tailor-made Materials): 물질에 대한 접근 보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
질의 극적인 재생, 즉 재생가능한 원료, 다기능적이고 유연한 사용, 해체, 재사용, 재활용
용이, 지능 물질(intelligent materials)
■ 서비스 중심(At Your Service): 재산이 아니라 서비스 접근 정도에 기초한 삶의 질 측정,
완전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서비스 경제, 새 기능과 서비가 통합된 제품
■ 경계하는 대중(Alert Public): 소비 선택에 책임지는 소비자, 정보에 기반한 의식있는 선택을
하는 소비자, 생각없이 선택하는 소비자에서 의식적이고 관심을 가진 소비자로 진화
■ 녹색 합성화학산업(Green Synthetics): 지속가능한 합성화학산업 분야에서 시장의 리더가
될 기회를 가지는 플랑드르의 중요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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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2007년 5월에서 2008년 5월까지 실무그룹 구성과 전환장에서 제시한 테마별로 전환경로
논의 및 실험 기획이 이루어졌다. 실무그룹은 총 60명이 참여했으며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5개의 테마
별로 구성되었다. 실무그룹들은 정기 토론을 통해 전환 경로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2008년 5월에 5개
의 전환경로를 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33개의 전환실험을 제안했다. 또한 본격적인 물질관리 네트워크
를 지향하는 Plan C는 전환관리 과정을 이끌어갈 주체로 각 실무그룹의 위원장과 전환팀이 일부 참여
하는 Task Force를 구성했다. Task Force는 이후 5년 동안 플랑드르에서 지속가능한 물질관리에
관해 가장 중요한 참조가 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표 2> Plan C의 주요 조직 구성
(단위: 명)
구분
전환팀
전환장
전환팀
Task Force
WG 스마트한 닫힌 물질 순환
WG 맞춤형 물질
WG 서비스 중심
WG 경계하는 대중
WG 녹색 합성화학산업

정부

산업

시민단체

1단계 (2006년~)
3
0
0
3
4
2
2단계 (2007년 5월 이후~)
1
0
0
3
4
0
2
5
0
1
3
0
3
4
2
4
1
3
2
6
1

중개조직

과학

합계

4
2

3
4

10
15

4
2
2
1
0
1
0

3
5
3
4
2
4
6

8
14
12
9
11
13
15

주: 시민단체는 주로 NGO, 중개조직은 주로 컨설턴트.
자료: Paredis(2008), 29페이지

3단계에서 Plan C는 전환장의 지원을 받아 전환 아젠다(비전, 전환경로, 실험)와 전환경로에 대한
논의를 대중에 공개하는 한편 전환에서 지식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2008년 10월에 Plan
C가 주최한 발표회에 각계의 약 120명이 참석함으로써 Plan C는 일단 관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참석자의 다수는 전환관리 개념 또는 Plan C 같은 혁신 아이디어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있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전환실험을 직접 추진할 산업계와 기업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그에 따라 Task Force는 Plan C를 위한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비즈니
스 계획에 따르면 Plan C는 전환실험을 촉진하고 물질관리에서 “급진적인 전환실험”을 위한 지식과
자문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규정되었다. Plan C의 전환팀과 Task Force의 구성원들은 여러 정부부
처와 관련 분야에서 왔지만 그들이 속한 조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Plan C는 집행기능이 없었다. 따라서 Plan C와 공동으로 기획했거나 Plan C가 “Plan C 실험”으로
인증한 프로젝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자금 지원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4번째 단계로 2009년 초부터 2011년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Plan C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주요 과제 2가지는 첫째, Plan C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
와 거버넌스 구조 확립, 둘째, 실제 전환실험의 출범이었다. 먼저 Plan C는 자율적인 네트워크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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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위해 정부의 영향력이 강했던 전환팀과 Task Force를 해체하고 비영리 조직의 형태를 선택했다.
그리고 물질관리 비전, 전환경로와 실험 개발 및 아이디어 확산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영리
네트워크인 Plan C와 정부와의 관계 및 연결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OVAM, 경제사회혁신부
(Department Economy, Science and Innovation), 총무부(Services of General Government),
플랑드르 기술연구소(the Flemish Institute for Technological Research, VITO)는 협력체를 만들
어 Plan C와 교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구조는 2011년 제정된 <물질법
(Material Decree)>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Plan C에서는 전환실험과 관련해 기획 절차를 확립하고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환실험의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새로 참여한 컨설턴트 I-propeller가 주도했다. 확립된 절차는 ①
워크숍을 통해 산업, 연구, 설계, 사회 운동 등 여러 영역의 참가자들로부터 현실성 있는 실험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과 아이디어를 둘러싼 관계 구축, ② 기획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 Plan
C, 여러 영역의 참여자들이 실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 관계 구축, ③ 실험을 시작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위한 파트너들의 활동, ④ 실험 구성이
끝나고 시장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③ 단계까지 진척된 실험 기획은 “Plan C”로
인증된다. 첫 해인 2009년에 4개의 프로젝트가 “Plan C” 인증을 받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4개의 전환
실험 프로젝트7)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제품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플랑드르 환경·에너지 혁신 플랫폼
(MIP)”에 자금지원을 신청했는데 그 중 화학물질 임대 프로젝트만 승인되어 “화학물질 회수(Take
Back Chemicals)”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Plan C는 전환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방식을 고안했다. 그에 따르면 이해관
계자들의 연합 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그 속에서 활용가능한 수단들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전환실험을
기획하는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을 택했다. 이는 전환관리의 의도에 맞는 실험이 기획되어도
추진단계에서 적절한 자원이나 참여 기업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
도 온라인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Plan C의 플랫폼으로 활용했다.

3. 물질관리 담론의 확대
Plan C는 4단계 기간인 2009-2011년을 통해 니치 실험에서 물질관리 레짐을 만들어내는 단
초를 제공했고 물질관리 담론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혁신정책으로 정립하는 데 성공했
다. OVAM의 공무원들은 Plan C와 별로도 내부학습 포럼, “5층(the fifth floor)”을 조직했다. 4층
건물을 사용하는 OVAM은 “5층” 포럼을 통해 폐기물 정책이 물질관리라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고, 물질관리의 목표인 닫힌 물질 순환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
로 발전시켰다. 또한 OVAM은 “5층” 포럼을 통해 물질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부처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7) 제일 처음 기획된 전한실험은 화학물질 임대(chemical leasing), 편의시설 임대(leasing of comfrot), 지속가능한 축제(sustainable festivals),
3D 프린팅을 이용한 지역의 생산과 소비 연결(closing of lo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loops through 3D printing)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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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의 논의는 몇 가지 갈래로 발전되고 구현되었다. 첫째, 물질관리는 OVAM의 2차 전략계획
(2010-2014)에 반영되었다. 2차 전략계획은 물질관리를 닫힌 물진 순환에 기반한 녹색 경제 달성이
라는 혁신정책과 접목했다. 물질관리 정책의 주된 내용은 생산과정에서 물질 사용량의 감소, 최종 폐
기되는 물질량 최소화, 단위생산과 소비에서 물질 사용량 최소화, 환경영향 최소화였다. 이를 위해 선
구적인 기업들과의 실험적 시도를 추진하고 산업 부문에서 환경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에서 물질을 재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둘째, 물질관리 담론은 혁신 경제 정책에서 OVAM의 입지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물질관리를 통
해 OVAM은 “폐기물 처리자”에서 “2차 과정을 통한 물질과 연료 공급자”로서 위상 전환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환경산업, 예를 들어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2차물질
(secondary material) 기업들에 대한 정책에서 OVAM의 영역을 구축했고 관련 기업들에 물질관리
담론을 확산했다. 그리고 OVAM은 플랑드르 기술연구소(VITO)와 함께 플랑드르 정부의 녹색경제를
위한 혁신 네트워크에 핵심 그룹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셋째, 물질관리 논의는 2011년 <물질법>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제도화되었다. 이는 OVAM이
Peeters 2기 정부(2009)의 출범 시기에 EU 차원의 폐기물 정책 개혁 요구를 물질관리 정책으로 확대
발전시킨 결과다. 2008년 EU 차원에서 회원국에 새로운 폐기물 입법과 정책을 요구하는 “폐기물 체
계 지시(Waste Framework Directive)”가 발표되었다.8) 이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폐기물을 폐기 대
상이 아니라 새로운 2차 원료물질(secondary raw material)로 간주하고 폐기물 관련 제도에 폐기물
위계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 EU의 폐기물 체계 지시는 폐기물 정책에 국한된 것이었
다. 그러나 이미 폐기물 처리에서 물질관리로 논의의 중심을 옮긴 OVAM은 이를 물질관리의 제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OVAM은 EU 폐기물 체계 지시의 요구사항을 물질관리의 용어로 해석하여 제안했다. 첫째, 물질관
리 논의는 환경정책에서는 MINA3+ 계획(2008-2010)에 반영되었다. MINA3+ 계획은 폐기물 정책
을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정책으로 확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환관리를 도입했다. 둘째,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물질관리의 연관성을 역설하여 2009년 Peeters 2기 정부의 “정부 선언(the
Governmental Declaration)”에 물질관리를 포함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Plan C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셋째, EU의 폐기물 체계 지시의 입법요구에 따라 2011년에 기존의 <폐기물법>
을 수정하는 대신 <물질법>을 제정했다. <물질법>은 2012년 6월부터 발효되었고 물질의 전주기 관점
(lifecycle thinking)을 기본으로 채택했다. 또 폐기물 생성 예방을 위해 물질을 전주기 흐름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며, 최종 폐기(end-of-waste)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물질관리에 대한 논의와 선구적인 시도들은 플랑드르, 나아가 벨기에가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담론
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벨기에가 EU 의장국을 맡은 2010년 하반기에 플랑드르 환경 장관은
EU 환경위원회(EU Environmental Council) 위원장을 맡아 우선 순위 정책들 중 하나로 물질관리

8) http://ec.europa.eu/environment/waste/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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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기후문제, 생물다양성과 함께 의제로 채택되었다. 2010년 7월 겐트에서 열린
비공식 환경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를 본격 논의하고 유럽의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Plan C 같은 전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OVAM이 이 위원
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V. 전환관리의 확산과 ViA
1. 전환관리의 확산
ViA는 2006년 Leterme 정부에서 플랑드르 사회-경제 구조 혁신을 위한 아젠다로 시작되었다.
2007년 Leterme 총리가 연방의회로 진출함에 따라 총리직을 승계한 Peeters(2007-2009)는 ViA를
계승했다. ViA는 플랑드르가 직면한 문제들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구했다. ViA는 2008년과 2009년에 정부, 플랑드르 사회의 모든 주요 이익 집단들, 시민단체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설팅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가장 큰 성
과는 도출된 아이디어들 외에 정부와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주요 이익집단과 사회 단체들이 협력과 참여
에 동의한 “협정 2020(PACT 2020)”이다. PACT 2020은 ViA가 장기 전략이며 플랑드르를 지식경제
와 지속가능한 복지를 창조하는 사회로 변신시켜 유럽 5위권으로 들어간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 지
속가능한 에너지, 물질, 이동성(mobility) 시스템을 향한 전환으로 나아갈 것도 밝혔다. 플랑드르 정부
는 PACT 2020의 취지를 살린 337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련 주체들과 함께 추진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ViA와 PACT 2020은 일차적으로 사회-경제 혁신 정책이었으
며 지속가능성이 주요 원칙으로 채택되었다. 전환은 몇몇 영역에서만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ViA가 전환관리를 중심 전략으로 채택하는 과정에는 플랑드르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과 Peeters
2기 정부의 정책 선언이 중요했다. 먼저 2010년 동안 제2차 플랑드르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주요 전략방안으로서 전환관리가 채택되었다. 지속가능 발전 행정국
(Administrative Cell Sustainable Development, VSDO)은 공무원,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정책연구
자들과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련의 사회-기술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전환관리가 집중 검토되었다. 그 배경에는
DuWoBo와 Plan C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 DuWoBo 실무책임을 맡았던 Dries의 지속발전 행정국
책임자 부임, 정책 연구자들의 지지 등이 있었다. 그 결과 2010년에 작성되고 2011년에 승인된 2차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은 2050년까지 7개 주요 분야, 분야별 5개의 차원에 대해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했다. 7개의 시스템 전환 영역은 주택과 건축물, 물질, 에너지, 이동성, 농업과 식품, 건강, 지식이며
5개의 차원은 경제, 사회문화, 생태, 국제관계다. 또 이 계획은 중단기 목표와 실행계획을 PACT 2020
과 연동하고, 전환관리를 핵심 요소로 채택하되 사회 각 영역의 참여 촉진을 강조했다. 폐기물 정책의
니치에서 시작된 전환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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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피터스 2기의 정부 선언은 전환관리에 기반하는 물질관리 정책을 채택했다. OVAM의
공무원들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물질관리의 필요성과 효과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녹색 경제 발
전 같은 다른 혁신 정책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물질관리 정책은 폐기물을 예방하는 데서 더
나아가 물질을 절약하는 녹색 생산기술 개발, 재활용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 재활용 자원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기여함을 가능함을 역설했다. 환경부 장관 출신의 총리는 물론이고 이미 전환관리, 물질관리
아이디어에 익숙해진 경제-사회 위원회와 MINA 위원회 같은 자문기구에서도 이에 호의적이었다. 그
결과 물질 정책은 정부 선언에 포함되었고, 앞서 말한 2011년의 <물질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물질 정책이 기반하는 전환관리가 니치실험에서 확대되어 정부 혁신 정책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전환관리가 플랑드르 혁신 전략의 중심이 된 것은 2011년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이전에도
물질관리 담론 또는 전환관리 접근은 여러 정책에서 깊게 논의되거나 채택되었다. 이미 언급한 OVAM
의 “5층”포럼의 물질관리 담론, <물질법> 초안 , 2차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초안, DuWoBo와 Plan
C 같은 전환실험 추진 등이 그것이다. 서로 연결되지 않고 분산되어 존재하던 이 활동들이 통합되는
계기는 ViA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2020년까지 유럽 5위권 진입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PACT 2020으로 여러 사회 주체세력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
어냈음에도 불구하고 ViA는 이를 위한 적절한 접근법 또는 정책틀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Peeters 내각은 2011년 3월 ViA 재정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7월에 최종적으로 기존 정책과 전
환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 접근(two track) 방식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편으로
는 당시까지의 정규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부처에 걸친 주요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전환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플랑드르 사회로 나아간다.

[그림 3] 플랑드르 전환관리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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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A의 전환관리
2011년 ViA는 사회 주요 문제들에 대해 전환관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임명한 조직팀은
13개의 주요 문제를 전환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전환관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추진 과정에는
DuWoBo와 Plan C의 경험이 활용되었다. 13개의 전환관리 문제에는 Plan C와 DuWoBo가 포함되
었고 산업정책, 빈곤과 보건 등 사회문제, 에너지, 물질 등 지속가능성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 각 영
역에서는 미래 비전과 전환경로를 설정하고 전환실험을 기획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자문을 제
공하고 있다.

<표 3> ViA 13개 전환과제의 주요 내용
신산업정책 (New Industrial Policy)
비전
특징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혁신이 주도하는 ‘미래산업’이 부와 다양한 고용 창출. ViA의 모든 파트너들은
혁신적, 녹색, 사회적으로 강력한 경제가 함께 엮일 수 있는 경제 구조 추구
원탁회의 운영,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정부 자문기구, 사회경제 위원회(SERV)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자문과 혁신 정책 통합. 지속가능한 녹색 산업 등장과 성장 중심
중견기업 도약 (Gazelle Leap)

비전

급성장하는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달성
가젤기업이 처한 특수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제공할 필요성 충족. 이를 위해 잠재성

특징

높은 기업가들에 집중적이고 깊이있는 자문, 코치 제공. 정부 파트너로 투자, 교역, 기업 관련 정부 기관,
연구기관들 자문 참여
목적지향적 혁신 정책의 능률화 (Steamlining of Targeted Innovation Policy)

비전

지식경제에서의 혁신이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정책 영역을
가로지르는 연결 고리 형성
플랑드르의 과학기술의 강점과 사회, 경제 문제들을 연결함으로써 다학제적 혁신 허브, “혁신

특징

코디네이션 집단”을 세부 분야별로 형성. 이를 통해 녹색 에너지, 녹색 교통과 운송, 생태적
혁신 등의 문제에서 변혁 추구. 사회적 기업, 폭넓게 지지되는 사회 혁신이 최근의 주요 관심사
모두의 능동적 참여 (Everyone Participates, Everyone is Active)

비전
특징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도록 능력을 배양하여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 이민, 장애인, 50대
이상의 고용 증가
노동시장, 정부, 교육훈련기관 등의 파트너관계 형성을 통해 문제 접근, 교육, 산업의 대표자로 구성된
조종그룹(steering group)이 파트너 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
아동 빈곤 (Child Poverty)

비전

2020년까지 빈곤상태로 출생하는 아동수 50% 감소, 일반 빈곤 위험 30% 감소
빈곤은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정부, 서비스 제공 기관, 시민사회조직, 빈곤자 모임 등의 통합적

특징

활동 지향. 단기 계획으로 플랑드르 빈곤 축소 실행계획을 추진중. 지방 조직들에게 플랑드르
정부에서 자문 제공
플랑드르의 보살핌 (Flanders’ Care)

비전
특징

질높은 보살핌 서비스 제공과 가시적이고 보살핌 경제(care economy)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여 모든 종류의 보살핌에서 혁신 실현
보살핌 혁신 플랫폼이 보살핌 시설, 보살핌 제공자와 사용자, 연구기관과 산업에 자문 제공. 특히 보살핌
분야에서 ICT에 기반한 정보 공유에 중점, 플랑드르 정부의 씨앗 자금, “플랑드르 보살핌 투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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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Renewable Energy and Smart Grids)
비전

특징

2050년까지 플랑드르의 에너지 수요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충족, 스마트 그리드 개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플랑드르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소비자의 전기 생산, 촉진, 이를
스마트 그리드로 뒷받침
분산적 에너지 생산,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혁신 전략 개발 및 실행계획 추진 중, 이를 위해 플랑드르
에너지국(Flemish Energy Agency)은 이해관계자들에 자문 제공
지속가능한 생활과 건축물 (Sustainable Living and Building)

비전

생활과 일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축과 빌딩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과 일의 조화

특징

DuWoBo의 논의 계승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비전

특징

2020년까지 1차원료, 에너지, 물질, 공간을 최소로 사용하는
녹색 순환 경제(green circular economy)의 기반 구축, 물질관리와 물질 기술 분야 선도자
비전, 전략, 전환경로 등에 대한 연구, 정보제공 등은 Plan C를 통해 추진. OVAM은 전환실험 중 및 자문
역할. 2020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 중.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로의 전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중
내일을 위한 공간 (Space for Tomorrow)

비전

공간을 다목적,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녹지 보존 및 토지 이용 효율 제고, 이를 통해 플랑드르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거주민들이 사회문화적 관계를 맺기 용이한 환경 제공, 식량·원료물질·동식물을 위한
녹지와 공공용지 확보

특징

정부 파트너와 각계가 참여한 플랑드르 공간 비전을 담은 녹서(Green Paper)에서 문제점 제시, 그에
대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토론과 의견을 백서에 포함할 예정
스마트 이동성 (Smart Mobility)

비전
특징

이용가능한 모든 교통, 운송 수단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자유롭고 편안한 이동 보장
다양한 교통 수단과 교통정보 시스템을 활용. “신 이동성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자문조직과 사회단체,
개인들로부터 의견 수렴. 여러 교통 수단을 혼합하여 최대의 편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접근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Accelerating Investment Projects)

비전

투자자들이 적정한 기간 내에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제도 구비와 투자 환경 구축

특징

투자자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정보 제공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 “Route Planner” 운영.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행정의 위계별 참여와 협동을 통한 능률화, 절차의 투명화, 디지털 정보 제공과
신속한 업데이트
지속가능하고 창조적인 도시를 향해 (Towards a Sustainable and Creative City)

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강한 도시를 선택하고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특징

ViA 원탁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원하는 미래 도시의 상을 도출, 지역 기반, 근린 공동체 기반의 접근법 채택

자료: http://www.vlaandereninactie.be/en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전환관리는 장기간에 걸친 시스템 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ViA의 전환관리는
시작 단계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과 관련 사회적 집단들의 참여와 전환관리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환관리의 세부적인 방식과 절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전환영역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가지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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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산업정책: Umicore
Umicore는 중고 PC와 핸드폰에서 금, 구리 등 가치있는 금속을 추출하는 기업이다. 폐기물 1톤당
200그램의 금을 추출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철광석에서 추출하는 비율 5%보다 훨씬 높은 비
율이며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원래 금속 산업은 에너지를 과다소비하
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Umicore는 폐기물에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측면
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런 성과에 바탕하여 Umicore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②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STORG
STORG는 돼지사육과 농업을 병행하는 농장이다. 이 농장에서는 목축과 농업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물 폐기물, 즉 식물의 줄기나 뿌리 같은 비식용 식물자원, 돼지 사육장에서 나오는
거름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공동발효 설비(co-fermentation installation)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
한다. 이 농장에 설치된 2개의 공동 발전시설(cogeneration installation)은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특히 이 농장의 발전시설은 이중 연료모터를 채택하여 일부는 식물성 기름으로
도 운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되는 열과 전기는 농장의 모든 수요를 충족하고 동시에 인근의 레저공원 Molenheids에
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충당할 정도의 양이다. 이 공원은 350여개의 방갈로, 식당, 수영장, 실내체육
관 등을 갖추었다. STORG의 에너지 공급으로 공원은 외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연간
350,000리터의 원유, 또는 750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 양이다. 이 정도 규모의 에너지가
100% 농장 부산물 즉 재생가능한 원료로만 생산된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③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NuReSys
NuReSys는 Waregem 지역의 기업으로 폐수에서 인을 추출하는 작업을 한다. 이 회사는 결정화
(crystallization)를 통해 인을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비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
중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폐수에서 인을 추출해 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이미 인근의
감자 가공공장, Agristo와 Clarebout Potatoes에 도입되어 매일 4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또다른 공장 Aquafin도 이 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나 플랑드르에서 인의 수요는 높은 편인데 매장량은 한계가 있고 매장 분포 역시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NuReSys의 기술은 플랑드르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폐수에서 영양성분
을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기술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잉여물질을 활용해
국제적 자원 부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플랑드르가 녹색산업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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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사점
1. 플랑드르 전환의 특징
플랑드르의 사례는 적어도 형태상으로는 전환관리의 기본과정을 잘 보여준다. 플랑드르의 전환은
니치의 아이디어와 실험이 주요 행위자들의 학습과 정책통합 노력, 그리고 국내외의 변화하는 환경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부처 또는 범정부 혁신 정책에 통합되는 진화의 과정이었다. 플랑드
르 전환관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랑드르는 전환관리를 ‘수입’하여 학습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전환관리를 시도했다. 그리
고 전환관리는 니치의 실험에서 나아가 다른 분야 정책들에 통합되었다. 다시 말해 전환의 종주국인
네덜란드가 아닌 지역에서 전환관리가 체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간 사례다. 자체 학습 - 네덜란드 전환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한 전환실험 - 독자적인 전환 실험 - 레짐의 변화 추동 - 전환관리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다른 부처 정책들과의 통합 및 전환관리의 확산 순으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플랑드
르의 고유한 조건을 반영한 전환관리의 변형이 만들어지는 등 전환관리의 기본원리에 따르면서도 실천
차원에서 유연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전환이론 확산에서 소수의 정책 혁신가들의 역할이 중심을 이루었다. 정부에 자문하는 정책
연구자들과 환경부, 특히 OVAM의 공무원들은 장기적 사회 혁신에서 전환관리가 가능성 높은 정책수
단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이들은 전환관리를 학습하고 전환실험에 참여하면서 전환관리에 대한 경험을
쌓고 지식 기반을 만들었다. 이들은 소수였고 OVAM을 제외하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여져 있었지만
전환관리를 매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플랑드르 정부가 2000년대 이후 추진한
여러 혁신 정책 기획에 반복적으로 참여하여 전환관리에 대해 서로 조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했
다. 이들은 전환관리를 채택한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담론이 다른 부처의 정책과 통합될 수 있도록 ‘다
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플랑드르에서 전환관리의 기획과 확산은 엘리트 관리와 연구자들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활동의 결과였다.
셋째, 플랑드르의 정치지형의 변화도 전환 관리의 도입과 확산의 계기를 제공했다. 1990년말까지
플랑드르에서는 기독민주당(CVP)이 전통적인 집권당이었지만 1999년 총선 이후 여러 정당들의 연정
이 계속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기획할 때 부처 차원에서는 해당 장관의 배경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는 연정에 참여한 여러 정당들을 동시에 설득할 수 있는 정책 접근과 정책 수단이 채
택되었다. 1999년에는 처음 연정에 참여한 녹색당 출신의 환경부 장관 아래 환경정책에서는 지속가능
성과 전환관리를 선구적으로 도입했다. 녹색당의 연정 참여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 그러나 전환관리
는 환경 장관이 바뀌어도 지속되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당에서 집권해도 별다른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또는 새로운 접근이었기 때문에 전환관리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정책으로서 수용되고 확산되었
다. 부분적으로는 전환관리를 지지하는 정책 혁신가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요
인은 전환관리가 기존 정책과 공존하는 병행 접근을 택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위협하지 않고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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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도로서 여러 정당들에 수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 전환관리는 2000년대에 주요 화두로 떠오
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도 설득력 있는 담론을 제공했다.
넷째, 정책 혁신가들은 거시 환경의 변화 요구 및 플랑드르의 내부 정치 변화를 전환의 언어로 해석
하여 전환관리의 확산에 활용했다. 2000년대 이후 환경 담론의 국제적 부상, EU의 폐기물 처리와 예
방 방안 수립 요구, 플랑드르 행정 개편, 플랑드르 혁신 정책 ViA를 위한 정책 수단 부재 등의 상황에
서 정책 혁신가들은 폐기물 처리를 물질의 전주기 관리로 확대했다. 그리고 이를 물질 절약 및 물질
재활용 같은 녹색 신산업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 경제와 같은 다른 정책 담론들과의 통합
을 쉽게 만들었다.
다섯째, 광범위한 플랑드르 혁신정책 ViA가 전환관리를 채택함으로써 니치의 전환실험이 정책 레짐
에 복합적이고 다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ViA의 13개 전환관리 영역은 기존 부처의 경계를 가로
질러(transversal) 문제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전환실험이 성공하면 이는 동시에
여러 부처의 정책 레짐에 변화 압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13개 영역에서 동시에 전환관리가 추진되면
이러한 변화 압력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각 정책 레짐에 작용할 수 있다.

2. 시사점
플랑드르의 예에서 보듯이 전환관리는 예측이 어려운 먼 미래의 문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문제,
해결방안이 불투명한 복잡한 문제, 여러 다른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등에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환관리는 니치 실험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정부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의 공동학습과 참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주도적인 기
획과 이해 관련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아이디어가 만나고 실현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추격체제에 맞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플랑드르의 전환정책의 시작과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플랑드르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전환관리 추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기적 사회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아이디어와 기획들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 니치 실험은 민간
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플랑드르의 사례처럼 한국도 민간의 시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플랑드르에서는 DuWoBo와 Plan C의 경우
OVAM의 공무원들이 전환실험의 기획과 전환팀을 통해 전환관리의 전과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구성하는 비전 설정, 전환경로, 프로젝트 기획과 출범에서 이들의 역할은 조정, 매개, 자문에
머물렀다. 또한 DuWoBo와 Plan C가 예산을 가진 집행기구가 아니라 전환 플랫폼 또는 전환 프로젝
트 기획과 출범에 필요한 지식 네트워크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둘째,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OVAM의 공무원들의 활동에서 보듯 정부 측에
전환정책을 이끌어갈 정책 혁신가 집단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활동에서 보듯, 이들의 역할은 전환
네트워크와 정부 행정과 정책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전환 네트워크의 구성, 전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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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서의 학습과 프로젝트 기획에 필요한 방향설정(steering) 활동과 기획되는 프로젝트의 행정,
정책 관련 자문활동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전환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전환실험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제도 개발 활동을 한다. 덧붙여 한국의 특수한 조건
을 고려한 전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사회 행위자들이 전환에 동의하고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플랑드르의 혁신 정책 ViA는 본격적으로 전환관리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PACT2020을
통해 정부와 산업계, 노조, NGO, 연구자들, 사회운동 등 다양한 진영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었
다. 이는 ViA가 13개의 전환관리를 동시에 출범했을 때 각 사회적 주체가 전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되었다. 또한 ViA의 13개 전환관리는 실질적으로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 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지식 네트워크와 학습 공간을 운영한다. 만일 한국에서 전환관리
를 추진할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파트너로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관리는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넷째, 전환관리가 기존의 혁신정책과 병행접근을 취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시
작 단계에서 전환관리는 기존 정책을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니치를 만들고 니치 실험을
하는 작은 정책 공간만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전환은 30-5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환관리를 도입하고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거버넌스나 레짐에 단기간
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환관리나 니치 실험 자체에 대한 기존 레짐의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
다섯째, 전환 네트워크 운영과 니치 실험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전환장 구성과
전환 네트워크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나 전담 인력을 지원할 제도가 필요하다. 개별 니치 실험은 기
존 혁신정책 자금 또는 산업 지원 자금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환 네트워크 또는 전환 플랫
폼의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과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Plan C의 경우 ViA에
통합되기 전에는 OVAM에서 운영을 지원했다. ViA의 전환관리에 공무원을 파견하든 아니면 전담 인
력을 임명하든, 관련 분야 부처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하든 아니면 전환관리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지원하든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자금 지원에 따라 전환 네트워크 활동
에 통제력을 행사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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