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세 시대 ‘생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205

논문

1. 들어가는 글
2. ‘생태 아카이브’ 구성을 위한 전제들
   1) 선행연구 분석 
   2) 인류세와 아카이브의 관계성 
   3) ‘생태 아카이브’ 개념 
3. 생태 아카이브 구축 프레임, ‘리빙 아카이브’ 
   1)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이론 프레임 
   2) 생태 ‘리빙’ 아카이브 구축 예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기록 사례 
4. 나오는 글

인류세 시대 ‘생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logical Archive’ in the Anthropocene

10)

이경래(Lee, Kyong Rae)**

 

 * 이 논문은 2020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124).

** 한신 학교 학원 기록관리학과 강사(kyongrae@gmail.com).

■투고일: 2021년 03월 29일 ■최초심사일: 2021년 04월 05일 ■최종확정일: 2021년 04월 19일.

■기록학연구 68, 205-241,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8.205



206   기록학연구 68

<초록>

이 글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구 환경 위기의 화두를 어떻게 

기록학에 접목하고 생태 실천적 사유와 연결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환

경 위기 상황을 일종의 아카이브 상수값으로 둔 기록학 논의를 독려하

기 위하여, 이 연구는 생태주의에 입각한 기록학의 질적 전환 가능성

을 타진한다. 이 글은 최근 서구 기록학 내 ‘그린 아카이브’에서 주장하

는 친환경 기록관리의 개선책 마련 정도의 실용주의론을 넘어서고자 

한다. 기록학과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목하는 ‘생태 아

카이브’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의 인식론적 전환을 요청한다. 구체적으

로는, 먼저 기록의 생태적 접근을 기록학 논의에서 발굴함과 동시에 

최근 인류세 담론들이 강조하는 기록의 ‘생태주의적 전회(an ecological 

turn)’를 통해, 이 글이 강조하는 ‘생태 아카이브’ 개념을 구체화한다. 이 

연구는 ‘생태 아카이브’를 기록학의 보편적·이론적 프레임으로서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삼는다. 즉 생태주의

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이른바 기록 민주주의적 가치들, 즉 탈보관

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그리고 정서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하고 확장한

다. 구체적으로, 인류세 비극의 중요한 현장이자 사례인 구제역 살처

분 매몰지 기록을 통해서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실제 적용의 방법론을 

예시한다. 구제역 사례 분석은, 지구 생태전환에 조응하는 기록관리의 

새로운 질적 전환을 모색함과 동시에 아키비스트와 생태 현장의 시민 

주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해나가는 생태 현장 실천의 기록화 작업을 함

께 강조하기 위함이다. 

주제어 : 생태 아카이브, 리빙 아카이브, 인류세, 생태주의, 생태 행동주

의, 행동주의 아카이브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how to incorporate the topic of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called the “anthropocene” into archives stud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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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it to ecological practical reasons. In order to encourage 

discussion of archival studies, which puts the environmental crisis at a 

kind of archive constant valu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quality shift in archival studies based on ecology. This 

article aims to go beyond the pragmatism of preparing improvements to 

eco-friendly record management, which is recently claimed by the 

“Green Archive” in Western archival studies. It calls for a new concept 

called ‘ecological archive’, which theoretically combines a more 

archives-based and ecological paradigm, and its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Specifically, the ecological approach of archives is first 

discovered in the discussion of archival studies and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ecological turn” of archives emphasized by recent 

anthropocene discourses, the concept of “ecological archive” emphasized 

by this article is embodied. This study uses ‘ecological archive’ as a 

universal and theoretical framework for archives as a basic concept for 

building ecological ‘living’ archives. In other words, for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archives, we reinterpret and extend so-called democratic 

values for archives, i.e., post-custodianship, community archives, and 

archives of emotions. Finally, the records of foot-and-mouth disease 

killing burial sites, an important site and example of the anthropocene 

tragedy, exemplifies the methodology of the actual application of 

ecological living archives. The case analysis aims to seek a new 

qualitative shift in record management that adapts to global ecological 

transformation, while also emphasizing the documentation by archival 

activism in ecological field practices jointly organized by archivists and 

citizens.

Keywords : The ecological archive, The living archive, Anthropocene, 

Ecologism, Eco-activism, Archival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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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기후 온난화와 사막화, 기 오염, 생명 종 소멸, 인수 공통 감염병인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구 속 인류 생존의 

문제가 화급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에 의해 지구의 

생태 시스템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악화되는 지구의 새로운 지질학적 

연령 , ‘인류세(anthropocene)’에 한 학술적, 실천적 논의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류세’는 ‘인간(the anthropos-)’이 지구의 

지배종이 되면서 지층에 퇴적된 인간 문명의 쓰레기더미가 그 특징이 된 

지질학적 ‘시 (-cene; epoch)’를 이르는 비공식 학명이다(이광석, 2019, 

25-26). 지구 생명에 한 초창기 환경 논의는 단순히 지구 환경 보존의 

문제나 공해를 야기하는 다국적 산업들의 지역 파괴와 ‘토목사업형’ 개

발주의 비판에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점차 지구 인류의 생태위기가 극

에 이르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환경 의제가 지구 행성 전체의 문제

로 전화하면서, 지구 환경 문제는 ‘인류세’라는 지구 행성 전체의 문제

이자 오늘 인류 파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구생태 위기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인류세 현실에 반응

한 학계의 움직임 또한 크다. 지구과학, 지질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분

과의 토를 넘어서서 사회인문학 (생태맑스주의, 생태지리학, 기후행

동주의, 포스트휴머니즘 등) 등 거의 전 학문 분과 역에서 위기 안 

담론의 생산 논의가 크게 확장 중에 있다. 인류세 위기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 절멸의 재난 상황에 한 학계의 다양

한 안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인문사회학 역에서 인

류세란 변수는 그리 큰 학적 상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는 듯하다. 기

록학 역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렇다 할 인류세 위기 상황과 아카이

브의 관계를 천착하거나 생태 안의 구성과 관련된 기록학계의 개입 

방식에 한 논의는 크게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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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류세라는 시 적 화두를 어떻게 기록학에 접목하고 실천

적 사유와 연결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인류세를 상수값으로 둔 아카이

브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인류세 위기 국면 기록학의 질적 전환 가능

성을 타진하려 한다. 이는 아키비스트의 일상 업무 속 환경친화적인 기

록관리 관행의 개선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즉 인류세

라는 급박한 전 지구적이고 행성 전체의 생태위기에 응을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기록학의 생태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이미 환경친화적 기록관리 관행 개선에 관한 기록학 분과 논의

들, 이를테면, ‘그린 아카이브(Green archives)’나 ‘그린 아키비스트(Green 

archivist)’에 한 논의들이 존재해왔다(Abbey, 2012). 하지만, 그린 아카

이브는 마치 일상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행하는 일

과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생태 재앙 시 를 마주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록화 과정 속 탄소 배출을 절감하려는 소극적 

‘그린 아카이브’적 노력 이상이 필요하다. ‘그린 아카이브’가 급진적 ‘그

린 뉴딜’ 등 생태 정책 프레임 없이는 개별적 차원의 리사이클 노력 정

도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린 아카이브’ 너머 좀 더 생태 기록

학적 관점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그린 아카이브’의 기록 관행의 친환경 개선을 넘어 ‘생태 아

카이브’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의 인식론적 전환을 요청한다. 즉 인류세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생태 재앙과 재난 관련 사건과 기록에 한 근본

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록의 생태적 접

근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록의 ‘생태주의적 전회(an ecological 

turn)’를 통해 생태 아카이브 개념에 접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구 

생태전환 프로젝트가 완전한 수준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생태 행동주의

적’ 현장 실천의 기록화 작업을 강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태 아카이

브 개념의 구현을 위한 보편적·이론적 프레임으로서 생태 ‘리빙’ 아카

이브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기록학에서 이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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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세 가지 기록 민주주의적 가치들, 즉 탈보관주의, 공동체 아카이

브, 그리고 정서의 아카이브를 통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론 프레임에 한 논의에 이어, 마지막

으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기록 사례를 들어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실

제 적용을 예시한다. 2000년 부터 국내에서 급격히 반복적으로 발생

하고 확산되는 구제역 전염병과 이로 인한 가축 살처분 현실은, 인류세 

국면이 초래한 ‘폐기물 오염’ 문제와 더불어 생명 종의 무차별 량살상

이라는 비인도주의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생태 환경 기록은 그리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인류세 시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방법론을 구제역 

기록의 문제를 통해 유의미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생태 아카이브’ 구성을 위한 전제들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지구생태 문제를 기록학의 ‘외부’이자 물리적 

‘환경’ 조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해 의문을 제기한다. 환경의 문제를 

기록학에서 심각하게 수용했던 경우는 서구 기록 학계 내 지속가능한 

‘그린 아카이브’ 논의 정도일 뿐이다. 본 연구는 기록학계 내 생태 문제

에 한 협소한 인식틀을 크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인류

세 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주의적 의제를 어떻게 기록학 내부에서 비판

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등 생태 실천적 지향과 연결되는 과제이기도 하

다. 이와 관련해 2장에서는 환경 생태와 기록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

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에 한 비판적 독해를 시작으로 해서, 인류세 

국면 지구생태 위기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록을 사유하는 ‘생태 아카이

브’ 개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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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분석

기록학 연구를 축으로 이른바 ‘생태주의’를 접목한 표적 사례는, 캐

나다 기록학자인 휴 테일러(Hugh Taylor)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1980년 에 이미 아키바리아(Archivaria)에 실은 한 논문에

서, 자연 생태가 “오늘날 많은 우리(아키비스트－필자주) 작업의 배후

에 놓여 있다”고 논평하 다. 테일러는 이제까지 자연환경에 해 적극

적으로 응 하지 못했던 기록학계의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자연 생태

와의 보다 세심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키비스트 스스로 환경 문제를 적

극적으로 기록관리 과정에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Taylor, 1984, 25). 꽤 

이르게 자연환경에 관한 환기와 이의 기록학적 접목을 주장했던 테일

러의 논의는, 이후에 기록학과 환경 문제의 교차 지점에 한 유효한 논의 

생성에 초석을 제공했다. 90년 에 이르면, 캔디스 로웬(Candace Loewen)

이 이를 계승해 이른바 ‘환경 기록(environmental records)’의 가치 평가

를 다루는 논문에서, 아키비스트들이 증거·정보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

록의 “생존적 가치”, 즉 생명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록의 잠재적 

생태 실천 능력을 적극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Loewen, 1991, 91). 비록 

당시 그의 논의가 환경 기록의 평가에 한정된 것이긴 했지만, 환경 전

반에 있어 기록이 지니는 잠재적 개입 능력을 상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환경 생태주의적 기록학 논의는, 2000년  접어들면서 아카이브를 

일종의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파악하려는 에릭 무어(Erik Moore)의 논의

로 좀 더 발전되었다. 무어는 아카이브의 생태 패러다임(archives-ecology 

paradigm)을 위한 전제로 기록관리에 있어 통합적 사고, 탈보관주의, 그

리고 지속가능성 모델을 제안하 다(Moore, 2007). 아카이브에 한 ‘생

태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최근 들어 급박한 지구생태 위기 등 인류

세적 국면과 맞물리면서 특히 지구 속 생명의 회복탄력성(리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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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혹은 ‘지속가능성(Ehrenfeld 2008)’ 개념을 그 중심에 두고 전개되기

도 한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특별보고서’는 1.5℃ 

이상 기온 상승이 미치는 지구 파국적 향을 피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 절 이상 줄여야 하고, 2050년은 완전히 탄소 기

반 지구경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하 다(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8). 이에 직간접적으로 향을 받은 해외 기록학계

는, 디지털 보존을 포함한 모든 기록 실천 역에서, 이른바 ‘지속가능

성’으로의 긴급한 전환을 요구하면서 ‘탄소 중립’ 아카이브 혹은 ‘그린 

아카이브’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아카이브에 한 논의를 본격화했

다(Henk, 2014, 4-5). 환경 논의를 기록학에 접목을 시도하려는 일부 연

구자들은 좀 더 친환경 기록관리에 집중해 논의하는 쪽도 있었다. 가

령, 친환경 기록관 건축물 선정을 비롯해 환경친화적인 문서(acid-free 

papers)를 사용한다거나, 통합 해충 관리, 습도 및 온도 조절과 같은 전

통적인 기록환경 관행에 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논의들이 제기됐다

(Mayer, Struble and Catsikis, 2015). 하지만, 이른바 ‘그린 아카이브’ 논의

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환경의 부정적인 향을 주로 기록관리의 실

무와 일상 실천에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

는 실용적 접근법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경 실천적 한계가 존재

한다. 

‘그린 아카이브’의 시각에서 보면, 디지털 보존 또한 상당히 부정적인 

환경 향을 미치는 기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해로운 기술적 환경 향을 줄이는 보존 관행에 

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가령, 그린 아키비스트들은 기존 시스템의 

사용을 최적화해 효율을 높이거나, 고(高)에너지 작업의 경우에 기술 

인프라의 탄소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제

시한다(Linden, Reilly and Herzog, 2012; Padfield, et al., 2014; Brophy, 

Sarah S. and Wylie, 2008). 디지털 보존의 보다 최근 논의는, 환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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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디지털 보존을 위해 현재의 평가, 구보존, 이용 가능성 

등 구기록 보존 관행의 재고를 촉구한다. 이를테면, 기존 보존기록을 

형성하는 동기와 가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구보존에서 ‘ 구’라

는 단어가 가지는 절 주의와 이상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자 한다. 더

불어 구보존이나 이용 가능성에 있어 손실 허용 범위를 정하는 등 보

존 관행에서의 자연환경 요인을 고려한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한

다(Pendergrass, Sampson, Walsh and Alagna, 2019). 더불어, 2020년에는 

한 유력 해외 저널이 특집호 주제로 “인류세 시  도서관과 아카이브

(Libraries and Archives in the Anthropocene)”1)를 다루면서, 도서관, 아카

이브, 박물관 등 주요 기억 기관이 인류세 위기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어떻게 응 할 것인가에 한 총괄적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테일러의 자연 생태에 한 아키비스트의 고려에 한 강조에 이어 

로웬의 최초 ‘환경 기록’ 주목, 에렌펠트의 ‘지속가능성’ 개념 제시, 그리

고, 최근 ‘그린 아카이브’ 논의 등은 기록학계 내 생태 문제를 다룬 하

나의 학적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구 기록학계는 이렇듯 생

태적 관점에서 아카이브에 한 최초 논의에 이어 인류세 위기에 응

해 기록학의 지속가능성이나 ‘그린 아카이브’ 가능성 마련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문제는 이들 논의가 최근 들어 체로 

‘그린 아카이브’ 논의에 좌우되어 기록 실무 환경 속 기능적 실천에만 

주로 주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보다 근원적으로는 지구 인류세 

위기가 심각한 생명 절멸의 화두로 최근 부각되면서, ‘그린 아카이브’ 

접근 너머 기록학 자체의 전환적 패러다임 구축에 한 요청이 제기된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접근은 이로부

터 제기된다. 

국내 기록학계는 아직 서구의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논의와 문제 제

 1) Tansey, Eira and Rob Montoya. eds. (2020). Libraries and Archives in the 

Anthropocene. Special issue, Journal of Critical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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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도 이를 찾으려 한다면, 기록학계 내부 

환경 문제에 한 최근 논의로 설문원(2014)의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를 꼽을 수 있

다. 이는 송전탑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국면에 주요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엄 한 의미에서 ‘생태주의 아카이브’를 정면으로 다

룬 논의로 보긴 어렵다.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들로는, 이윤희·이 학

(2017)의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를 꼽을 수 있

다. 이는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를 강

조하고 있다. 즉 인간과 비인간(특히, 동물)의 평등주의적 종적 관계에 

한 새로운 기록학적 관점과 성찰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로 동물권 관점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등 인류세 생태 위기 전반적 국면에 한 보다 보편적인 생태

주의 아카이브의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국내·외 기록학 연구의 생태주의적 성과를 수

용하면서도, ‘그린 아카이브’ 논의에 멈춰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 새롭게 

아카이브의 생태주의적 지향과 가치를 타진하고자 한다. 이는 저탄소 

지향의 기록 효율화나 그린 아카이브 등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보여지

는 기록 실무에서의 방법론적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생

태주의적 관점에서 아카이브에 한 논의를 인류세적 서사와 연계시켜 

검토함으로써, 인간 중심주의적 기록학 논의의 구도를 깨어 이를 보다 

확장하고 넓히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인류세와 아카이브의 관계성 

인류세 논의는 전례 없는 지구 행성 수준의 위기와 생존 변화를 맞

이하고 있다는 공통인식을 반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인류세 

징후들은 새로운 시 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달라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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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위와 역할,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고찰하고 재설정할 필요

성을 역설한다. 따져보면 지금껏 인간의 배경으로만 치부해 왔던 비인

간 종들과 자연 사물들은 이제 한꺼번에 행위자(agencies)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더 이상 인간의 뜻 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상이 아니

라 그 자체 이미 적극적 행위성을 갖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간

은 비인간 종들과 늘 상호작용해 왔으며, 비인간 종의 반응은 인간의 행

동을 제약해왔다. 다만 우리 인간은 이를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적으로만 보고 무릇 인간 아닌 비인간 생명 종을 하찮게 여겨왔을 뿐이

다. 인류세 위기로 인해 비인간 행위자들에 한 ‘탈인간주의적’ 접근에 

한 요청은,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자연환경을 단순히 인간의 필

요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보았던, 우리 스스로를 예외적이고 

특권적인 존재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

다(송은주, 2020). 인류세 국면은 생명 절멸의 위기의 신호이지만 동시

에 인간 존재가 다른 생명과 평등주의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맺을 때만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팬데

믹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예견된 비극적 결과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체적 의견이다. 즉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 환경의 상호관계 속에서 존

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연을 수탈하면서 

그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인간도 지구생태를 규정하는 물

질세계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겸손한’ 생태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인류세 위기 시 에는 ‘인간 너머의 접근(more-than-human approach)’을 

통해 비인간 존재와 어떻게 인간의 평등주의적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김준수, 2019, 82). 

인류세가 초래한 생태주의적 전환 필요성과 비인간 종과의 평등주의

적 유 에 한 시  사명은 기록관리 역에서도 전례 없는 도전을 야

기하고 있다. 지금껏 줄곧 해왔던 인간 활동의 역사를 기록화하는 방식

에 한 비판적 제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간이 기록화 과정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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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소외했던 이른바 ‘비인간’ 생명 존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의 문

제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다. 하지만, 인류세 논의 이전 ‘인간중심주

의’와 ‘인간예외주의’라는 모더니즘적 근  서사는 아카이브 서사에도 

큰 예외 없이 적용되어왔다. 앞서 생태주의적 기록의 관점을 논의했던 

로웬은, 인간중심주의가 작동하게 된 원인이기도 한 자연과 인간을 분

리한 이원론적 세계관, 그리고 ‘자연의 객체( 상)화’와 이로 인해 ‘자연

에 한 인간의 지배권’을 주창한 데카르트의 향력을 인류의 불운으

로 지적했다. 그는 데카르트적 세계관으로 인해 인간을 유일한 기록의 

행위자이자 주체로 간주하면서, 비인간적 존재를 기록관리로부터 소외

시켰다고 비판했다(Loewen, 1991, 91). 그는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기록

관리에 있어 우주와 자연에 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이 붕괴되

고 오히려 파편화된 인간 기록 부분만을 연구함으로써 자연에 해 기

계적인 인간주의 접근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아키비스트에

게 지구 행성은 항상 그 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 보존되고 남아있

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 외 비인간 존재는 관심 밖이어서 이들을 기록

하는 것이 인간의 집단기억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덜 중요하거나 의미

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전한 기록화 과정을 약화시켰다고 보았다. 

결국 로웬은 아카이브에 생태 전체를 아우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선 생태주의 모델을 통합해 기록관리의 이론을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모더니즘에 기댄 아카이브 서사는, 인간중심

(예외)주의 외에도 자본(중심)주의, 유럽(백인)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 주로 지금껏 아카이브에서 지배계급의 권력을 강화하는 프레임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인류세적 아카이브 서

사는 우선 지구의 생태위기에서 출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 종 너

머 뭇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지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맑스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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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과 알프 호른보리(Alf Hornborg)

는 ‘인류세’라는 용어 신 엄 하게 보면 오늘의 지구 위기를 ‘자본세

(Capitalocene)’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태 위기의 자본주의적 

자연 수탈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다(제이슨 W. 무어, 2020). 더 나아

가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현재 생태계

의 파괴는 자본주의적 발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자본주의는 인종주

의와 성차별주의적인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그에 이어 해러웨이는 자

본의 문제와 함께 이를 넘어서려면 수탈로부터 뭇 생명들의 평등주의

적 ‘친족’ 연 가 중요함을 강조했다(해러웨이, 2015).

아카이브 역시 공공의 수요에 봉사하기보다는 역사를 통틀어 정부 

권위에 의해 식민주의, 국가주의, 또는 지배권력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  초기 아카

이브는 단지 유명인들이나 정부의 문서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자본과 권력의 내러티브와 ‘남성중심주의’를 존속시키는 한

편 기록관리 관행(평가와 조직화)을 통해 여성, 비유럽인, 가난한 약자

들을 아카이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

비스트의 작업은 종종 ‘중립적이고 가치 지양적인’ 보관소로 간주되었

고, 이러한 중립성의 주장은 불평등과 백인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 다

(Almeida, Nora and Jen Hoyer, 2020, 13). 이처럼 인간중심주의를 비롯해

서 자본주의, 유럽(백인)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 모더니즘에 기댄 

기록 서사는 인류세 국면에서 그 존재감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세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더니즘 기록 서

사를 넘어서 인간은 물론이고 뭇 생명 전체의 존엄을 살피는 생태주의 

기록관리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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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 아카이브’ 개념

‘생태 아카이브(the ecological archive)’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

기 전에 우선 전제될 것은 기록의 생태적 접근이 과연 무엇일까를 따져

보는 일이다. 일찍이 프랭크 업워드(Frank Upward)는 기록연속체론에서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가 만들어낸 고립된 것으로, 완전한 전체가 아

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아카이브를 사회 내의 한 장소로 간주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에서 발생하는 아카이브의 다중적 실체에 주

목했다. 그는 아카이브가 처음에는 인간의 활동 맥락에 고착되지만 

그 다음에는 활동 맥락에서 분리된다고 설명하면서 아카이브에 한 

생태주의적 시각을 견지했다(Upward, 1996, 57; Moore, 2007, 114에서 재

인용). 쿡의 경우에는, 앞서 테일러의 생태주의적 기록학 관점이 캐나

다의 토탈 아카이브 전통에 반 되었다고 보면서, 아카이브에서 정체

성을 변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피력했다(Cook, 1997, 34-43). 이들과 비

슷한 최근 논의로는, 기록학에서 물성 중심의 전통적 ‘보존’의 개념을 

재고하면서 기록을 중성 폴더에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 아카이

브에서 침묵당하고 배제되어온 소외된 생명 약자들의 목소리를 ‘보존’

하는 행위에서 아카이브 보존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관점이 새롭게 제

안되었다(Sheffield, 2016). 기록학의 생태적 접근은 기록을 인간이 남긴 

것의 단순한 합 이상으로 간주한다. 즉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명 종, 즉 인간 행위자들과 비인간 생명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

성에 착목하면서, 후자까지도 포괄하는 기록 생태계의 통합적이고 다

층적인 관계망들을 면 히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 ‘생태 아카이브’ 개념은 기록학 전통에서 제기된 생태주

의적 접근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급박한 인류세 위기 국면에 조응하는 

기록학의 생태 개입과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쓰인다. 인류세 국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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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과 생명 절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

만, 현실에서 환경 기록에 해 관련 사업장 기업들은 흔히 은폐를 도

모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비공개 처리로 일관하는 불투명한 기록 행

위에 익숙하다. 이는 환경 이슈와 관련된 기록들을 생태 통합적 방식

으로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환경 기록의 투명한 기록화와 공개를 통

해 환경 기록을 통한 현실 개입의 역할을 상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  환경 재난의 아카이브는 ‘살아 숨

쉬는’ 개입의 공간으로서 ‘생태 행동주의적(eco-activist)’ 관점과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생태 아카이브는 지구생태 위기로부터 가장 피

해의 전면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소외되어 온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비

인간 생명 종들에 주목하고 이에 연 하는 기록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생태 아카이브는 인류세 위기 국면 기록학의 생태 현장에 적극 개입

하는 ‘행동주의 아카이브(Archival Activism)’와 이를 기후 행동과 생태 운

동에 연결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한다. 생태 아카이브

는, 아카이브를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현재와 미래에 어

떠한 향도 미치지 않는 기록 보관의 정적인(static) 공간이나 동시  

사회적 기억의 구성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수동적 역할을 거부한

다. 이후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 매년 산 채로 매장되어 비윤리적 방

식으로 매립되는 동물들과 환경 위기로 인해 다치고 죽임을 당하는 생

명들에 한 기록은 지금까지 일회적이거나 망각의 기록이 되는 경우

가 부분이었다. 다치고 죽임을 당하는 생명들의 끊임없는 소환의 기

록으로써 생태 아카이브는, 기록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

하면서도 더 나아가 현재 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미래의 생태 재난을 

비하도록 독려하는 환경 실천의 아카이브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태 아카이브는 기록 철학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이제

까지 ‘인간중심주의’에 기 어 이뤄진 환경 기록의 관점을, 생태위기에 

놓인 범 생명 전체로 시선을 확장하는 일이 그 첫 수순이라고 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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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린 아카이브’라는 기록 실무 방법론적 개선에서 보는 환경친화적

인 접근을 넘어서는 일이다. 기록화 상 역에 있어서 범 생명을 아

우르는 생태 주체의 체계적 확장이 필요한데, 이는 인간 중심의 전통적 

기록 접근 철학을 넘어서야 하는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목이다. 다시 

말해, 인류세 위기 속 환경 피해당사자로서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

하게 고통받고 희생당한 생명 일반의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

의 생명 기록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구체적으로 언

급될 구제역 매몰 사례를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보통 매장된 동물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곧 사라지지만, 그 생명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유효한 재난 시간의 연속성 속에 놓여있다. 가령, 죽은 생명

들은 땅속에서 혹은 그 썩은 일부가 흘러나와 그들 스스로 일종의 ‘트

라우마’의 환경 기록을 남긴다. 부패해 썩고, 악취가 진동하고, 오염된 

폐수로 흘러나오면서, 생명 매장이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춘 듯 싶지만 

그들의 흔적은 오래도록 주위 환경 생태에 부정적 효과를 드리운다. 이

들은 일종의 사후 생명들이 울부짖는 트라우마의 징후들이지만 지금껏 

기록 관리에서 이들 환경 효과를 기록의 상으로 삼지 않았다. 생태 

아카이브는 생태 재난에 사라진 생명들과 이들이 남기는 사후 트라우

마의 기록도 그 구성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한마디로 생태 아카이브는 기록관리에 있어 ‘생태주의적 전회(an ecological 

turn)’를 시도하는 일이다. 달리 말해 ‘생태 아카이브’란 단순히 신흥 학

문적 조류만이 아니라 생태 기록의 정치학을 실천하기 위한 모색이다. 

정리하자면, 먼저 생태 아카이브의 구체적 목표는 인류세 시  감염병 

등 재난과 재앙의 기록화 과정에 있어 정부 기록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

해당사자들, 즉 인간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매립된 동물과 생태 환경 

그 자체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을 통합하려는, 이른바 생명주의에 입각

한 통합적 아카이브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둘째로, 인류세

라는 지구 생태위기의 상황에 맞서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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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문은 동시  생태 현실에 한 실천적 개입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생태 행동주의적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로, 인간 활

동 너머 비인간 종들, 즉 동물, 무생물, 사물 등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착목함으로써, 우리는 생태 문제에 한 좀 더 포괄적 인식과 지평을 

확보하며 이는 전통적인 기록관리 너머 다양한 비인간 존재와의 공생

적 공감 능력을 획득하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인류세 위

기 국면 ‘생태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화 접근과 방법론은 이들 목표값을 

정확히 세웠을 때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3. 생태 아카이브 구축 프레임, ‘리빙 아카이브’

인류세 시  아카이브의 생태적 가치를 표방하는 생태 아카이브는 그 

기록화 프레임으로 ‘리빙 아카이브(the living archive)’를 설계하도록 이끈

다. 여기서 리빙 아카이브는 생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기록학 전

통에서 추구되던 민주적 가치들을 재접목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이해하

면 되겠다. 리빙 아카이브의 특징들로, 우선 초기 보관주의(custodianship)

를 비판하면서 컬렉션의 올바른 소유권자에게로의 반환을 통해 불평등

과 식민주의의 부정을 바로잡고자 한 ‘탈보관주의’가 강조된다. 둘째, 

지배적인 역사적 내러티브에 도전하고 위계적인 거버넌스를 비판하면

서 등장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접목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전통적 아카이브 지향에서 감성적이고 내면적 가치지향과 더 

나아가 고통에 한 공감, 애도, 그리고 성찰까지도 포괄하는 ‘정서 아

카이브(archive of feelings)’에 한 논의를 적용한다(Cvetkovich, 2003). 

이 장에서는 ‘탈보관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정서 아카이브’, 이들 각

각이 어떻게 생태주의적 기록화 방식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이를 갖고 

어떻게 생명 약자 중심의 기록 이론적 프레임으로 확장할 수 있을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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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1)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이론 프레임 

생태 아카이브의 구현을 위한 보편적·이론적 프레임으로 ‘리빙 아카

이브’는 이미 기록학에서 아주 새로운 논의가 아니며 이미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홀(Hall, 2001)은, 리빙 아카이브를 

포괄적이고 결코 완성되지 않는 장소로 정의하면서, 아키비스트가 그

곳의 ‘능동적인 참여자’임을 강조했다. 루디(Rudy, 2018)는 리빙 아카이

브의 특징을 참여적이고 열려있는 것에서 찾았다. 보다 역사적 맥락에

서 보면, 케텔라르(Ketelaar, 2009)는 구 유고슬라비아 토에서 발생한 

민족분규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한 개인을 기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 리빙 아카이브의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

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리빙 아카이브는 공식 기록에 이의를 제기

하고 논쟁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일종의 생성주의적 관

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필자 역시 국내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

적 재구성과 관련한 개념 프레임으로 ‘리빙 아카이브’를 제안한 적이 

있다(이경래 2015). 여기서 리빙 아카이브는 생성주의적이고 동시  속

에서 살아 숨쉬는 적극적 개입의 공간으로 정의된다. 결국, 리빙 아카

이브는 ‘리빙’의 개념이 가지는 개방성과 생성주의적 확장성, 그리고 무

엇보다도 아카이브를 실천 개입의 공간으로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태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생명 타자와의 접속과 

그들의 재난 기록에 한 공감 등에 크게 동조할 수 있는 유용한 기록

학 프레임이라 볼 수 있다. 

인류세 환경 위기를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이른바 생태 ‘리빙’ 아카이

브의 이론적 프레임은 그 세부 구성에 있어 다음 몇 가지 기록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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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탈보관주의’를 꼽을 수 있다. 생태주

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탈보관주의’는 지금껏 보관주의에 입각한 기록

관리 방식이 생산자로부터 기록(물)을 분리시켜 아카이브에 보관함으

로서,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적 맥락들을 제거하고 원히 생산 환

경에서 분리된 인공적인 환경에 기록을 놓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적 인

식을 반 한다. 게다가 보관주의가 그 구체적 현실태에 있어 유명한 개

인이나 기관의 문서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 왔고, 여성, 비유럽인, 경

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아카이브로부터 배제해 왔다고 연구자들이 비

판하면서 이른바 ‘탈’보관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또한 탈보

관주의는 ‘기록연속체론’의 관점에서 기록을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논

리적 실체로 간주한다. 논리적 실체로서 기록은 그것의 내재적 가치뿐

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전후 맥락을 포함한 체계적 가치를 연속해 

보도록 독려하는 모델이다. 결국, 생태적 접근에서 탈보관주의는, 아카

이브를 궁극적인 컨테이너가 아니라 인간 사회와 하나로 연결된 생명 

자연 생태계를 기록의 궁극적인 컨테이너로 확장해 보면서, 다중적 실

체로서의 아카이브를 강조하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Upward, 1996, 

57; Moore, 2007, 114에서 재인용). 즉 이용자들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

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려는 탈보관주의는 인간 기록의 역으로 

생명 환경 관계를 가져와 이 둘의 상호유기적 관계망을 강조하는 생태

주의적 아카이브 구축에 적합한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카이브

의 소유권과 통제권에 있어서도, 탈보관주의는 환경과의 공생을 꾀하

려는 올바른 소유권자들(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에게 기록의 운 을 맡

김으로써 환경 기록관리의 비공개적이고 폐쇄적 속성을 수정하여 기록 

공개와 기록 주권이란 시민권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자신의 관점으로 역사를 주체적

으로 기록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칙을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구성하

기 위한 단히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로 꼽을 수 있겠다. 기록학계 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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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아카이브는 그동안 인류세적 기록화 방식 즉 분류와 기술에 있어 

배제와 억압의 정치를 극복하려는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위해 유용한 접

근법을 제공하리라 본다. 아카이브는 보관주의 관행뿐만 아니라 이제까

지 기록의 분류(범주화)와 조직화를 통해서 배제와 억압의 정치학을 작

동시키기도 했다. 아카이브 기술표준은 지배적인 규범과 문화적 순응을 

강화했고, 조직화는 타자화된 공동체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지 못

하는 공동체들의 정체성을 위한 그릇을 제공하지 못했다. 결국 기록화 

방식이 인종주의, 식민주의, 권력의 남용, 경제적 부패, 성차별주의, 그리

고 타자에 한 체계적 배제에 기여해 왔다는 비판에까지 직면하기도 했

다(Ramirez, 2015, 341). 권력을 강화하고 억압을 속화하는 공식화된 ‘기

관’으로서 아카이브에 한 비판은, 기관 외부에서 아래로부터 자생하는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일반적으로 기록화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 컬렉션

에 한 구성원 자치와 자율의 공동 통제권을 유지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기록관리의 모든 과

정, 즉 정책, 평가, 조직 및 분류체계를 개발하는데 일원이 되는 것이

다. 이의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구상에는 필연적으로 지역주민, 생태활

동가, 생명 연구자, 기록 전문가가 공조해 지구생태 재앙의 기록화 작

업을 모색하려는 일종의 재난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플랫폼이 유효

하다. 특정의 환경 생태 문제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협업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 숨 쉬는 아카

이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 문제 발생 시에 지역

주민과 지역 생태활동가들의 민간 암묵지를 강조하면서 적정한 반-엘

리트주의적 전략을 취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록 과정의 위계

적인 거버넌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생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행

위 주체들의 상호 개방적 논의와 참여를 독려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적 

접근은, 직접적으로 인류세의 반(反)생명 현실에 항하는 생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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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위해 중요한 기록 원칙이 될 수 있다. 즉 인류세 위기는 곧 지

역 생태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주로 지역 공동체적 반응을 요구하기에, 

이를 위해 기록학 연구의 공동체 아카이브적 접근 방식은 생태 기록 실

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다(Flinn, 2007, 153; Stevens, 

Flinn, and Shepherd, 2010, 60). 또한 공동체 아카이브적 접근은 기존의 

기록관리 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계적인 관계망을 거부하고 다양한 공

동체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기록의 원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이던 지역 생태 주체 집단에 비인간 생명들의 지위를 

좀 더 평등주의 관점에 입각해 포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고 본다. 

마지막으로, 생태 리빙 아카이브 프레임의 확장을 위해 거론되어야 

할 기록학 기초 개념으로 ‘정서의 아카이브(archive of feelings)’를 들 수 

있다. 모더니즘적 기록 정의에 따르면, 문서화된 텍스트가 살아있는 역

사, 즉 신체적 기록(bodily records)보다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개별 신체와 기억 그 자체가 소외된 공동체의 이

야기를 위한 저장소로 인식되면서 기록학 연구는 좀 더 ‘정서의 아카이

브’에 한 주목을 하게 됐다. ‘정서의 아카이브’는 기록화에 있어 여

럿이 공유하는 복잡다기한 감정선을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몇몇 기록학 연구자들은 아카이브 내에서 정동, 감정, 정서, 느

낌 등이 기록관리에 다원주의를 수용하도록 돕고,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위한 여백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정동

(affection)’2)의 수용이 이른바 ‘감정적 정의(emotional justice)’를 강화하

는 수단으로 보면서 아카이브와 정동이론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경향

 2) 여기서 정동이라는 개념은 정서로 주로 번역된다. 하지만 비인간 연구자들 사이에

서 정동은 주로 자연 혹은 비인간 행위자에 해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 즉 마주침의 순간에 느껴지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준수 2019,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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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Caswell, Michelle and Marika Cifor, 2016; Lee, J. A., 2016; 

Cifor, M. and Gilliland, A. J., 2016). ‘정서의 아카이브’적 접근은 궁극적

으로 급진적 ‘공감’과 ‘돌봄’의 윤리를 통해 그동안 기록관리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되어온 다양한 주체들을 드러내고 이들을 기록화의 일부

로 끌어와 감정적 유  및 관계성을 구축하는 작업이다(Caswell, Michelle 

and Marika Cifor, 2016, 23-43). 이는 우리가 이전에 무관심했던 사회적 

타자에 한 정서적 공감과 이에 기반한 아카이브 결정을 이끌도록 고

무한다. 정서의 아카이브를 생태주의적으로 확장하면, 이른바 생명 절

멸에 처한 동물 등 ‘생태 난민’ 생명 종에 한 공감의 정서와 인류세 

내러티브에 한 정동적 균형추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긴다. 

정서의 기록은 기록관리에 있어 지금껏 강조해온 의미에 한 해석

을 넘어, 느낌이나 감각을 통해 전해지는 뭇 생명과 교감하는 인간 ‘정

동’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거 한 서사가 아니라 상과 맺고 있는 (비

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다양한 생명 종들과의 감각적 인지에 주목하면

서, 특히 시각 중심의 인간 감각을 넘어 신체 전체를 통해 경험된 감각

을 동원해 기록 재현과정 속에서 삭제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기록 위험

을 최소화한다. 이렇듯 정서 기록은 기록 객체의 속성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방법론적 시도로 볼 수 있다(김준수, 2019, 82-83). 

지금껏 아카이브는 종종 특정 가치 지양의 기록 보관소로 여겨지고 

이러한 중립성의 표명은 덜 객관적인 입장과 정동 반응을 언급하는 기

록에 해 깊은 불신을 표명하는 경향이 컸다. 그럴수록 아카이브 보관

에서의 규범, 불평등, 권력 특권에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서 아

카이빙 접근은 아카이브가 지배 권력의 공간이자 기관으로 간주되고, 

부정과 불평등을 생산·재생산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면서 기록관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 매트릭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가령, 개인적 디지털 아카이브의 감정적 측면에 

한 연구, 동성애 아카이브의 친 감 포착에 한 연구, 또는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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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건 생존자들의 기록화를 위한 고통과 슬픔의 포용에 한 연구 등

에 있어서 감정적·정동적 요소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는 이전의 기록관리 관행과는 다른 정동 기록화의 차별화된 특성을 필요

로 한다. 즉 공감과 돌봄의 윤리에 입각한 기록학적 접근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껏 아키비스트들이 추구한 법적·도덕적 의무보다는 

사회적 타자와의 직접적 공감에 관여할 정서적 책임과 교감을 강조한다. 

특히, 인류세 위기 국면 정서의 아카이브는 이제까지 우리가 소홀히 하

고 외면했던 비인간(non-human)과 범 생명에 한 정동 기록화에 일정 

부분 단서를 주고, 그동안 주로 이뤄졌던 인간중심주의적인 기록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생태 아카이브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생태 ‘리빙’ 아카이브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기록 이론적 특징들, 즉 ‘탈보관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정서의 아카이

브’는 인류세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기록의 또 다른 

생명 주체들에 한 고려, 그들 생명 위기를 기록할 지역 공동체적 역

할, 그리고, 이들 뭇 생명에 한 인간과의 정서적 교감과 생태 이해라

는 확장된 개념 틀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 생태 기록학적 장점들을 

통해 우리는 기록관리에 있어 생태주의적 전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꾀

할 일종의 인식론적 가교들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2) 생태 ‘리빙’ 아카이브 구축 예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기록 사례

앞서 살펴봤던 생태 기록학적 개념들에 기초해, 이 장에서는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 구제역 동물

감염병이라는 국내 환경재난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000년 부터 국내에서 급격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구제역 

동물 전염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비극적 환경재난이기도 하지만, 우

리 재난 상황의 반복적 현장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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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까지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재앙 이후 거의 

매년 구제역이 발생해 왔다3). 2019년에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40만 마리에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 혹은 생매장될 정도로, 구제역은 지

구 생태위기의 양상이자 지역적 환경재난을 보여주는 표적 사례로 

기록된다. 구제역 문제는 다른 생명 종들에 한 종 차별주의, 동식물 

학 , 생명 실험 및 재생산 기술 사유화, 생명 종의 기업 농장형 수탈 

체제 등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다. 이에는 인간 외의 것을 열등의 생명

체나 사물로 보고 범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인간의 것으로만 여겼던 ‘인

간중심주의’의 오만이 도사린다. 일종의 시론적 사례 분석이 되는 이 

장에서는, 지구생태 교란의 피해자이자 약자가 애초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비인간 종의 고통과도 맞물려 있음을 바로 구제역 감염병 

사례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그 가운데 살처분 매몰지의 기록 현

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생태주의적 기록의 관점에서 환경재

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문제 틀에서 다룰 수 있는지

를 살핀다. 본 연구는 이의 안적 시도로 구제역 관련 민간 기록화의 

사례를 통해 이를 예시하고자 한다. 

2011년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한 기록 현황을 보자. 공공 기록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략적인 통계수치를 제공하는 수준인지라 동물 살처분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부

산, 구, 광주, 경기 등 13개의 광역단위 수준에서 매몰지 숫자만을 공

개했고, 동물감염병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경우에

는 이상하게도 직접적인 매몰지 현황 정보가 아닌 구제역 (발생) 신고

 3)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은 2000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발생 사례

가 있지만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2년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 잠잠했던 구제역은 2010년에 다시 발생했는데, 그해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발생했다. 당시 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5,965마리, 4월 발생으로 

악 5만 마리, 11월에는 345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문선희 201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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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현황을 공개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1). 이는 구제역 

신고 일시를 포함해서 발생 장소(리 단위까지 공개), 축종, 규모(두수), 

검사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포함했다. 농림부는 ‘부분공

개’의 사유에 한 근거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정보공개법 9조의 1항 3호를 적시하

면서, 사유지 침해 우려가 있어 일반인은 물론 언론에도 매몰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가축 매몰

지 현황이 농림부 소관이라 관련 정보가 없어 농림부로 정보공개청구

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정황을 추측컨 , 시민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살처분 매몰지에 한 기록이라 해봐야 광역단위 수준에서의 매

몰지 수와 구제역 신고지 현황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정부의 

구제역 매몰지 정보공개 불가 방침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시민사회 쪽 주장은 무엇보다 매몰된 엄청난 동물 사체

가 부패해 그 침출수로 인근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매몰지 

위치를 공개해 매몰지 환경에 한 제 로 된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매몰지 현황에 한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를 인정하면

서, 같은 해 2월 말 매몰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책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중앙재난안전 책본부, 2011).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행안

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가축 매몰지 정보를 통합·연

계해서 매몰지 위치, 가축 종류, 두수 등 매몰 당시의 관련 정보(매몰지 

내역)뿐만 아니라 침출수 응조치를 포함해서 매몰 이후에 발생하거

나 조치한 사항(환경실태 내역)에 해서도 모든 정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가축 매몰지의 정확한 주소 등 시민이 알고자 

하는 핵심정보에 해선 비공개 원칙으로 일관했다. 현재 농림부에서 

공개하는 구제역 매몰지 현황에 한 기록은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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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제역 발생 신고지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 수준에서는 정

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몰지 주소를 포함해서 축종, 매몰 두수, 매몰 

일자, 매몰방식 등 매몰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아래 <표 1>은 한 지

자체의 가축 매몰지 현황에 한 예시이다. 

<표 1> 지자체 가축 매몰지 현황 예시(광주광역시, 2017년 12월 말 기준)4)

구분
매몰지 내역 농가내역

소멸시기시도 시군 나머지 주소
(지번) 축종 매몰두수 매몰일자 매몰방식 발생

사유 발생일 검사
결과 주소

1 광주 서구 벽진길30
(벽진동413)

오리, 
오리알 101,135 15.5.26 FRP AI 15.5.26 음성 좌동 소멸처리

(12.7)
2 광주 광산구 신창동 

1095-12 오리 10,298 15.9.23 호기성호열 AI 15.9.22 양성 좌동 소멸처리
(9.16)

3 광주 서구 용두동 
산27-1

닭, 
오리 74수 15.11.28 호기성호열 AI 15.11.27 항체

양성 좌동 소멸처리
(2.8)

<표 1>을 보면 지자체들이 공개하는 매몰지 현황은 중앙 정부에 비

해 상 적으로 구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역시 매몰지 주

소는 지번(광주시의 경우)이나 면·리(세종시) 또는 군·구(인천시) 단

위까지만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

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매몰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한 민간에서의 기록화 작

업은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접근과 관련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가령, 초기 정부의 공식 실태조사기록의 은폐 의혹으로 인해 2010년~ 

2011년도의 량 살처분 이후 네티즌들이 직접 나서서 온라인 구글 지

도 플랫폼을 활용 제작한 ‘구제역 매몰지 지도’는 한마디로 누리꾼 ‘협

업’ 프로젝트로 이뤄졌다. 전국 구제역 살처분 현황을 누구나 등록해 

올리고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 문서로 만들어 띄웠고, 해당 지역

을 구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현재

 4) http://media.gwangju.go.kr:8080/view/1b983a2238106dcab54f8f9c5c6bd5e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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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전국에 걸쳐 209개 매몰지에 한 기초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100여 개가 지도에 표시되고 있다. 구글 지도로 제작된 기초데이

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몰지 주소의 경우 초기에는 농장 이름까지도 

제공하는 상세주소도 보이지만, 지금은 부분 리 단위까지 주소를 공

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언론 보도, 그리고 매몰지 주변 지

역주민이 직접 매몰지를 방문·확인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주소를 올리

는 경우 등도 있었다. 한마디로 구제역 현실에 한 정부의 안이한 

처를 참다못한 전국 단위 구제역 발생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자리에서 매몰지 현황을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면서 상호 

‘실천’적이고 ‘공동체주의’적 생태 실천을 행한 셈이다. 이는 어찌 보면 

탈보관주의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충실한 아래로부터의 생태 기록화 작

업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 매몰지 지도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문제

는, 지역주민들의 기록이 정확한 검수 과정을 거친 숫자 파악이라기 보

단 눈 중의 불명확한 정보에 근거한 현장 파악인 경우가 많고, 궁극적

으로 전체 온라인 기록의 업데이트 등 이를 책임질 주체가 없거나 데이

터 관리의 연속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표 2> 누리꾼들의 ‘구제역 매몰지 지도’5)와 ‘구제역 매몰지 기초데이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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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매몰 이후 환경 향과 관련된 기록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의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환경부 2017)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실태 기록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전공개된 지자체의 환경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부분 “침출수 

발생 없음” 또는 주변의 수질 조사 등 최소한의 환경정보만을 간략히 

담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실지 매립지 주변 토양의 오염도나 악취 

등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비용분석이 제 로 기록되고 있지 않다. 

가령, FRP7) 등 플라스틱 폐 용기를 사용하여 매몰 처리한 경우, 아직 

그 안전성을 완전히 검증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조사가 생략 

가능하여 매몰지에 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 로 되고 있지 않다. 게다

가 매몰 3년 후에는 환경 모니터링이 완전 소멸 처리되어, 이후 매몰지

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한 이력 정보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가축 매몰지에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7년이 지난 매몰지에서도 

침출수가 계속 스며 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한국환경공단, 2011; 

문선희, 2019, 80에서 재인용). 2011년 구제역에 살처분된 돼지가 침출

수, 악취 등으로 2차 환경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를

테면, 안성·이천 등에서는 침출수 문제로 인해, 전남 해남 지역은 주

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 원주시의 경우를 보자. 구제역

이 발생하자 해당 농가와 인근 농가의 돼지 1,500마리를 살처분, 인근 

국유지에 매몰 처리했다. 하지만, 매몰지역 인근 주민들은 매몰지가 거

주지역보다 고지 에 있는 데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와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주시

 5) http://bit.ly/gDgG1j

 6) http://bit.ly/hqOyQ2

 7) FRP는 살처분 가축 매몰에 사용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탱크

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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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3년이 지나면 통상 매몰지 관리가 

해제되어 해당 토지가 농경지로 재사용8)되면서 토지 오염에 의한 농작

물의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산 채로 집단적으로 묻혔던 동물

의 사체가 흙 위로 방치되고 매몰지 침출수도 계속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들이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환경실

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매몰지 조성에 따른 2차 환경오염문제를 은폐

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흔하다. 이에 사회적으로 2차 피해에 한 우려

가 커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은 ‘매몰지 내역’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실태 내역’에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한다. 생태주의적 기록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듯 살처분이라는 인

간 활동의 ‘행위성’과 그것의 최소 수준의 설명책임성 제공에만 기록의 

목적을 두고 있어, 살처분과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된 생명 가축 종들, 즉 

자연환경과 동물(의 관계성)에 한 기록은 현재 오로지 통계수치로만 

남는다. 자연환경은 단지 침출수 유무와 수질 검사상의 수치만으로 기

록되며, 가축들은 농장주에게 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로 통계 수치(매몰 

두수 등)로만 기록 속에 존재한다. 

형식화된 매몰지 기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한 시각 미술 작가의 시

선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작가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서의 생태 변화를 2년 이상 추적하고 이를 기록해, 일종의 그

만의 민간 기록화 작업을 수행했다. 문선희 작가는 이를 묶어 묻다
사진 에세이집(2019)을 냈는데, 이 시각 생태 보고서는 본 연구 주제인 

생태 ‘리빙’ 아카이브적 접근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실지 

문 작가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처법, 살처분 방식에 한 생명주의

적 관점에서 그만의 생동하는 정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흥미롭게도 가

축들의 집단 죽임 이후의 환경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그만의 독특한 작

 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4조는 가축 사체를 묻은 토지는 3년간 발굴(사용)을 제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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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감수성을 갖고 생태 기록을 시각화해 남겼다. 그녀는 2년 동안 매

몰지 일 백여 곳을 찾아다니며 전국 농가를 생지옥으로 만든 ‘구제역’이 

남긴 씻기 힘든 트라우마들을 겪는 다양한 생명 행위자들을 소환해서 

기록했다. 지금껏 기록의 상이 아니었던 땅속 깊숙이 봉인되었던 동

물과 땅의 고통을 사진 기록으로 채집해 기록했다. 농가에서 자식처럼 

키운 가축들을 한꺼번에 강제로 ‘처분’해야 했던 농장주, 살처분 현장으

로 내몰려 도살을 집행했던 공무원, 이에 함께 이끌려 작업했던 가난한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의 트라우마까지도 소환해냈다. 

작가는 매몰지를 여러 번 방문할 때마다 변화된 그 모습과 매몰지에

서 풍겼던 냄새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 즉 정동을 오롯이 사진과 

이야기로 담아 풀어냈다. 매몰지를 덮고 있는 곰팡이들,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땅, 그 틈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동물의 체취, 무엇보다도 매몰

지를 밟았을 때 ‘물컹물컹한’ 땅(문선희, 2019, 59-61) 등에 한 작가의 

기록들은 가축 살처분 매몰로 고통받는 비인간 존재들에 한 질감과 

느낌을 그 로 소환하는 힘을 지녔다. 더 나아가 매몰지 촬 을 하면서 

품었던 살처분 방식에 한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사진

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살처분이 남긴 

상처와 치유를 전달한다. 그는 “참혹하게 죽어간 동물들, 신음하는 

지, 그 땅에 깃들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상처 주고 동시에 상

처 입은 우리들의 ‘인간성’” 치유를 위한 일종의 제의로 사진전을 함께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문선희, 2019, 149). 결국 생명에 한 배려가 없

는 살처분 국가 정책에 한 그의 작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성찰적 감각

은 기록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정동적 관계에 기초한 기록의 윤리적 책

임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지 그의 작업은 단순히 감성적 호소에 

기댄 기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축 전염병과 살처분 방식에 한 과학

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정부에서 발간하

는 구제역 백서를 비롯해서 농림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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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역학조사위원회의 분석보고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들을 참조하

고 있어 조사기록의 가치까지도 함께 지니고 있다. 

종합해 보면, 누리꾼들의 구제역 관련 기록의 자발적 수집과 온라인 

공개, 그리고 한 작가의 정동적 시선으로 기록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에 한 민간기록 사례는, 생태위기에 응하는 제도적 기록 관행에 

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생태 기록의 구성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아카이브’의 생성주의적 기록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준다

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 재난 기록의 주체인 정부뿐만 아

니라, 시민(지역주민, 시민활동가, 현장르뽀작가, 예술 작가 등), 전문

가·학자(감염사회학자, 전염병 연구자, 생물학자, 방역 전문가) 등이 

생태 기록의 협력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공동체 아카이브의 생태주의적 플랫폼 구성에 있어서 누가 주체로 참

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중

요한 점은 이들 민간 생태 기록들은 이제까지 공식 기록들이 등한시했

던, 매몰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 매몰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궁극적으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와 구제역 살처분

에 효과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사실상 이는 매몰지에 

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뿐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보관주의’ 문제점

을 반박하며, 생태 문제의 적극적 실천 주체로서 지역 시민들의 협력적 

‘공동체 아카이브’ 구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동물 량 

살처분 이후 죽임을 당한 동물과 이들이 깊숙이 봉인된 지의 신음에 

한 작가의 감성적 기록은 ‘정서의 아카이브’ 논의와 접히 관련된다. 

상호 감정적 유 를 통한 공감과 정서의 기록이 다른 객체의 경험에 어

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비인간 존재에 한 기록화와 

관련해서 종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정

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함께 연결된 존재로서 생명의 그물망을 통해 

좀 더 비인간 존재의 비극에 다가서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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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 역할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생명들이 강제로 파묻힌 땅

에 한 목격자이자 증언자이자 땅의 변화를 ‘감정적 정의’에 입각해서 

기록한 기록자로서 ‘생태주의적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민간 생태 기록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비록 민간 생태 기록이 비체계적이고 아마추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금껏 살처분 매몰지에 한 우리의 기억방식이 가지는 인간 중심적

이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만들면서 오히려 아

키비스트를 새로운 생태주의적 액티비스트로서 재규정하고 있다는 점

을 주목해야 한다. 

5. 나오는 글

코로나19 여파로 인간의 문제로 다들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도, 계

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천만 마리

의 돼지,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한 신문 기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닭 

사체들을 분쇄기에 넣고 있는 살처분 작업자들의 사진과 함께, 인간이 

아니라고 이유로 수많은 생명을 ‘쓸어버리는’ 방역이 과연 옳은지에 

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경향신문> 2021. 01. 31.). 이렇듯 구제역

과 AI가 발생할 때마다 행해지는 살처분에 한 문제 제기는 비단 이번

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우리 정부가 살처분을 구제역 박멸을 위한 

기본 모델로 채택한 이래, 동물 단체를 비롯해서 환경주의자들은 살처

분 정책 어디에도 생명에 한 배려나 비인간 생명의 존중이나 타 생명

에 한 감수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인류세 위기로 배태된 생명 도살의 현장에 해, 기록학계는 이제 자

연과 생명에 한 기록자의 윤리적 책임을 되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살처분 행위만이 반생명주의적이라 볼 수 없고, 그 살처분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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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공 기록관행이 죽어가는 자연과 생명에 한 비윤리에 기초

해 있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캔디스 로웬(Candace Loewen)은 이미 20년 

전에 “우리는 인간의 활동과 제도들을 문서화하는 데 있어 너무 ‘인간

중심적’이었다”고 지적했다(Loewen, 1991, 90-91). 로웬의 아카이브에 

한 비판은 기록학의 ‘인간중심주의’에 한 뼈아픈 언급이다. 로웬이 지

적한 ‘인간예외(중심)주의’를 과장됐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 연구는 다

시 한번 근  기록관리의 관행을 뒤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생태주의에 입각한 ‘리빙’ 아카이브는 인간을 생태계의 특권자로 간

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기록관리에 있어 결국 인간이 주된 행위 주

체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인간 아닌 동식물이나 기계가 기

록을 직접 남길 수는 없다. 비인간 생명에 한 주목은 결국 기록을 보

다 생명주의적 방식으로 사유하고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외침이다. 개

별 기록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나 도구적 가치(예를 들면, 증거적 

가치 등) 너머 생태 공생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모색이다. 이를 

통해 우린 전통적 인간 사회 생태뿐만 아니라 생명들이 토 를 둔 자연 

생태와의 민주적 관계성 속에서 기록을 확장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봤던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의 사례는, 결국 정부 역

에서 진행되는 현행 구제역 관련 기록화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동

시에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구제역 민간 기록화 방식의 생명

주의적 장점을 통합하려는, 일종의 ‘생태 아카이브’ 구성의 방법을 제안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록 거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환경 재난 기록에서 크게 

간과했던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 종의 역사 내러티브에 한 새로

운 다층적이고 생태 관계망적 현실에 한 기록 의무와 생태주의적 기

록의 관점을 제안하고자 했다. 우리 지구의 ‘심층시간(deep time, 지질

학적 시간)’의 견지에서, 적어도 근  아카이브 권력을 통해 타자들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방식에 한 비판적 제고만큼이나 이제 동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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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비인간 생명을 어떻게 기록의 역으로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생태 현실 개입을 위한 기록 실천적 함의

를 던진다고 본다. 이는 동시  기록학이 인류세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

을 할 수 있을까에 한 위상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생태 ‘리빙’ 아카

이브는 인류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환경 실천적 방법론적 구

상으로 볼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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