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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탠딩락 수우족 보호구역(Standing Rock Sioux Re        

              -servation)이 관련된 최근의 한 데모가 공도용지

              및  인프라 업계가 공동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4개 주를 가로질러 1,170

마일 에 걸쳐 설치되기로 제안되었고 이미 진행중인 38억달러 

규모의 다코다 액세스 파이프 라인(DAPL) 계획은 2016년 9월9

일 건설 이 중단되었고 연방정부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치는 허가기관인 미국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

-ers)이 이미 프로젝트 착수 허가서를 발부한 이후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조치가 되었다.

스 상세한 스토리

부족 연구자가 미주리강 연안의 사유지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가 

파괴한 매장 및 문화 유적을 발견한 후 스탠딩락 수우족이 프로 

젝트를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한 연방 판사가 기각했다. 

하지만 수시간 후, 미국 법무부, 군방부, 내무부가 해당 건설 부 

분을 중단시키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현상 부근의 부족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꾸기를 요구했다.



DAPL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사상 최대의 원주민이 스탠딩락 

수우족의 프로 젝트 항의를 지원하여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인디언 

보호구역은 미국 내륙에서 6번째로 큰 

보호구역으로서 인구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조되는 사건

규제당국과 파이프라인 회사에 의해 

이런 대결이 초래되면서 최소한 4차례 

실수를 저질렀다. 첫번째는 연방정부가 

작은 프로 젝트를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고자 문제 가 있는 인허가 과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군공병단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한 소위 전국 인허가(Nation 

Wide Permits) 과정을 사 용했다. 

이것은 완전한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고대 성지의 

중요성 같은 이슈가 전혀 협의되지도 

않았 고 완화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과정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관련자 에게 폐해가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의미있는 방식으로 통로 

프로젝트를 변화 시키게 되는 움직임을 

야기했다.

두번째 실수는 파이프라인 루트를 노스 

다 코타 비스크마그크 북쪽의

사유지에서 스탠딩록 인디언 보호구역의

외곽을 둘러 가도록 이동시킨 것이다.

이런 변경은 항의 데모를 야기했으며,

이런 항의 데모의 대부 분은 파이프라인

+C19가 파열되면 부족의 식수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따른 것 이다.

제안된 시공 루트는 인디언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마일 내에 있어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 유적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고대인들의 매장지를

포함 하여 종교 문화 유적지가

파이프라인 루트 를 따라 위치하고 있다.

세번째 실수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지도에서 스탠딩락 수우족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부족의 사유지나 부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모든 카운티가 지도에 

표시되었지만, 이 인디언 보호구역은 

제외되었다. 수우족에게 이 지도는 

그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특히 

그들의 존재가 국가 기관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미국 원주민들이 

대대적으로 결집하면서 바뀌었다. 이제 

이들은 눈에 보이며 행동하고 있다.

최후의 결정타

이 모든 실수는 DAPL이 네번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협상을 통해 해결하면서

문제를 지역적인 수준에 한정시킬 수도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DAPL은

스탠딩락 수우족이 법원 문서에서

특별히 민감한 문화 지역이라고 밝힌

지역에서 정지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많은 항의자와 국제

미디어가 참여한 상황에서 수행되었다.

더욱이, 이 회사는 항의자들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원과 

경비견을 배치했다. 수우족 데모 군중과 

지지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개를 사용한 

것은 1960년대 셀마(Selma) 항의데모를 

상기시켰다. 이 단 하나의 조치가 이 

문제를 전국으로 확산시켰으며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서 200개 이상의 

부족이 미국 북부로부터 지원을 위해 

결집했다. 현지 토지 소유자와 

환경운동가들이 항의 데모 지원을 위해 

참여했으며 전세계에서 온 2,000개의 

원주민+C22 그룹이 수우족과 

단결하였다.

미국 공병단이 미국 법무부 내무부와 

협력하여 이 파이프라인의 특정 부분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미국환경정책법(NEPA)과 정책 결정 

과정을 시의 적절하게 심사하여 부족의 

이익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정부 

기관들은 기존 법적 구조를 검토하고 

연방 정부가 부족의 의견이 인프라 관련 

검토와 결정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 가을에 부족 대표들과의 

정부간 회담을 요구했다. 결함이 

발견되면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부족의 토지, 자원, 조약상의 

권리의 보호가 도모될 것이다.

스탠딩락 수우족의 추장 데이비드 아르샴보 2세(David Archambault II)는 "우리는 평화로운 데모를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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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중요성의 영향

제안된 파이프라인은 인디언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가깝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 영토에서 

조약상의 권리에 따라 고대 성지를 

지나가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족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이런 

프로젝트가 보호구역의 경계 외부에 

있을 때). 미주리강과 이 강에 대한 

부족의 믿음, 특정 성지, 매장지, 다른 

특수 장소에 대한 부족의 애착에 대한 

문화적 중요성이 사태의 급선회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법적 정당성을 가진 두개의 개념이 현재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이런 영향력을 제공했다. 그 

두개의 개념은 바로 전통 문화 

재산(Traditional Cultural Properties)과 

문화적 애착(Cultural Attachment)이다. 

국가 사적지에 해당하는 전통문화 

재산에 미치는 프로젝트의 영향은 1966

년의 미국 문화재 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의 

섹션 106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섹션 

106에 따르면 연방기관이 전통 문화 

재산을 포함한 사적지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국립 공원관리청(U.S. National 

Park Service)은 전통문화재산을 

공동체의 문화실천, 전통, 믿음, 

생활양식, 예술, 공예, 사회 제도와의 

관련성 때문에 중요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통문화재산은 

공동체의 역사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규정, 해석, 

판례법에 따라 섹션 106에서는 사적지에 

대한 영향 검토, 전통 그룹과 연방 기관 

간에 합의 각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화방법을 요구한다. 

문화재 보전을 위한 자문 위원회 산하 

문화재 보호실의 국장이었던 톰 킹(Tom 

King)은 지금 컨설턴트로서 일하고 

있으며, 인디언 부족과는 50년 이상 함께 

일했다. 그는 섹션 106이 인디언 부족이 

연방 정부의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합의각서는 정부 기관이 문제 

완화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탠딩락 수우족은 DAPL과의 소송에서 

미국문화재보존법을 이용했다. 

토지와의 관계

문화적 애착이라는 개념 또한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법률인 

미국환경정책법(NEPA)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문화적 믿음은 인간을 토지, 물리적 

장소, 친족 패턴과 묶어주는 전통, 태도, 

방식, 스토리의 모음에 미치는 시간 

누적적 영향으로 정의된다. 당사 JKA 

그룹이 1995년 처음 문화적 애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American Energy 

Power의 송전선 건설 제안서를 거절한 

미국 산림청이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 송전선은 

17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웨스트 

버지니아 및 버지니아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정착지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사유지를 지나갈 예정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전력 회사가 편리한 직선 경로를 

포기한 이유는 높은 이 지역의 문화적 

애착 때문이었다.

6년후, 전력 회사는 마침내 보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 애착이 

높은 지역을 회피한 대체 루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제 2016년 문화적 

뿌리를 가진 지역 주민들은 이 개념을 

이용하여 미국 산림청과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운틴 밸리 

파이프라인 제안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아팔라치아 지역 위원회가 공식 

지정하는 아팔라치아 문화 지역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은 높은 수준의 문화적 

애착이 이 지역의 다양한 부분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NEPA 내에서 전례가 된 American 

Energy Power 프로젝트 결정 이후, 

문화적 애착은 미국내 다른 곳과 

전세계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지질 연구소(U.S. Geological Survey)는 

하와이 해변 침식 문제를 다루기 위해 

문화적 애착의 중요성을 인용했다. 

하와이에 있는 정부의 4번째 부서이며 

원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하와이 업무 

사무소(Office of Hawaii Affairs)는 

문화적 애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오아후와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대한 

개발 제안서를 평가했다. 프랑스와 

호주도 이 개념을 이용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DAPL은 경호원과 경비견을 배치하여 항의자들과 대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전국적인
수준으로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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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표준

항의 데모, 문화적 애착 문제와 함께 

키스톤 XL(Keystone KL)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표준으로 우리는 

이끈 2가지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프로젝트 개시부터 공식 항의 

움직임의 결집까지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키스톤 XL의 경우 

심각한 차질을 야기하는 단계까지 

가는데에 4년이 걸린 반면 스탠딩락 

수우족의 항의와 관련된 결집은 

미국공병단이 승인서를 발부한 즉시 

이루어졌다. 이 움직임은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만에 발생했다. 

프로젝트 반대에 대한 이런 빠른 

움직임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활발히 토론해야 할 주제이다.

둘째, 키스톤 XL과 DAPL은 더 넓은 

규모의 항의를 의미하며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계층에 걸쳐 논쟁과 

행동을 낳는 인프라 이슈의 국내화를 

야기한다. 키스톤 XL은 이제 전국적 

규모로 모든 파이프라인과 전력 

통로를 반대하는 조직적 그룹을 

생성시켰다. 일부 그룹은 미국내 

프로젝트에 반대하도록 항의자들을 

훈련시켜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강도와 

더 넓은 미디어 커버리지를 야기하고 

있다. 

현실은 이슈가 국내화되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많은 기회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론이 

뜨거운 정치 이슈화되는 경향도 있어 

상황을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회사가 최대 영향을 갖고 있을 

경우)가 빠르고 돌이킬수 없이 

사라진다. 더욱이 프로젝트가 대중의 

관심을 받을 경우 관련자들은 힘있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여 상황이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새로운 움직임의 탄생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직접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하고 되고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협력의 유무를 떠나 이런 잠재적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지배력을 

원하면서 광범위하게 힘의 교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기업측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토지 

이용 방식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결집하고 행동을 취하는 방식과 

이유에 대해 계속 부정하고 있다. 

당사는 Right of Way 잡지의 9월/10

월호에서 "지리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소개했으며 계속 이 중요한 이슈를 

최고 관심사로 다룰 예정이다.

대다수의 부족들이 과거 정부 및 많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은 사실 긴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DAPL

이 대결적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행위는 300개의

부족이 결집하여 오랫동안 억눌린

좌절을 해소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새로운 움직임이

탄생했다.

범인디언 동맹이 확산되어 부족이나 

지역적 친목에 관계 없이 다양한 

아메리카 인디언 그룹들 간의 결속이 

촉진되었다. 비공식 공동체 레벨에서 

시작하여 비폭력 운동으로 

발전했으며, 부족들은 통로 및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 서로 도와주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

대체 접근 방식

다른 접근 방식이 사용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전통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었더라면 스탠딩락 수우족의 

주권을 인정하는 미국문화재보존법에 

따라 부족 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호지역 밖의 성지, 

전통문화재산, 선조의 토지, 문화적 

애착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협상은 부족에게 과거 

프로젝트의 해결하지 못한 이슈를 

포함하여 과거 이슈을 해결할 기회도 

주었을 것이다. 이런 협상은 행동 

방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최소한 개발에 대한 회의를 가졌을 

것이고 공병단이 부여한 허가의 법적 

정당성은 논쟁을 덜 겪었을 것이다.

스탠딩락 수우족의 추장은 이 파이프라인이 이 부족의 주된 식수원이자 관개수인 미주리강을 위협하고
매장지와 성지를 영원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적인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공식 통보와 다름 없다. 문화적 애착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이 이 개혁의 큰 

부분이 될 것이다. 

성공의 새로운 지표

어떤 측면으로는 스탠딩락 수우족 

사태는 1963년 시민권 운동 당시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홀에서 마틴 

루터 킹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25만명의 

지지자에게 행할 때 그가 취한 

행동처럼 중요해질 수도 있다. 

회사의 본능은 공식적인 정치 시스템 

내에서 조직을 구성하여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전에 통용되었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경호원과 경비견 

같은 경비력 같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대결하는 것은 양쪽이 모두 

지는 게임이다. 이제 항의 데모가 

의식적으로 평화적으로 계획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한 회사의 성공은 프로젝트를 

승인받고 완공하는 능력으로 

측정되었지만, 지금은 파라다임이 

지리적 민주주의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그들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 회사의 새로운 성공 

지표는회사가 해당 공동체 내에서 

구축하고 유지하는 선의에 의해 

측정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했으면 DAPL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알려졌을 것이다. 바로 올해 

연방 관리들은 몬타나 북서부의 오일 

및 개스 리스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미국 및 캐나다의 블랙피트 부족이 

프로젝트 현장이 보호구역 밖에 

있더라고 그들의 성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공병단이 워싱턴주를 위해 

제안된 7억달러 규모의 석탄 수출 

터미널 계획을 거부했다. 

규제당국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업권을 

보호하는 룸미(Lummi) 부족의 조약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DAPL이 사전에 이 부족과 

협의했더라면, 해결책을 강구했거나 

파이프라인 통로를 이동해야 했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되었을 것이다. 

수우족의 상황에 대한 전체 범위와 그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밝혀진 내용을 볼 때,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방식의 측면에서 

회사들, 정부, 부족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부족의 참여를 고려하는 

범인디언 동맹이 확산되어 부족이나 지역적 친목에 관계 없이 다양한 아메리카 인디언 그룹들 간의 결속이 촉진
되었다. 선조의 땅에 생긴 한 새로운 마을의 인구는 4,00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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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켄트는 30년 이상 기업, 공동체, 정부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일했으며, 현재 JKA 그룹의 회장이며 

" IRWA Course 225, Social Ecology: Listening to

Community"의 공동 개발자이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jkagroup.com.

케빈 프리스터는 "Center for Social Ecology and

Public Policy"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인류학자이자 강사로 25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

" IRWA Course 225, Social Ecology: Listening to

Community"의 공동 개발자이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 csepp.org, 이메일은 kpreister@jka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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