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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환경교육에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야기하는 기후변화교육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생태공포증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며 참여와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사례에 대한 발견적 탐

색이다. 이 연구의 사례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지역운동단체인 관악주

민연대에 속해 있으면서 절전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소모임인 ‘꿈마

을에코바람’이다. 이 사례 연구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는 이 모임

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탐색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이 각자 

어떤 동기로 시작하고 참여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변화

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학습이 일어났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자는 소모임에 구성원의 한 명으로 가입하여 적극적 참여관찰

을 위주로 하여 문헌조사와 면담을 병행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했다.  

관악주민연대는 관악구의 재개발과 빈민운동을 계기로 1995년에 설립

된 단체로서 꿈마을에코바람 형성 이전에도 재활용운동을 해 왔는데, 꿈

마을에코바람이 만들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에너지 환경 관련 활동을 하

게 된다. 꿈마을에코바람이라는 소모임은 2013년부터 시작하였고, 2015

년부터는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이 

터하고 있는 관악구 지역은 에너지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지만, 에너지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여기

에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이 모임의 

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기후변화와 탈핵이지만, 구성원

들 각자의 참여 동기는 다양했다. 리더에게는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절전소 운동의 의미가 컸으며,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과 지인의 권유였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에너지 강좌의 영향, 재미, 환경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었다. 첫 번째 장애

요인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지역에서의 절전소 운동이 확장되

기 어렵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소모임 구성원 내부적으로도 경제

적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의 중단이 있었다. 두 번째 장애요인은 구성원

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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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변화시켰

고, 의식의 측면에서는 자신감과 적극성, 자발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리

더와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와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이루어내며 집

단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실천을 사회적인 의미로

까지 확장하는 구성원도 생겨났다. 

이 모임의 형성과 변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운동의 관점과 학습의 측면

에서 각각 논의 지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 모임은 에너지전환운동에서 

일종의 전략적 틈새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신뢰와 상호존

중,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전 설정과 관련해

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에너지 전환운동을 주도하는 주

체인 에너지시민성과 생태시민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구성원 각

자는 이러한 시민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이 시민성을 함양하기 시작하는 

초기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때는 생

태시민들의 활동 양상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이것은 집단의 관점에서 시

민성을 해석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이 모임의 형성

과정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

습에 있어서 집단적 정체성의 구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 모임을 학습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임의 구성원들에게서는 기

후변화 교육에 따른 생태공포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SNS를 통한 

정보와 태도의 습득 등 무형식 학습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학습은 경험과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측면이 강했다. 먼저 참여

하고 실천을 하고 나서 그 실천에 따른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통제감

(locus of control)과 권능감(empowerment)이 향상되었고, 이것이 다

시 태도의 변화와 성찰을 유발하였으며, 이후에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나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상황적 

맥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지식-태도-행동의 변화라는 

선형적인 친환경행동 모델에 대한 반증사례이며, 동시에 기든스의 역설

에 대한 반증사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

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이며 동시에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

하면서 실천과 변화를 통하여 통제감과 권능감을 높이는 것이 유효할 수

도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모임의 학습은 공동체에 참여

하고 실천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고 학습을 하는 실행공동체의 양상과 

유사하였으며, 관용적인 분위기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민주적 학습공동

체로 발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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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수준이나 환경의식의 정도에 있어서 평범한 성인들이 

절전소 운동에 참여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중적 환경

교육 확산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학교, 아동, 개인에 대

한 관심에 치우쳐 있는 환경교육 연구를 사회, 성인을 포함한 모두, 집

단과 공동체에 대한 환경교육 연구로 그 관심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갈 에너지 전환운동의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에너지 전환, 절전소 운동, 사회적 관계망, 통제감과 권능감, 

실행공동체, 사회환경교육 

 

학   번 : 2014-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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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문제 제기 

 

지금의 시대는 석유 고갈과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동시에 처해있다. 환

경교육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

게 하는 데 디딤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교

육이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해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혹여 학습자들에게 종말론과 같은 공포심이나 절망감, 

혹은 도덕적 죄책감만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Sobel(1996)은 환경문제와 자연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

움과 좌절감을 ‘생태공포증(ecophobia)’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동

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회피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생태공포증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Sobel, 

2007).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린 학습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성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성인들도 끊임없이 환경적 위기 시대에 살고 있

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무기

력함, 무관심, 피로감, 혼란, 공포감을 겪는다(D. Clover, 2002).  

그래서 기후변화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환경교육가들은 지나친 위

기감을 조성하는 대신 학습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범위에서 

가능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김찬국 & 최돈형, 2010). 

김찬국과 최돈형(2010)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중에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교

육’과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학습과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제

안은 염두에 둘만하다.1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성찰하고 변화를 이끄는 교

                                            
1
 김찬국과 최돈형이 제시하는 다섯 가지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김찬국 & 최돈형, 

2010).  

· 기후변화의 원인과 과정 및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증진 

· 지구 시스템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의 틀 안에서 기후 변화 교육 실시 

·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교육 

·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학습과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 

· 기후변화 현상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양방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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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할 것이며,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학습은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까?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의 위기를 즐

겁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여러 움직임과 대안적인 방식, 그리

고 삶의 토대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운동에 주목하게 된다. 토트네스 전

환마을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환마을 운동과 한국의 

절전소 운동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은 이런 점에서 주목해볼 만

한 사례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공동체 내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라는 소재를 통

해 생활방식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사례를 찾고, 그들의 학습 과정을 연

구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는 변화를 모색하는 개인과 집단에 의미 

있는 견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질문 

 

연구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에너지 전환운동이 초기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떠한 전환마을 운동이라도 초기에는 아주 작은 

‘씨앗’의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계기로 에너지 전환운동을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들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학습의 

과정과 연결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어떠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해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질문은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에너지 전환운동 

모임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 놓여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연구는 ‘제 3장 연구현장의 상황적 맥락’에서 전개된다. 

여기서는 이 소모임이 속한 더 큰 주민운동단체의 현황과 지역사회의 

맥락에 대해서 연구한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운동 

소모임과 그 모임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초점을 두어 그들의 참여동기, 

장애와 어려움,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연구는 ‘제 4장 꿈마을 에코바람 사람들’에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임이 에너지 

전환운동으로서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이들의 변화와 

성장이 어떻게 학습과 연결되며 이들의 학습 과정이 소모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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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습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앞의 두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세 단계의 질문을 통해 에너지 전환운동 모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과정으로 학습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표 1> 세 단계의 연구 질문 

 연구 질문 

1단계 

상황적 

조건 

 에너지 소모임은 어떠한 지역사회와 정책적 맥락에 놓여있는가? 

 에너지 소모임이 속한 단체의 역사와 현재 비전은 무엇인가? 

2단계 

주체의 

특성 

 에너지 소모임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 어떤 활동을 하는가? 

 구성원들은 어떤 계기로 모임을 시작하고, 가입하였는가?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는 무엇인가? 

 구성원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였는가? 

3단계 

학습과정 
 구성원들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세 단계의 연구 질문에서 첫 번째 상황적 조건에 대한 질문은 3장, 

연구현장의 상황적 맥락에서 다루었고, 두 번째 주체의 특성에 대한 

질문은 4장 꿈마을 에코바람의 형성과 변화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학습과정에 관한 질문은 5장 해석 및 논의에서 다루었는데, 

이 부분은 3장과 4장에서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하되, 필요한 자료를 

더 추가하고 2장의 이론적 배경과 견주어서 풀어내었다.  

이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 따른 전체 논문의 구성과 얼개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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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논문의 구성2 

                                            
2
 이 그림에서 굵은 화살표는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결과라는 것을 표시하며, 

가는 화살표는 참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선 화살표는 그것에 비추어 해석했다

는 의미이다. 

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질문 1단계> 

‘상황적 조건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2단계> 

‘주체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3단계> 

‘학습의 과정은  

어떠한가?’ 

3장 

연구 현장의  

상황적 맥락 

4장 

꿈마을 에코바람의  

형성과 변화 

5장  

해석 및 논의 

2장 이론적 배경 

6장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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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질적 사례 연구  

 

이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질적 사례 연구라는 방법을 택하였다. 

‘사례 연구’라는 용어는 하나의 단일한 사례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Stake, 2008). 사례 연구란, 맥락 

속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계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나 하나의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이때, 하나의 사례를 어떤 체계(system)로 간주 할 때, 그 

사례의 경계 내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며, 또 다른 특징들이 외부에 

나타난다. 이러한 외부의 특성은 중요한 맥락이 된다. 그런데, 사례 그 

자체와 그 사례를 둘러싼 환경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Stake, 2008). 

이 연구에서도 처음에는 사례 그 자체와 그를 둘러싼 맥락과의 경계, 

그리고 충분히 의미 있는 맥락과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맥락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생태학에서의 관례를 따라, 

‘사례’는 그 시스템 내부에 가입한 구성원과 활동으로 제한하였고,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맥락’으로는 이 사례와 상호작용의 강도와 

빈도가 높은 단체나 공간을 선정하였다. 3 

Stake는 어떤 사례의 특이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수집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Stake, 2008). 

① 그 사례의 본성, 특히 활동과 기능 

② 역사적 배경 

③ 물리적 상황 

④ 경제적, 정치적, 법적, 미학적 맥락 

⑤ 그 사례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사례 

⑥ 그 사례를 알 수 있는 다른 제보자 

이 연구에서는 Stake가 나열한 이런 자료의 원천을 가급적 다 

                                            
3
 생태계(ecosystem) 를 주로 연구하는 생태학에서도 특정한 체계(system)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군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능으로 볼 것인지, 또한 경계

(boundary)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위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O'Neill, 1986).  그런데 이러한 경계 설정에 다소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상호작

용의 강도와 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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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연구 사례의 역사적 배경뿐 아니라 연구 

사례가 속한 단체의 역사적 배경까지 살펴보았고, 사례가 속한 지역의 

경제적 배경과 활동의 정책적 배경을 조사했으며, 연구 사례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소속 단체 활동가의 인터뷰도 포함하였다.  

사례 연구라는 용어 그 자체는 연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며,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이용한 이유는 첫째, 질적 

연구가 참여자들의 내면적 동기와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연구가 ‘이론의 실재 적합성(relevance of the 

theory in reality)’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실재의 이론적 해석(interpretation of the reality in 

theory)’을 시도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조용환, 1999). 질적 연구가 

특히 적합한 경우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탐구할 때, 소집단 또는 소규모 사회의 역동에 관해 

국지적이지만 총체적 연구를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사건의 맥락, 흐름,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등이다(조용환, 2008). 

Creswell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여덟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Creswell, 2007). 4  그 중에서 이 연구는 첫째, ‘어떻게’ 

또는 ‘무엇’에 대한 질문이고, 둘째, 주제가 탐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셋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넷째로 참여자들이 그들이 속한 상황을 벗어난다면 

맥락에서 벗어난 결과를 도출하므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질적 접근법을 선택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문[文]에 

대비되는 질[質]로서, "인위적이거나 이론적인 틀에 갇히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본질적인 면"을 본다는 의미의 질적 연구를 주장하기도 

한다(조용환, 2012). 5  이러한 의견은, 사례 연구를 함에 있어서 

                                            
4
 Creswell이 제시한 여덟 가지 중에서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네 가지는 다

음과 같다. 다섯째, 문학적인 표현으로 글을 쓰는 데 관심이 있을 때. 여섯째, 현장에

서의 오랜 자료수집과 분석에 들일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을 때, 일곱째, 독자들이 

질적 연구에 수용적일 때, 여덟째, 적극적인 학습자로서의 연구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5
 여기서 ‘질’은 ‘있는 그대로’의 본래 바탕, 존재, 현상 등으로 파악되며, ‘문’은 세계

와 문화가 규정하고 구성하는 무늬, 존재자, 현상의 이름 등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공

자의 <논어>에서 가져온 구절로서 질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며, 문은 인간이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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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속한 문화의 특성이나 개인적 편견이나 이론적 합치성을 

내려놓고, 잠깐 판단중지(epoche)를 하고, 그 사례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6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 연구 중에서도 문화기술적인 연구 

방법을 일부 채택하였다. 최근 환경교육 분야에서도 소수자와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문화기술적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A. Gough, 2013). 문화기술지는 집단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을 하며, 연구자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참여관찰과 집단 구성원들과의 면접을 통해 이들 문화 

공유집단(culture-sharing group)의 행동, 언어, 상호작용의 의미를 

연구한다(Creswell, 2007).  

 

 

2. 연구 절차 

 

1) 사례 선정   

이 연구에서는 관악구에 있는 풀뿌리 주민단체인 관악주민연대에 

소속된 ‘꿈마을 에코바람’이라는 에너지 소모임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은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그러한 표집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에 맞는 사람이나 사건을 선정하는 경우이다(조영달, 

2015).  이곳을 연구 현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이 

현장을 예비 조사하면서 이곳에서 하는 활동이 일종의 에너지 

전환운동이라고 판단되었고, 이 활동이 지역 사회에 확산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엿보였다. 둘째는, 이 현장은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는 하였으나, 초기에는 

서울시나 시민단체, 혹은 환경운동가의 개입이 없이 절전소 운동이 

시작되고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즉, 내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에너지 전환운동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평범한 

지역주민들이 어떤 계기로 에너지 전환운동에 시작하고 참여하는지 

                                                                                                               
의미를 매긴 문화를 의미한다(조용환, 2012).  

6
 “현상학적 판단 중지 및 환원의 방법”에 의하면, 연구자들은 자료 수집과정에서 수

집될 자료들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 판단중지를 해야 한다. 

연구자의 선입견에 의해 이러저러하게 채색되기 이전의 원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이다. 이렇게 해서 정량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이다(이남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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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셋째는, 예비조사에서 이 

모임 구성원들의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특별히 의사소통 훈련이나 관련 교육을 따로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발달시켜 내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에너지 전환운동 조직의 민주성 형성에  실마리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적극적 참여관찰 

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이다. 최근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경향과 연구참여자를 연구의 협력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곽영순, 2009). 이 연구에서도 연구자는 

관악주민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 소모임의 구성원 자격을 

획득하였다.  

참여 관찰이라는 용어 자체는 모순적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관찰자의 역할에 소홀하게 되고, 관찰자로만 머무르면 참여가 

어렵다(조용환, 1999). 참여관찰자들의 연구 유형은 연구 대상의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비참여부터 수동적 참여, 중간 수준 참여, 적극적 

참여, 그리고 연구자가 이미 일상적 참여자로 처해 있는 상황을 

연구하는 완전  참여까지, 그 폭이 넓다(Spradley, 2006). Gold는 

이것을 완전한 참여자(complete participant), 관찰자로서의 

참여자(participant-as-observer), 참여자로서의 관찰자(observer-

as-participant), 완전한 관찰자(complete observer)라고 약간 다른 

용어로 표현하였다(Gold, 1958).  

 

 

 

 

 

 

 

출처: Spradley와 Gold의 본문내용을 재구성 

 [그림 2]  참여관찰자들의 연구유형 

 

 

완전한참여자 

비참여 수동적참여 중간수준참여 적극적참여 완전참여 

관찰자로서의참여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완전한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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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Spradley(2006)의 용어를 빌자면 ‘적극적 

참여’ 의 위치를 택했다. 적극적 참여자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행하는데, 단순히 허용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의 문화적 

규칙을 보다 충실히 배우려 한다. 참여관찰자는 내부자(insider)이면서 

동시에 외부자(outsider)로서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 내부자로서 다른 

일상적 참여자가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외부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대상(object)’으로 바라보게 된다. 내부자의 

관점을 발견하는 일은 외부자 관점에 기초한 대부분의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다(Spradley, 2006). 7  연구자는 연구 초기에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다가 중간쯤에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연구 말미에는 

다시 외부자의 시선과 내부자의 시선을 오가기를 반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처지가 되어 함께 

동감하여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체험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곽영순, 2009).  

참여 관찰하는 연구자는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데, 연구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정보 

제공자들의 입장을 더 잘 파악하게 된다(Gold, 1958).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되, 계속해서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다. 구성원의 자격을 얻음으로써 얻는 

이점들이 많았다. 첫째는 처음에 의도했던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선을 

오갈 수 있었다. 둘째는 회식 등 비공식적인 자리와 단체 SNS에 

초대됨으로써 보다 생생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터뷰나 문헌자료로는 얻지 못하는 자료들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가 의도한 것도 있었으나, 

이 소모임이 처음부터 연구자를 자연스럽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던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덕도 있었다. 이들은 연구자를 환대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부터 바로 단체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초대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구성원의 자격을 얻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려움도 

있었다. Gold는 관찰자로서의 참여자가 겪는 역할상의 어려움을 크게 두 

                                            
7
 Creswell은 내부자의 관점을 emic, 외부자의 관점을 etic 이라고 표현하였다

(Creswell, 2007). emic과 etic이라는 용어는 언어학자 Pike가 음성과 음운을 표현하

려고 만들어낸 말이지만, 오히려 인류학에서 더 많이 쓰이는 듯 하다. Emic은 특정한 

문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그 작용을 의미하며, 

etic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패턴을 의미한다. Emic이 

문화적 특수성을 표현한다면, etic은 보편적인 문화를 나타낸다(Harri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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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누었는데,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가진 나머지 

제보자들과 공식적인 관계만을 나누는 경우, 그리고 연구자가 

제보자들과 지나치게 동일시화함으로써 그 문화에 속하게 되어 

연구자로서의 관점을 상실하는 경우이다(Gold, 1958). 본 연구자의 

경우는 구성원들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후자의 위기를 겪었다. 연구를 시작하고 

3~4개월쯤 된 시점에서 연구자로서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연구자로서의 역할간에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가 특정한 상황에서의 역할 

수행(role-playing)과 역할 채택(role-taking)간의 차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역할 채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다소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Gold, 1958). 8  그래서 본 연구자는 적극적으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구성원들이 

연구자가 환경교육 분야에 종사하며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전문적인 역할이나 교육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연구자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가급적 

한발 물러서기 위해 노력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면담, 문헌 조사 등의 자료수집 방법을 

선택했다. 이 연구를 위한 예비 조사는 2015년 2월에 진행했으며, 

연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다. 참여관찰은 매주 정기모임과 

행사에 35회 정도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은 모임의 리더에게 3회, 

구성원 중 1명에게 1회 실시하였고, 관악주민연대의 활동가에게 1회 

실시하였다. 다른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녹음기를 사용한 공식 면담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일상 대화를 자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면담을 

대신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소통을 통한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강조하는데, 

                                            
8
 역할 수행(role-playing)은 특정한 사회 내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어떤 역할을 실제

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역할 채택(role-taking)이라는 용어는 G.H.Mead가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해 만들어낸 용어로서, 어떤 행동을 드러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이거나 인지적이거나 공감적인 과정을 통해 “그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아보

는”상징적인 행위로서 잠시 타인이 되어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 그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내면적인 통찰을 얻고 타인의 관점을 얻을 수 있

다(Coutu,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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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살아내고 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곽영순, 2009). 이에 

따라 면담도 공감적이고 감정이입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면담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한 두 가지의 질문만을 던졌고, 참여자의 

답변을 보충하는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다.  

현지자료는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경제적, 정치적 맥락을 알기 위해서 가급적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했다. 연구에 사용한 현지 자료의 목록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연구에 사용한 현지 자료의 목록 

구분 자료 

에너지 자립마을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홈페이지 

http://energy.seoul.go.kr 

에너지 자립마을 자료집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시행계획 및 매뉴얼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자료집 

관악주민연대 

관악주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pska21.or.kr 

관악주민연대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관악주민연대 16주년 비전워크샵 자료집 1,2 

관악주민연대 주간 웹 메일 

관악주민연대 소식지 

마을신문 금관악기 

꿈마을에코바람 

회의록 

행사 안내 웹 자보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 소개 스크립트 

소모임 리더 김현숙 게시 글 

회원 단체 SNS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카페  

http://cafe.daum.net/gwanakeco/ 

지역사회 
관악라디오 방송/ 관악FM 100.3MHz 

http://www.radiogf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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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과 모임에서는 가급적 녹음기를 이용하였고, 녹음기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기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후에는 이를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를 추출해내는 개방코딩을 사용하였다. 

그 후에 코딩 자료를 다시 분석하고 해석하는 절차를 거쳤다. 질적 

사례연구와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글쓰기는 

선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이고 반복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림 3과 같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룬다(Spradley, 2006; 조용환, 2008). 이 

연구에서도 사실상 자료수집과 글쓰기, 분석과 해석을 거의 동시에 

진행했다.  

 

 

출처 : (조용환, 2011) 

[그림 3] 질적 연구의 순환적 과정9 

 

이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Creswell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여덟 가지 검증 절차 중 ‘지속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관찰’,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 ‘동료 검토’, ‘참여자 검토’, ‘풍부하고 상세한 

                                            
9
 이 그림에서 화살표가 두 종류인 이유를 저자에게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

다. “두 줄짜리 화살표가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순차적인 흐름

이다. 질적 연구에서도 ‘연구설계-자료수집-자료분석-해석논의-글쓰기’는 가장 

일반적인 연구의 과정이다. 그래서 연구설계와 글쓰기 사이는 한 줄짜리 화살표로 이

어진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흐름들 사이에서도 일 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순환이 있으

므로 화살표가 양끝에 다 있는 것이다.” (2015년 11월 15일 조용환 메일) 즉, 저자는 

일반적인 연구의 흐름(두줄 화살표)에 더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순환적

이고 비선형적이며 지속적으로 반성적인 과정을 한 줄 화살표로 추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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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방법을 사용했다(Creswell, 2007).10 이 연구에서 선택한 다섯 

가지 검증 절차는 연구자의 노력을 기울여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9개월간 지속적으로 참여 관찰을 

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받았다. 참여자 확인은 ‘신빙성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법’ 이며, 

참여자들에게 되돌아가 자료를 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들이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10

 Creswell은 여덟 가지 검증 절차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여덟 가지 중에서 여기에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세가지는  ‘부정

적인 증거나 반증의 증거 사례 분석’,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기’, ‘외부 감

사’다(Creswell, 2007). 이 중에서 특히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기’의 절차는 

연구를 하는 동안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논문에서 특별히 기

술하지 않았기에 검증 절차에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른 두 가지는 시간이나 비용상으

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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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두 층위로 이루어진다. 먼저 

에너지 전환 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소모임 

구성원들의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학습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에너지 전환 운동 

 

1. 에너지 전환과 전환마을 운동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에너지 전환은 

1970년대부터 언급이 되었다. Lovins는 원자력 발전을 필두로 하는 

중앙집권적 에너지 공급 체제를 경성에너지 체제(hard energy system),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적 에너지 공급 체제를 연성에너지 

체제(soft energy system)라고 구분하며, 미래의 에너지 체제는 연성 

에너지 체제로 가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Lovins, 1977). 화석에너지와 

핵 에너지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대재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그 자체로도 기술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할 수 없어서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에너지 권력에 

종속되므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이필렬, 2003).  

이러한 에너지 전환 (energy transition)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근의 

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데 비해 보편적인 정의가 아직 합의되지는 못했

다(Araújo, 2014).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정의를 내려보

면,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으로

부터 벗어나서 연성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윤순진, 

2002). 연성에너지 체제로 이행하는 경로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전반적인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 변화가 

쉽지 않다. 사회 시스템은 한번 성숙되면 관성(momentum)을 획득하게 

되고, 그 관성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며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

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이 공고해진 체제 내에서도 간혹 

틈이 생긴다.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못하거나 체계의 유지에 장애가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역돌출부(reverse salients)라고 

한다(Hughes, 1987; 윤순진, 김소연, & 정민지, 2011). 이와 비슷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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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Geels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틈새

(strategic niche)’의 역할에 주목해서 보고 있다(Geels, 2012).11  그가 

전략적 틈새를 눈 여겨 보는 이유는, 이것이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려

는 견고한 관성을 뚫고 변화와 혁신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기 때

문이다.  

 

 

출처: (Schot & Geels, 2008)  

[그림 4] 틈새(niche)의 역동성에서 시작해서 체제가 변하기까지 

 

이러한 일련의 전환연구에서는 급진적인 대안을 향한 틈새(niche) 공

간에서 어떻게 역사적이고 사회기술적인 체제(regime)의 전환이 일어나

는지를 보여주며, 성공적인 전환 틈새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색

하고  실험한다(Seyfang & Haxeltine, 2012). 전략적 틈새 관리(SNM: 

Strategic Niche Management) 연구에서 Kemp et al(1998)은 틈새가 

성공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과정이 필요

하다고 말한다. 12  그것은, 기대하기(managing expectations), 사회적 

                                            
11

 ‘Niche’를 ‘틈새’로 번역하는 데는 약간의 고민이 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strategic niche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니치로 쓰는 경우가 있고(박진희, 2009; 이정

필 & 한재각, 2014), niche를 ‘틈새’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윤순진 & 심혜영, 

2015). Niche는 건축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 외에, 학문적으로는 생태학에서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 혹은 ‘적소’ 등의 의미로 널리 쓰인다. 생태적 지위는 

군집 안에서 어떤 유기체의 생태적 역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Odum, 2005).  Niche

를 한국어로 ‘적소’로 번역하거나 ‘틈새’로 번역하는 것 둘 다 의미상으로 완벽하게 상

응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더 적절한 용어가 아직은 없고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처음 이 용어를 번역한 윤순진(2015)의 선례에 따라 여기서는 틈새라는 용어로 번역

하여 쓰고자 한다.  
12

 전략적 틈새 관리(Strategic Nich Management)는 기술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 즉 새로운 기술을 위한 제반 환경

과 시스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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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형성(building social networks), 학습(learning)이다(Seyfang 

& Haxeltine, 2012).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학습은 이러한 성공

적인 틈새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종의 전략적인 틈새 현장이 

바로 전환마을과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곳이다. 전환마을이라는 개념은 

2005년 아일랜드 킨세일(Kinsale)에서 Rob Hopkins와 학생들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였다. 이후 Hopkins는 토트네스에서 전환마을 

운동(Transition Town Movement)을 시작했다(Connors & McDonald, 

2011). 그리고 전환마을 운동은 단기간에 전 세계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기준으로 43개국 이상에서 

1,120개 이상의 전환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13  Hopkins는 전환마을 

운동을 ‘석유정점(peak oil)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행복을 재건하려는 지역공동체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환운동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다(R. Hopkins, 2008).  

① 에너지 소비를 극도로 낮추는 삶이 불가피하며, 이 삶이 갑자기 

닥치는 것보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낫다.  

② 현재 우리의 생활과 지역공동체는 석유 정점과 심각한 에너지 

파동을 견뎌낼 만한 회복탄력성이 부족하다.  

③ 우리는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④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여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집단적 지성을 

발휘해야 하며, 우리 지구의 생물학적 한계를 인식하고 더  

풍요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Hopkins의 이 같은 가정에는 전환마을 운동의 필요성이 드러나 있다.  

전환마을 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과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opkins는 회복탄력성과 재지역화(relocalisation)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토트네스 전환마을 운동을 연구하였다(R. J. Hopkins, 2010). 

Seyfang은 2009년 당시 영국의 94개 전환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4개 마을의 응답을 받아 영국 전환마을 운동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낸 바 있다(Seyfang, 2009). 그런가 하면, Walker와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전략적 틈새관리의 주된 관심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술로의 급진적 혁신을 어떻게 촉진하며, 에너지 

시스템처럼 경로의존적이고 고착화된 기술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에 있다

(박동오 & 송위진, 2008).  
13

 전환 네트워크 홈페이지 www.transition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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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연구는 신뢰를 지역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탐색하고 있다(Walker, Devine-Wright, Hunter, High, & 

Evans, 2010). 그리고 Seyfang과 Haxeltine은 전략적 틈새 관리의 

관점에서 풀뿌리 혁신(grassroots innovation)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Seyfang & Haxeltine, 2012). 또한 전환마을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호주의 한 전환마을을 Hopkins의 전환마을 설립의 12단계의 

틀에 비추어 연구한 결과물도 있다(Bay, 2013).  

이현민(2008)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역화; 둘째, 에너지 자립을 통한 지방 분권화; 셋째, 

소수 대기업의 에너지 독점과 통제에 대항한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확보; 넷째, 직접 민주주의의 정착, 다섯째, 새로운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의 회생이 그것이다(이현민, 2008).  

한국은 전환네트워크에 가입한 단체는 없지만, 에너지 자립마을과 절

전소 운동, 시민들이 주도하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등의 에너지 전환 운

동이 일어나고 있다.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계기로 에너지 자립을 표방

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출자에 의한 햇빛 발전소를 세우고 이어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안 등용

마을을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은 통영 연대도, 원주, 순천 임실 중금

마을, 산청 갈전 마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유진, 2009, 2014; 

이현민, 2008). 이 마을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곳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인식을 가진 마을 구성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이유진, 

2014).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

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민관협력형 에너지 자립마을의 모델을 만들

어 내고 있다. 2014년에는 성대골, 새재미, 십자성, 돋을볕, 성미산, 삼

각산 마을 등 총 15개 에너지 자립마을이 운영되었고, 2015년에는 35

개 마을이 참여 중이다. 토트네스를 비롯하여 많은 전환마을 운동이 교

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데 비해서,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이들 에너지 자립마을은 환경적, 생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도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에서 전환마을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도시 공간에서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도시에서 식량과 에

너지의 자급이 가능한가 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Taylor, 201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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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를 넘어선 도시 규모에서의 전환운동은 구성원을 유지하는 문

제나, 구성원들 간의 다양성을 극복하는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Smith, 2011).  

한편,‘절전소’라는 단어는 Lovins의 네가와트(Negawatt) 개념에서 

가져온 것으로, 네가와트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절약되는 단위 전력을 가리킨다(Lovins, 1990). 이것은 

에너지의 공급에만 관심을 두었던 기존의 관점을 수요관리로 돌리는 

사고방식이다. 공급보다는 수요관리에 관심을 두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사용의 절대량을 감소시키면서 

지역분권적인 에너지 체제에도 부합하며, 보다 적은 에너지 소비로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추구한다(윤순진, 2003).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발전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변화’로 돌리는 것이다.  

이제까지 언급한 전환마을이나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의 성패를 가늠하

는 것은 주민참여의 정도와 방식이다(이유진, 2010, 2014). 그런데 탈

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삶과 원자력의 문제점을 연계시킬 깊이 있는 

성찰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나, 시민의 현실적인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식의 변화를 통한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야 하지만 이 또한 의미 있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윤순진, 2011). 다

음 장에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 혹은 주민 등 주

체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에너지 시민성과 생태 시민성14 

 

에너지 전환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이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근접한 용어는 ‘에너지 시민성 (energy 

                                            
14

 Citizenship이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순열은 citizen

ship을 ‘시민권’이라고 번역하면 권리만을 과도하게 부각한다는 문제점을 들어 그

냥 시티즌십으로 사용하였다(박순열, 2010).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citizenship을 권리

와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시민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김소영 & 남상준, 201

2; 윤순진 & 심혜영, 2015; 윤순진 & 정연미, 2013). 한편, Citizen은 원래 한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두를 뜻하지만 한국어에서의 ‘시민’의 사전적 의미는 국

민이나 주민을 모두 포괄하지 않아서, 자칫 시골 거주민을 소외시킬 수도 있어서  citi

zenship을 ‘시민’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시민’은 ‘국가에 대항하여 자유와 주체성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규범적인 의미도 가짐을 고려한다면, 시민성이라는 번역어가 적절한 측면도 있어서 이

 글에서는 일단 citizenship을 시민성으로 옮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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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시민성에 대해서 선구적으로 

정리한 Devine-Wright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서 시민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수동적 소비자이거나 수혜자로 간주되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대중들이 능동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고 에너지 소비와 기후변화에서 형평성과 책임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에너지 시민성이 발현된다고 보았다(Devine-Wright, 

2007). 에너지 전환운동을 다룬 최근의 국내 연구들 중에는 이 에너지 

시민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박종문, 2015; 박진희, 2014; 양수연, 2014; 윤순진 & 심혜영, 

2015; 이정필 & 한재각, 2014; 홍덕화 & 이영희, 2014).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의 역할과 시민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정필, 한재각의 연구와 윤순진, 심혜영의 연구는 

전략적 틈새라는 관점을 채택하여 에너지 협동조합을 바라보고 

있다(윤순진 & 심혜영, 2015; 이정필 & 한재각, 2014). 윤순진과 

심혜영의 연구에서 저자들은 한국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전략적 

틈새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러 정책적 제도적 장애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시민성이라는 용어는 Dobson의 생태 

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에서 파생되어 나온 한 갈래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자유주의 

시민성에는 시민이 국가에 대해 계약관계를 가지고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덕성도 부가하지 않는 데 비해, 에너지 

시민성에서는 성찰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자유주의 시민성보다는 

Dobson의 생태시민성과 결을 같이하며, Dobson의 생태시민성의 변형태, 

혹은 특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시민성에서의 이러한 

성찰과 책임감은 쉽사리 다른 사회적, 환경적 영역에서의 성찰과 

책임감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에너지시민성은 더 폭넓은 생태시민성과 

연결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Dobson의 생태시민성을 더 살펴보자면, 그는 시민성의 영역을 

‘생태적’이라는 새로운 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Dobson, 

2003). 그는 생태 시민성의 특성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공간적으로 생태발자국을 고려하고 시간적으로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비영토성(비영역성)이다. 둘째는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비계약성이다. 셋째는 정의·동정·배려·연민 등의 덕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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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소비 등 일상의 삶과 기후변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넘나듦을 들고 있다(Dobson, 

2003). Dobson의 이러한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세계화 시대,  

환경적인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그 

해결 방법과 실행 또한 전 지구적인 협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에 주목하고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과 참여하는 시민들의 

내면적 동기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더욱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환운동과정에서의 학습의 역할과 학습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영국의 전환마을 운동을 전략적 틈새 관리의 

관점에서 연구한 Seyfang과 Haxeltine의 연구는 성공적인 틈새를 위한  

조건 중의 하나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학습 과정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다(Seyfang & Haxeltine, 2012). Hopkins는 Totnes 

전환마을 사례 연구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변하고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교육학적인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R. J. Hopkins, 2010). 그러나 그는 여러 교육학적 

배경들을 두루 참고하고 해석해내지는 못하였고, 행동주의 모델만을 

참고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 에너지 전환운동 연구에서 시민성을 

강조하면서 그 시민들의 학습과정을 미시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전환운동 모임 내부의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가 그러한 아쉬움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학습 

 

이 연구에서 학습에 관한 논의는 먼저 연구의 상황적 배경이 되는 

사회환경교육과 이 연구가 기반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적 환경교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학습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집단 학습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1. 사회환경교육 

 

이 장에서는 학교 밖 환경교육을 총칭하여 부르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주체인 성인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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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환경교육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관악구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지역기반 환경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1) 사회환경교육의 가능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형태를 중심으로 교육의 유형을 나눈다면, 

형식교육,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교육은 

국가가 학력이나 학위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학교교육을 말하며, 

비형식 교육은 교실, 교사, 학생, 시간표 등을 갖추고 있지만, 국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으로서 시민단체나 기업 등 사설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그런가 하면 무형식 교육은 비의도적 

교육으로서, 활동의 주 목적이 교육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한다. 학교교육으로서의 형식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의 교육을 지금까지 사회교육이라고 

불러왔다(한숭희, 2006).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교육의 영역 분류 

 

그러나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통틀어 

사회교육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사회교육으로 포괄되어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다양성이 간과되고 있다(장미정, 2011). 또한 사회교육 

본연의 정체성이 변질되고 있는데, 진보적 이념을 지향한 원래의 

사회교육이 학교 교육 밖의 모든 교육을 나타내는 ‘영역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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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하면서 사회교육의 대상은 성인교육의 대상과 일치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숭희는 한국의 사회교육이 민중지향성과 

비판성이라는 원래의 뿌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한숭희, 2001). 

‘학교 밖 교육’을 ‘사회교육’으로 분류한 것처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통상 ‘사회환경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장미정, 2011). 사회환경교육은 학교환경교육에 비해서 교육 

주체나 대상, 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이시재, 1999). 사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교육은 그 자체로, 

본래적으로 혁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화’와는 달리, 진정한 

‘교육’은 적응적 학습의 틀을 넘어 스스로 변혁할 수 있는 개체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사회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한숭희, 

2006). 그러나 학교교육 시스템이 전 지구적 환경악화를 일으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념과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한, 학교 

교육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S. Gough, 

Walker, & Scott, 2001).  Gough 등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사회환경교육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가능성이 좀더 명확히 드러난다. 

사회환경교육에서는 학교교육에서보다 더 혁신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교란, 불연속의 시대에 기존의 관성을 답습하는 

학습으로서는 대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형식의 학습이 필요한데, 이것을 

혁신적 학습(innovative learning)이라고 한다(Elmandjra, 1981). 

Beck이 주장한 위험사회 (risk society)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필요하며, 위험사회에서의 

교육과 학습은 당연시 여겨왔던 기존의 관점과 구조에 대해서 학습자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쟁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Wals & 

Dillon, 2013).  

사회환경교육에서는 이러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학습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환경교육이 학교환경교육에 비해서 

전문성이나 재정 등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교수자나 

학습자가 다 같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이 

자발성이야말로 환경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이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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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5 

사회환경교육의 이러한 장점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회환경교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가 활발해야 할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환경교육의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관심은 학교환경교육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국내의 환경교육 연구는 학교환경교육과 청소년 대상에 

치우쳐 있으며, 사회환경교육과 성인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신동희 & 이지희, 2009).  

 

2) 성인환경교육 

1970년대 베오그라드 헌장부터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거쳐 최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까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16 그러나 환경교육분야에서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환경교육에 

대해서도 그리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교사가 아닌 

일반 성인들의 학습을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그 중 몇 개를 언급하자면, 성인의 환경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주형선, 2005), 지역 생태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참여한 성인들의 

환경의식변화에 관한 연구(권영락, 2005), 지역사회단체 지도자를 위한 

환경교육에 참여한 성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회고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연구(김남수, 2007), 환경교육운동가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장미정, 2011), ‘에코맘’의 형성과정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어떻게 내면화되는지에 관한 연구(김희경, 2011) 등이 

있다. 17  모두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이 연구들은, 환경의식을 이미 

                                            
15

 이시재의 원문에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용어로 제시되

어 있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전체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서 필자가 바꾸었다. 공급

자, 수요자라는 단어는 경제학적인 느낌과 시장에서의 거래를 연상하게 한다. 교육과 

학습의 원래 목적을 생각해볼 때,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용어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

였다.   
16

 1975년 Beograd Charter : 환경교육은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 

2015년 SDGs :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 기

회 증진 등 
17

 이 외에도 지역공동체의 성인들을 환경교육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가 더 있기는 하나, 

그 연구들에 대해서는 이후 집단 학습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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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성인에 대한 연구, 혹은 성인들이 환경적 의식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인들의 내면세계를 풍부하게 서술하여 

그들이 학습하거나 성장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들여다 보았다.  

환경교육에서 평생 학습의 촉진은 세대 차이가 나는 다양한 집단들의 

시너지 효과로 그 자체로 복잡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S. Gough et al., 2001). 또한 성인교육은 아동이나 

청소년 교육에 비해 학습자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성인교육은 성인들에게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행위(action)로 나타난다(D. E. Clover, 2002).  

성인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반면, 성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도 있다. 그러나 만약 교육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성인들도 훈련이 아닌 교육을 받을 동일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S. Gough et al., 2001).  

성인교육 분야에서는 ‘아동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의 

페다고지(pedagogy)와 구별하여 ‘성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안드라고지(andragogy)를 쓰기도 한다. 18  페다고지 모델에서는 학습과 

관련한 결정권이 교사에게 있는 데 비해, 안드라고지 모델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Knowles, 2010). 

그러나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의 이분법이 인위적이고 불필요하며, 

개인차와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성인 학습자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제약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Hanson, 

Edwards, & Hanson, 1996). 안드라고지가 성인교육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하며,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성인학습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비판적 성인학습 이론이 있다. 

이 흐름의 시작은 Marx와 Frerie의 민중교육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으며, Mezirow의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과 Welton의 민주적 학습공동체(democratic learning 

community) 등이 이 흐름에 속한다(Welton, 1995). 그런데 

Mezirow와 Welton은 Frerie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제 3세계의 

                                            
18

 Pedagogy는 ‘아동’을 뜻하는 그리스어 ‘ paid ’와 ‘지도자’를 뜻하는 

‘agogus’에서 유래하였으며,  Andragogy는 ‘성인’을 뜻하는 ‘andra’가 paid

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 용어이다. 이 용어- andragogik-는 1833년 독일 교사인 

Alexander Kapp가 처음 만들어냈다(Knowl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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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더 적합한 Frerie의 의식화론보다는 서구의 후기 자본주의 

상황에 더 적합한 Habermas의 의사소통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김정섭, 1998).  

전환학습을 주창한 Mezirow가 개인적인 관점의 전환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Welton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성인교육의 초점을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으로 옮겨왔다. 그는 

Habermas의 생각을 끌어와서 학습을 상호주관적인(intersubjective) 

과정으로 생각했다(Welton, 1995). Welton은 교육자와 학습자의 

역할구분을 하지 않으며,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막고, 생활세계에서 

의사소통적 하부구조를 복원(혹은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중시하면서, 

민주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자들의 노력을 

강조한다(한숭희, 2001). Welton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담론은 민주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원리이며 학습자 개인의 성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규범적 합의가 실천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성인학습자들이 위치한 제도나 집단의 속성을 바꾸어나갈 수 

있는 실천적 힘을 가지게 된다(김정섭, 1998)  

Mezirow의 전환학습 이론은 특정한 사건을 통해 의미구조와 의미 

관점의 전환을 이루어낸다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 ‘학습’ 그 자체 또한 

본래적으로 전환적이고 혁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은 학습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측면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런 변화는 새로 습득한 

정보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나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기존 경험을 흔들어 놓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한숭희, 2006). 이 사례 연구에 등장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밀양 송전탑 등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기존 경험을 흔들어 놓는 

변화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다란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은 새로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무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자신의 기존 경험과 새로운 정보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은 ‘새로운 나’를 창조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한숭희, 2006). 즉, 교육이 ‘사회화’의 

측면을 다소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학습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고 전환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아동들의 학습에 비해서 성인들의 학습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성인교육에서는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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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차이가 보다 좁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ezirow는 

성인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자와 학습자와의 권력 차이를 감소시키고 

성찰과 담론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교육자는 협조적인 학습자이자 촉진자이며, 학습자에 대한 

교육자의 관계는 주체에 대한 주체의 관계이다(Mezirow, 1997).  

 

3) 지역기반 환경교육19 

Orr(1992)에 따르면 환경교육의 텍스트로서 장소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장소는 경험과 지적 능력을 결합할 수 있게 해준다. 

특정 장소와 문제에 적용되는 지식은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직접적이다. 둘째, 장소와 문제에 적용되는 지식은 과도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다. 셋째, 장소는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재교육한다(Orr, 1992). Orr는 거주(inhabitation)와 

머무름(resident)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장소가 가지는 생태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머무르는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외부권력에 의해 변화하며 그가 가진 지식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거주자는 장소와 관계를 맺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거주자는 생태계의 복잡한 질서의 일부로서, 뿌리를 

잃게 되면 향수병을 앓게 되며, 자신과 타인의 장소를 좀처럼 파괴하지 

않는다(Orr, 1992). 따라서 그 지역이나 거주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은 주로 거주자가 아닌 이방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장소, 혹은 지역은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소는 경험의 

중심으로서, 사람들은 장소로부터 배우며, 관계를 맺고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장소의 정체성을 만드는 식으로, 문화와 

장소, 정체성은 깊이 엮여 있다(Greenwood, 2013). 또한 장소와의 

연계감을 인식한다는 것은 생태적 자아를 경험한다는 의미이며, 생태적 

자아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 집단적 관계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친환경적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권영락, 2005).  장소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장소감(sense of 

place)이 높을수록 친환경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19

 여기서 지역 기반 교육이라는 용어는 장소 기반 교육(place-based education), 공동

체 기반 학습(community-based learning)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장소 의식 교육

(place-conscious educaiton)은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인데, 장소 기반 교육에 비해 

학교교육의 목적에 문제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며, 학교교육의 담론을 넘어선, 

더 정치적이고 비판적인 교육을 의미한다(Greenwoo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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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Kudryavtsev, Stedman, & Krasny, 2012). 장소감의 

구성요소에는 장소 애착과 장소 의미가 있는데, 장소 애착은 오랜 기간 

그 장소와 상호작용이 있을 때 형성되며, 장소 의미는 직간접 경험이 

뒷받침될 때 형성된다.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문화에 초점을 두면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에 

초점을 두면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장소는 환경과 문화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다리가 되어준다. 장소에 대한 비판적 

교육학은 탈식민화(decolonization)와 재거주화(reinhabitation)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탈식민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도 또한 탈 식민화된다. 재거주화는 인간과 장소 사이의 

생태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생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Greenwood, 2013).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지역주민운동의 과정을 

환경교육적 관점으로 들여다본 연구들이 있다. 이현애는 성미산을 

지키는 운동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환경의식이 거의 없던 

평범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맥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집단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이현애, 2004). 

그리고 조은정은 재개발지역이 해체되면서 지역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복원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조은정, 2008). 특히 조은정은 이 

연구와 매우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을 배경으로 연구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적 약자들의 환경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환경정의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끌어낸다. 20   

  

2. 해방적 환경교육 

 

환경교육은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전 지구적인 환경 악화와 함께 

등장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가지를 쳐 왔다. 환경교육 분야를 

분류한다면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 어떤 특성에 따라 나누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분류방식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Wals와 

Dillion의 관점을 채택하여, 환경교육을 도구적 관점의(instrumental 

perspective) 환경교육과 해방적 관점의 (emancipatory perspective) 
                                            
20

 조은정은 연구 지역과 활동 단체를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저자의 의도를 존

중하여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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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으로 나누었다.  전자의 관점을 가진 환경교육가는 이미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학습자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라고 묻는 반면, 후자의 관점을 가진 환경교육가는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구조를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는다(Wals 

& Dillon, 2013). 해방적 환경교육의 관점은 도구적 환경교육의 한계를 

비판하고 극복하면서 등장하므로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교육에 대한 도구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는 1970년대 등장하여 

계속해서 정교해지고 있는 Hungerford의 책임 있는 친환경 모델이다.  

  

 

출처: (Kollmuss & Agyeman, 2002)  

[그림 6] 초기 선형적 친환경 행동모델 

 

초기의 친환경 행동모델은 매우 단순했다. 그림 6과 같이 학습자가 

환경적 지식을 많이 알면 태도가 바뀌고 그것이 곧 행동변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후 친환경 행동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해져 여러 

가지 내 외부적 변수들이 포함된 ‘책임 있는 환경행동 모델’로 진화해 

가고, 약간의 상황적 요인을 포함시키지만, 여전히 개인의 의도가 

친환경 행동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는 변함이 없다(Hines, 

Hungerford, & Tomera, 1987). Kollmuss와 Agyeman은 사람들에게 

환경적 지식을 많이 가르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더 친환경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초기 선형적 친환경 행동 모델을 비판하였다. 그 비판의 

요지는 지식과 태도가 곧바로 친환경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행동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친환경 행동을 방해하는 여러 장벽들이 있다는 

것이다. Kollmuss와 Agyeman은 그러한 장벽을 포함하여 그림 7과 

같은 새로운 친환경 행동 모델을 제시하였다(Kollmuss & Agyeman, 

2002).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이 모델에서 까만 사각형은 장벽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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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llmuss & Agyeman, 2002)  

[그림 7] 친환경 행동 모델 

 

그러나 해방적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비판하자면, 이러한 복잡해진 

친환경 행동 모델도 결국 행동주의 담론을 벗어나지 못한다. 환경의식, 

태도,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단선적이고 인과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행동주의적 접근은 이미 결정된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의 

행동을 형성시키는 도구적인 환경교육인 것이다(Wals & Dillon, 2013). 

또한 그림 7의 요인들과 장벽들은 나머지 더욱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세계에 서로 맞물린 복잡성과 다양성을 

제거해버리고 말았으며,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습에 저항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찰적인 역량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미 제시되어 버린 시나리오 안에서 

또 다른 윤리적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다(O'Donoghue & Lotz-Sisitka, 

2002).  

또한 이 친환경 행동 모델은 환경문제를 개인의 일로 귀착시킨다. 

환경교육에서 개인의 행동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요한 

환경문제의 기반이 되는 대기업의 로비, 광고업계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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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화학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의 기반이 되는 구조를 간과하게 

만든다(D. E. Clover, 2002). 그리고 어떤 지식은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은, 전문가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명료화시킬 수 

있는데 반해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D. E. Clover, 

2002). 그리하여 이 모델은 대중들에게서 오히려 

권능감(empowerment)을 박탈한다. 

친환경 행동 모델 이외에 도구적 관점의 또 다른 예로,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들 수 있다. 해방적 관점에서 보면, 

전지구적 정책인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은 자기 결정권, 자율성, 대안적인 사고 방식을 위한 

개념적 공간을 축소한다. 21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혹은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Jickling & Wals, 2008).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혹은 해방적 관점에서의 환경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비판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하며,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개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Jickling & Wals, 2008). 학습자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보는 관점을 구분한다면 그림 8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해방적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실행,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4 사분면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21

 저자들이 원문에서 ‘for’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을 ‘위한’ 교육이라고 함으로써 교육

이 다른 것을 위한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for’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번역어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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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ickling & Wals, 2008)  

[그림 8] 피교육자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교육의 개념 배치 

 

해방적 성격을 가진 학습이론들을 몇 가지만 거론해보면, 간학문적 

학습(transdisciplinary learning),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활동 학습(action learning),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습들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다.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시하며, 학습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슈를 학습자와 연관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또한 학습을 하나의 

관점이나 한가지의 학문으로 파악할 수 없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불가피하고, 학습의 목표와 과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한다(Wals & Dillon, 2013). 

학습의 과정과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학습이 상황적이고 

맥락적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D. E. Clover, 2002).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이란 실천 공동체에의 점진적인 참여이며, 일종의 

전달적 

미리 결정된 

처방적 

닫힌 

참여적 

능동적 시민 

사회적 학습 

권위적 

차별적인/유순한 

훈련/조건화 

사회구성적 

전환적 

상호교류/공동창조 

사회비판적/활동지향적 

열린 

처방적 

닫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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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형성되고 부단히 쇄신되는 과정으로 본다(Nikel, 2008). 여기서 

구성원들은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와 참여하는 집단 내에서의 정체성을 

통해 학습한다(Reid, Jensen, Nikel, & Simovska, 2008).  

한편, 사회적 학습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종종 학습을 촉진하는 

조건이나 방법, 또는 결과와 혼동되기도 한다. 사회적 학습의 핵심이 

되는 개념은 세 가지인데,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둘째, 구성원들에 의해 학습된 생각과 태도가 더 큰 

단위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야 한다(Reed et al., 2010).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은 단순히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혁신하고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학습이다(Bawden, Guijt, & Woodhill, 2007). Glasser의 상호 

학습(Co-learning)은 기존의 지식을 비판하며 새로운 지식의 전파와 

실생활에서의 적용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동적인 사회적 학습은 의식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다(Glasser, 2007). 혁신과 전환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핵심이 사회적 학습이라면, 앞서 언급한 에너지시민성과 생태시민성도 

지나치게 개인적 측면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들은 개인의 

의식변화로도 얻을 수 있으나, 사회적 학습을 통해 더욱 형성되기 

용이한 덕성과 자질일 수 있다.  

 

3. 실행공동체와 집단 학습 

 

이 연구에서는 학습 주체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학습의 단위로서 

집단, 혹은 공동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와 

관련한 운동을 하는 집단의 사례를 연구하므로 학습 시스템으로서의 

‘집단’에 주목한 Kilgore의 관점을 빌려오는 것이 유용하다. 

Kilgor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개인이 학습 시스템이라면, 집단도 그러하다. 집단적 정체성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 여기서 집합적 발달의 요소는 집단적 

정체성, 집단 의식, 연대성과 조직을 포함한다. 집단적 의식은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집단에 대한 인식이다(Kilgor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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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나 공동체의 관점에서 학습을 다룬 이론 중에서 Wenger와 

Lave의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는 주목할 만하다. 그들이 

말하는 실행공동체란,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일을 더 

잘하려고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E. Wenger, 

2011). 이 실행공동체는 현존하는 구조를 보완하며, 지식의 공유와 

학습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자극한다(E. C. Wenger & Snyder, 2000). 

Wenger와 Laver는 학습모델로서의 도제제도를 연구하다가 아이디어를 

얻고 이 용어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후에는 보다 폭넓은 의미로 여러 

조직의 학습에 적용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이라는 개념은 

즉각적으로 교실, 학기, 교사 등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학습은 일상생활 속의 중요한 부분이며 지역사회와 조직에 대한 참여의 

일부분이다(E. Wenger, 2009). Wenger와 Lave의 실행공동체는 

일상적이고 익숙한 경험으로서의 학습에 관한 관점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Wenger에 따르면, 실행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관심을 공유하는 분야, 공동체, 실천 혹은 

실행이다(E. Wenger, 2011). 이러한 실행공동체에서의 학습이 개인과 

공동체에게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다. 개인에게 학습이란, 실천공동체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학습이란, 자신들의 

실천을 보다 세련되게 하고 새로운 세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E. 

Wenger, 2009). 즉, 실행공동체에서의 학습의 초점은 참여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행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유기적이며,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감독이나 

간섭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다(E. C. Wenger & Snyder, 2000). 

 

<표 3> 실행공동체의 특성22 

목적 구성원들이 지식을 구성하고 교환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선발 자발적인 결성과 선택, 가입 

결속요인 집단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열정, 헌신, 정체성 

지속기간 집단 내에 관심이 지속되는 한 지속됨 

출처: Wenger & Laver, Communities of Practice: the organizational frontier, 2000.  

                                            
22

 원자료에는 실행공동체, 공식 집단, 프로젝트 팀, 비공식적 네트워크라는 네 개의 조

직을 비교하며 각각의 특징을 언급하였으나 표 3에서는 실행공동체 부분만 일부 발췌하

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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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학습과 교육에 집중해 왔지만, 집합적 사회 

행동을 이끄는 학습 공동체로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현재 환경교육 분야도 지나치게 개인의 환경의식과 태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환경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환경소양 함양, 

생태적 가치관의 함양은 오히려 사회적 학습을 통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학습, 혹은 학습 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생태적 세계관은 

연결적(connective)이고 동시에 집합적인(collective) 의식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Sterling, 2007). 공동체에 대한 주목은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환경교육의 뿌리로 회귀하는 것이며 동시에 

미래이다(김희경 & 남상준, 2014).  

공동체의 학습을 다룬 국내 연구들 중에서 이현애의 연구는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이현애, 2004). 그런가 하면 김희경의 연구는 ‘환경 성인 

학습 공동체’에 주목하여 이러한 공동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이들의 성장을 돕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김희경의 연구는 

학습의 과정을 세밀하게 밝히기보다는 이미 환경학습의 동기를 가진 

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 환경학습 공동체들이 한국사회의 

사회운동 및 환경운동이 변화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한 

갈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김희경, 2014). 그러나 김희경의 연구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 그 안에 있는 개개인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집단 학습을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연구들에 비해서 사회운동조직에서 학습의 과정을 한층 세밀하게 

분석한 허준의 연구는 비판적 성인학습 이론의 관점을 채택하여,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운동이 교육학 영역에서 탐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허준, 2006). 또한 허준의 논의가 의미가 있는 지점은, 

‘공동체’라는 단위를 학습의 단위로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운동에서 공동체 학습과정은 집단적 역량을 모아내고 의미 있는 

운동담론을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견인하는 

공감영역의 생성은 학습과정을 본격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허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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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현장의 상황적 맥락 

 

이 연구의 주된 현장인 ‘꿈마을에코바람’이라는 소모임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관련된 여러 현장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먼

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학교 등 지역사회와 관련한 상황적 배경을 간

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 소모임이 속한 ‘관악주민연대’라는 지

역운동 단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겠다.  

 

제 1 절 정책적 배경과 지역사회 

 

1.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2015년 현재 한국의 경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격차가 크다. 중앙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더 

건설하려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환마을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4월에는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착수하였다.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200만 TOE 만큼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10대 핵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 

6개월을 단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 정책은 지방자치 단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과의 여부를 떠나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윤순진, 2015). 실제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원전하나줄이기 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와 대비할 때 

생산 분야는 63%, 효율화 분야는 78%를 이루는데 그쳤으나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절약 분야에서는 190%를 달성하여 에너지 절약 문화가 

새롭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었다.23 

그 중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절약,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23

 2014년 서울시 에너지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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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5개 마을을 운영하였고, 2015년에는 

기존 마을을 포함하여 총 35개소를 선정하고 각 단위에 천 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5  이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은 마을 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색 있고 다양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 3단계(절약→효율화→생산)로 나누어 

지원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마을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지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강연, 교육, 멘토링을 병행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2014년 서울시 에너지 백서 

[그림 9] 에너지 자립마을의 3단계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과 실패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에너지 자립마을을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농사짓기에 비유한다면 다음 표 4와 같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표 4>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5단계 

 

땅 일구기 씨 뿌리기 농사짓기 
추수하고, 

다음 농사준비 

주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 

공동의 목표 

세우기 

우리 동네 

공부하기 

에너지 

아끼고 효율 

높이기부터 

시작하기 

마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기 

수확한 에너지 

잘 사용하기, 

에너지로 먹고 

살기 

 

출처: 서울시 에너지 시민협력반, [도시의 에너지 경작자들], 2014. 

 

                                            
24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자립마을 설명회 자료집, 2015년 2월 27일. 
25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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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주민연대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에너지 절약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고, 2015년 4월부터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멘토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이 이 연구의 현장인 꿈마을에코바람에게는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 주었으며 물적 사회적 토대를 이루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지원을 받았던 ‘선배’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들은 꿈마을 에코바람의 탄생과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역할 모델로 작용하였다.  

 

2. 관악구청의 에너지 정책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악구는 에너지 정책에 

별 관심이 없었다. 2012년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고, 관련 에너지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청 차원의 에너지 사업이 거의 없었다. 또한 

2013년 에너지 사업 예산이 3천 4백만 원으로(노원구는 3억 5백만 원)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었다.26  

그러다가 2015년에 들어서 관악구청은 에너지 절약 사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악주민연대의 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가 

하면, 봉천동 우성 임대아파트에 LED 전등 교체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태도가 바뀌고 있다. 관악구청장은 지난 인헌고 햇빛발전소 발대식에도 

참여하였고, 지난 2015년 9월에는 관악주민연대와 관악구가 MOU를 

맺고 ‘녹색에너지도시 관악 만들기 협약식’을 진행했다.  

2015년 10월 신문 기사의 일부를 보면,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에 

적극적인 최근 관악구청의 행보를 읽을 수가 있다. 

관악구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등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에 팔을 걷었다. 관악구는 「에너지절약 시범 

특구 및 시범거리 조성」, 「민간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비 

지원,「건물에너지효율화(BRP)를 위한 장기저리 특별융자」 등 에너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중략) 또한 시범 특구와 

시범거리 주변 상점과 주민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참여’, 

‘에너지절약 컨설팅’,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옥외광고물 에너지 

절감’, ‘주간소등’,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 운영’, ‘주택태양광 

                                            
26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카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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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원’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소비 절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절약 사업을 운영한다.
27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청에서 에너지부분 활약이 큰 일반 시민과 

단체에 에너지 시민상을 표창하는데, 관악구청에서 관악주민연대 에너지 

소모임 꿈마을에코바람을 추천하였다. 작년에 관악주민연대가 다른 

분야에서 상을 받았기에 같은 단체에서 두 번 이상 받을 수 없는 관행 

때문에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도 관악구청에서 

이 모임을 추천했다는 것은, 관악구청 측에서 관악주민연대를 관악구의 

대표적인 에너지 활동 단체로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관악구청과 관악주민연대와의 관계의 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와 그 이유에 대해서 꿈마을에코바람의 리더인 

김현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28  

 

김현숙: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에너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관악구청은 무관심하더니, 올해 에너지 자립마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에너지 자립마을 담당 공무원이 엄청 호의적으로 변했다. 

 

어쨌든 관악구청의 이러한 태도 변화와 더불어 관악주민연대와 

꿈마을에코바람의 에너지 활동에 대한 구청의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도 늘어났다.  

 

3. 관악구 지역사회 

 

이 연구의 현장인 꿈마을에코바람과 관악주민연대의 활동 지역인 

관악구는 독특한 지역성이 있다. 먼저 과거 달동네와 빈민지역으로부터 

출발한 빈곤 세대가 다수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지역이라는 점, 진보적인 

지역 운동 단체나 대안 세력들이 다수 포진해서 전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1) 에너지 빈곤 지역 

관악구는 1990년대까지 달동네와 철거촌이 다수를 차지했던 

                                            
27

 한강타임즈 2015년 10월 10일 기사 “관악구 전통시장, 에너지생산녹색시장으로 탈

바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 일부 발췌. 
28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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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지역이었다. 재개발 후 아파트 촌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여전히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시군구 별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악구는 세대당 전력 사용량이 서울시 

25개 구 중 2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은 편에 속한다.29 특히 겨울철의 

전력 사용은 에너지 빈곤층이라도 높을 수 있는 반면, 여름철의 전력 

사용은 소득수준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다. 2012년 7월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수용 호수당 주택용 전력소비 최하위를 기록했다. 30 

관악구 전력사용은 289kWh로, 전국적으로 전력소비가 가장 높았던 

성남시 분당구 1463kWh의 1/5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바로 위 순위인 

강북구(318kWh)와도 차이가 났다.31  

이러한 지역에서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빈곤층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기 절약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전력 사용이 많은 

가구에서 사용량 10% 줄이기는 상대적으로 쉬우나, 전력 사용이 낮은 

가구에서는 5% 줄이는 것도 매우 어렵다. 또한 효율화 사업과 에너지 

생산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시도하기 어렵다.  

 

2) 전환적인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교육, 환경, 청소년, 복지, 노동, 장애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진보정당까지 활동가들이 

많고, 단체들은 다양한 형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에너지 

환경부분에는 이후에 소개할 관악주민연대와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외에도 탈핵 운동과 생태, 공동체와 같은 가치를 내세우는 학교나 

지역라디오 방송과 같은 거점단체들이 존재한다.  

특히 인근의 혁신학교인 인헌 고등학교는 탈핵 운동에 적극적이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내에서 학생들과 하는 환경교육과 활동 외에도 

                                            
29

 2014년 서울시 에너지 백서.(2014년 12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세대당 전력 소

비량 통계자료에서 종로구와 중구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주택

이 많지 않고 기업 본사와 서비스 지역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예외로 하면, 그 다음으

로 3,4위를 차지한 서초구와 강남구의 세대당 전력 소비량이 각각 19.84MWh와 

19.12MWh 이다. 이에 비해 관악구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1/3 정도에 불과한 

6.6MWh이다. 
30

 ‘수용호수’란 개별 가구가 아닌 전력 계량기가 설치된 곳을 뜻한다. 한 대의 전력

계량기를 공유하는 일부 다세대 주택이나 군부대 등은 수용호수 하나로 처리하였다.  
31

 동아일보 2012년 8월 23일 기사. “폭염-열대야 잠 못 이룬 7월 대한민국 전력지

도 살펴보니. 전력소비 전국 최고는 서울 성남 분당구”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532102/bef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532102/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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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주민연대를 비롯한 관악에너지환경 네트워크와 활발한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탈핵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4월 탈핵의 발걸음 

행사, 2015년 인헌고 햇빛 발전협동조합 운동은 인헌 고등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한 활동들이다.  

인헌 고등학교 외에도 관악 중학교에서는 2015년 9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꿈마을에코바람의 리더를 초청해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 심사를 부탁했다. 이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과학, 일본어, 가정, 영어 과목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수업을 하고, 중간 

점검으로 1학년 여름 축제를 ‘에너지 제로 더위 쫓기 축제’로 진행했다. 

9월 프로젝트 발표에서 일본어 과목에서는 이면지를 이용해 재생공책을 

만들고 가정 과목에서는 녹색신문을 만들었으며 과학 과목에서는 자전거 

발전기를 돌려 바나나 쉐이크를 만드는 등 7팀이 참여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관악구에는 2004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에 

개국하여 10년간 운영해 온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 32  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스스로 ‘공동체 라디오’라고 지칭하며, 운영과 시설 

면에서는 기존 라디오 방송국과 시스템이 동일하지만, 시민들과 

협력해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NGO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라디오 방송국은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며, 소수의 직원과 

자원활동가들 위주로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의 홈페이지 소개 

글을 보면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관악FM라디오는 관악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에 

시선을 두고자 합니다. 관악FM은 지역공동체가 나눔으로 풍요롭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느리지만, 

깊게 나아가려 합니다. 관악FM은 나눔으로 더욱 풍요로움을 믿는 방송,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송,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관악FM 홈페이지 http://www.radiogfm.net/-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그간 에코 관악 프로그램 등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수 제작해왔고, 지난 2015 년 4 월에는 저녁 

프로그램에서 꿈마을에코바람 구성원들을 초청하여 모임 소개와 

                                            
32

 Gfm 관악FM 100.3MHz http://www.radiogfm.net/  

http://www.radiogf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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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진행하고, 9월에는 인헌고 햇빛 발전소와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환경 관련 단체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언론은 에너지 환경 관련 담론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 2 절 관악주민연대 

 

 ‘꿈마을에코바람’이라는 소모임은 ‘관악주민연대’라는 지역운동 

단체에 속한 모임이다. 이 소모임에 가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악주민연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래도 이 소모임이 

관악주민연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먼저 관악주민연대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1. 관악주민연대의 시작33 

 

관악주민연대는 재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킬 

민간 지역운동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1995년 설립되었다. 

관악구는 60년대 말 도심재개발과 대홍수 등으로 인해 강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 무허가 정착지가 대규모로 형성되고, 70년대 서울대가 

관악구로 옮겨오면서 서울로 편입되어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던 달동네는 80년대 중, 후반부터 도시

빈민지역 사회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민중교회, 나눔의 집 등이 생겨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변화의 주체로 세우기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탁아소, 공부방, 도서실, 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노점상운동, 철거민운동과 함께 도시빈민운동의 양 축을 이루

고 있었다.  

1994년부터 관악구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권의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투쟁과 재개발로 인한 지역의 해체, 지방자치

의 본격적인 실시에 의한 지역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

졌다. 그러다가 95년 3월 14일 관악주민연대가 결성되었다. 결성과 함

께 관악주민연대는 ‘강제철거금지를 위한 주민청원사업’을 추진하는데, 

                                            
33

 이 부분은 관악주민연대 10주년 토론회 자료집(2005) 중, 이명애(당시 관악주민연

대 사무국장), “관악주민연대 10년의 역사와 성찰”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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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민 1만 여 명의 서명을 받아 관악구 의회를 연기시키면서까지 

청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주민의 힘을 보여주었다(이용표, 1998). 

또 민선구청장 후보초청 토론회를 여는 등 지방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악주민연대는 지역 센터와 활동가들

의 헌신적인 활동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주민조직의 참여, 서

울대 총학생회의 결합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주민운동단체로

서 위상을 높였다. 이후 관악주민신문을 발간하고, 관악사회복지를 만들

어 사회복지 운동 등을 펼치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응하였다.  

2005년 개정된 관악주민연대 정관에는 이러한 창립 당시의 배경과 가

치가 잘 나타나 있다.  

 

관악주민연대는 '선 성장, 후 분배'의 원칙을 앞세운 경제성장의 외형에 

가려진 도시 공간 변두리에 가난과 소외의 상징으로 지난 30년 동안 가난

한 이들의 주거와 생존을 지켜온 달동네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도시빈민지역

운동의 전통에 따라 빈민지역에서 발생하는 주거와 노동, 교육 등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가는 바닥운동으로 시작되

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전면화 된 90년대 중반 관악구 내에 집중적으로 

시작된 재개발 과정에서 빈민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

로 대응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구 단위 

바닥정치력을 모색하며, 동 단위 빈민지역운동을 자치구 단위로 확대하여 

관악주민연대의 자리매김을 하였다.  

달동네 지역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빈곤의 문제와 여성가장, 저

소득실업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아울러 

자치구 내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주민운동의 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바

닥정치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와 열린 사회를 향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살기 좋은 자치구 만들기를 위한 주민조직과 생활상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

하는 지역운동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관악주민연대는 21세기를 새로이 열

어가고자 한다.  

–관악주민연대 정관 전문 2005년 2월26일 2차 개정- 

 

 

2. 관악주민연대의 변화34 

 

관악주민연대는 외부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여러 번 정체성의 혼란을 

                                            
34

 이 부분은 관악주민연대 비전워크샵 첫 번째 자료집(2010)중, 이종환(당시 관악주민

연대 사무국장), “관악주민연대 16년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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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 왔고, 침체기도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의 변화를 모색

하였다. 관악주민연대는 애초 각 동 별 자치적 주민조직의 건설을 목표

로 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탄생했으나, 관악주민연대가 연

합적 성격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기존 지역적 기반들이 축소되면서 하나

의 단일조직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35  빈민지역을 근간으로 했던 빈민

운동은 재개발 등으로 지역이 해체된 상태에서는 과거와 같은 위상을 가

질 수 없었고, 이제 ‘지역주민운동’이란 명칭 하에 보다 포괄적인 지역 

범위에서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였다(이호, 

2001). 관악주민연대 또한 재개발이 끝나면서 대중조직으로의 변모를 

꾀할 수 밖에 없었다. 재개발 지역들이 정리되면서 지역 센터들도 변화

와 위기가 찾아왔고, 몇 년 간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활동가들의 역량이 

소진되었다. 이후 관악주민연대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점차로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했다.  

2000년 이후 관악주민연대는 철거투쟁의 성과를 이으면서 새로운 저

소득 밀집지역으로 등장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하였다. 이어 2002년 이후에는 녹

색가게,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임대아파트 사업 등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사업을 통해 주민을 조직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자 하였다. 관악주민연대의 이러한 변화와 역사를 간략하게 잘 보여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95년 창립 이후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98

년 구제금융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주민의 실업극복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실업기금마련행사와 실업자지원센터 개소 등이 그것이다. 2000

년대 초반 관악구의 달동네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로 변모했다. 그동안 

삶을 섞어온 주민들이 새롭게 들어선 임대아파트에 보금자리를 틀면서 관

악주민연대는 임대아파트에 주목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했다. (중략)대표기구 설치를 통한 입주자 권리 찾

기,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활동, 공부방과 녹색가게 등 센터 설치, 여성성

장학교와 여성 모임 ‘라온제나’ 조직까지… 2000년대 후반 관악주민연대는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조직 내부의 활동가 변화를 겪으며 침체기를 겪었

다. 이후 2012년 조직을 쇄신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에너지 환경, 

생활문화 공동체, 나눔 이웃, 생활 정치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모색

                                            
35

 이호, “한국 사회 변화와 지역운동의 방향” 관악주민연대 비전워크샵 두 번째 자료

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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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거치고 있다.
36

  

- 관악주민연대 소식지 2015년 1~2월호- 

 

관악주민연대의 변화는 정관의 변화도 가져왔는데, 2005년도 개정 전

문과 비교해보면, 2013년 개정된 정관 전문에는 이러한 가치의 변화가 

드러나있다.  

 

(전략) 관악주민연대는 관악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로부터 천착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풀뿌리공동체를 지역사회로부터 조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새로운 세기에 관악주민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과 

평화의 지역사회공동체, 호혜평등과 공동체의 가치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참여와 자치의 

지역사회공동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의 지역사회공동체를 관악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한다. 

- 관악주민연대 정관 전문. 2013년 7월 29일 작성- 

 

2005년 관악주민연대 10년의 평가와 반성을 하는 자료집에는 관악주

민연대의 고민으로서 “빈민운동과 시민운동, 그 경계에서 항상 갈등해야 

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2010년 관악주민연

대가 두 번에 걸쳐 진행한 비전 워크샵 자료집을 보아도 그대로 이어진

다. 2010년, 당시 사무국장이 작성한 관악주민연대의 평가와 반성에는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첫째,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전망의 부재이다. 

둘째, 주민연대가 지역에서 가지는 역할, 셋째, 지도력의 부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에서 출발한 태생과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

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악주민연대의 변화와 시기별 활동 특성을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36

 곽충근(현 사무국장), “관악주민연대, 20년의 거름과 10년의 희망, 관악주민연대 소

식지 201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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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악주민연대의 시기별 조직의 변화와 활동 특성 

 시기 년도 조직의 변화 활동 특성 

1기 관악주민

연대의 

결성과 

발전 

1995년

~1997년 

관악주민연대 

창립. 

재개발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 지

역정치와 결합되어 진행.  

2기 위기와 

새로운 

변화 

1998년

~2001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재개발이 끝나고 지역차원의 새로

운 운동에 대한 모색. 마을만들기, 

공동체 운동 중심으로 조직 개편. 

3기 조직의 

성장과 

위기 

2002년

~2007년 

관악지역사회

발전센터 

재개발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입

주하여 임대아파트 조직화 운동 

전개. 실업극복 운동, 공부방과 녹

색가게 등 지역센터 운영. 

4기 사회적 

역할의 

강화 

2008년

~2010년 

지역공동체 

위원회 

 

광우병 사태와 촛불시위, 4대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지역센

터들의 폐쇄로 주민조직의 변화와 

마을만들기 운동 

 

 

3. 관악주민연대의 현재 

 

2015년 현재 관악주민연대는 회원이 400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회

원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초기의 정신

을 이어오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맞는 조직과 활동을 만들어 내려는 관악

주민연대의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 축으로는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빈민운동의 근본을 놓지 않으면서도, 사회변화를 예민하게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통해 주민

들을 직접 만나면서 지역 주민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빈민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의 경계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관악주민

연대에는, 최근 2~3년 간 ‘시민‘이라는 화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 새로운 시대의 시민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려는 분들과 함께 우리 또한 그런 시민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

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시민”이라는 

화두도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가와 회원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관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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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대라는 공간에서 시민과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37

 

 

<표 6> 관악주민연대의 활동 목적 

목적 내용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 옹호 

주거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문화 등의 이유로 배제 

당하고 차별 받는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공동체 건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만든다. 

참여와 진보를 

지향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민이 생활의 주인이 되고, 평화, 생명,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자료: 관악주민연대 홈페이지 

 

표 6의 활동 목적과 활동 내용에도 사회적 약자, 주민자치, 공동체, 참

여, 진보, 나눔, 돌봄, 실천, 시민 등의 가치가 담긴 용어들이 자주 등장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한편 현재 관악주민연대의 조직을 보면, 크게 열린 공부방과 꿈마을 

도서관, 관악주거복지센터와 같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주민 센터

와, 주민연대가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꿈마을

에코바람은 주민연대의 생활문화 운동 중에서 에너지환경분과로서 활동

하고 있다.(그림 10 관악주민연대 조직도 참고) 

 

                                            
37

 김미경(현 상임대표), “함께 걸어 온 20년, 함께 걸어갈 10년… 어디로 갈 것인

가?”, 관악주민연대 소식지 2015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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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관악주민연대의 활동 내용 

 

 

 

분류 활동 개요 

생활문화

공동체 

생활문화마을만들기 

주거지역별로 단절된 주민들이 생활문화적 

교육과 활동으로 소통하며 공동체성이 

숨쉬는 마을을 만드는 활동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 

지구온난화 방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삶의 현장인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실천 

나눔 마을 만들기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돌보는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 

실천인문학 

인문학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덕성’(civic virtue)을 공부하고 공공선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시민 되기 

생활정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지역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관악구청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활동 

의정모니터링 

생활정치의 주인인 주민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지역의제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 

조직활동 

열린지역아동센터 

안전한 돌봄, 건강한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 어른,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부방 

운영 

꿈마을도서관 
책을 통해 이웃을 만나고 행복한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사랑방 

관악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사례 관리, 주거복지 서비스(임대료, 

월세, 난방비 등 지원) 제공, 네트워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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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관악주민연대 조직도 

 

 

4. 꿈마을에코바람 이전 관악주민연대의 환경 활동 

 

소모임 꿈마을에코바람 탄생 이전의 관악주민연대의 환경관련 활동은 

관악주민연대가 운영하는 녹색가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관악 

녹색가게 1호점은 2003년, 인헌동 주민센터 별관에서 개장해 7년여의 

기간 동안 주민들의 재사용·재활용 공간 기능을 해왔다. 하루 평균 

100여 점의 활발한 물품 순환이 이뤄져 재사용·재활용 장터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어린이와 주부대상의 환경교실도 운영했다. 또한 폐 

휴대폰 수거캠페인, 폐식용유 수집 등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진행해 

전국의 녹색가게 중에서도 모범적인 운영으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38 

그리고 2007년에는 2호점이 개소했다. 그러다가 2009년, 인헌동 

                                            
38

 로컬 서울 2010년6월 14일 기사 “서민 알뜰매장 사라지다니… 관악녹색가게1호점 

폐쇄” http://local.segye.com/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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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의 신축과 더불어 관악구청에서는 녹색가게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 관악주민연대는 녹색가게 지키기 서명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8년과 2009년에 녹색가게 1,2호 점이 

차례로 폐쇄되었다.  

<표 8> 2006년~2010년 관악주민연대 환경 관련 활동 

날짜 제목 활동 내용 주최(주관) 

2006년 

5월15일 

어린이 벼룩시장과 

환경체험 마당 

어린이들에게 물건의 소

중함을 일깨우는 교육, 

나무 목걸이 만들기 체

험, 치자 천연염색 

관악녹색가게 

2006년 

11월4일 

관악산입구 재활용 

축제 

중고 장터, 과자비닐봉

지로 나비 액세서리 만

들기, 아크릴 수세미 만

들기 

관악녹색가게, 관

악사회복지 이웃

사랑방, 관악봉천

자활후견기관 푸

른꿈 가게 

2008년 

4월20일 

지구의 날 행사 참여 운하반대, 서해안 살리

기, 에너지 기후변화 문

제 동참, 되살림 제품 

전시, 중고 장터 

관악녹색가게 

2008년 

10월16일 

어린이 환경교실 휴지심으로 연필꽂이 만

들기, 분유깡통뚜껑으로 

액자 만들기 

관악녹색가게 

2008년 

10월29일 

어린이 환경교실2 작은 가방 만들기, 먹거

리 이야기, 과자 비교하

기 

관악 녹색가게 

2009년 

8월3일 

어린이 환경교실 종이박스 재활용 정리함 

만들기 

 

2009년 

9월12일 

국사봉 축제 리폼 패

션쇼 

마을 축제에서 재활용 

패션쇼 

관악녹색가게 

2009년 

10월 9일 

관악구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강좌 

<기후변화의 이해>, <

기후변화 대응, 무엇을 

할 것인가?> 강좌 

관악주민연대/청

년환경센터 

2010년 

5월20일 

폐식용유로 비누 만

들기 

 관악주민연대 

자료: 관악주민연대 홈페이지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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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가게가 중심이 되던 시기, 관악주민연대의 환경 활동의 초점은 

생활과 재활용이었다. 2009년도에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강좌를 하기도 

했으나,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녹색가게의 재활용 운동은 관악주민연대와 주민들에게 환경관련 

인식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면면히 해 왔다. 한 주민은“아이가 

녹색가게를 알게 된 후부터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챙겨뒀다가 교환하곤 

했다.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라고 말을 했고, 이런 흐름은 이후 꿈마을에코바람과 같은 소모임이 

탄생하는 기반이 되었다. 39  

                                            
39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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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꿈마을에코바람의 형성과 변화 

 

이 장에서는 먼저 꿈마을에코바람이라는 모임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구성원 각자의 시작동기와 어려움,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측면과 함께 꿈에바라는 

소모임, 그리고 관악주민연대와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꿈마을에코바람 개관 

 

1. 꿈마을에코바람의 시작 

 

관악주민연대의 활동가이면서 2013년 꿈에바를 만든 김현숙은 이미 

그 이전 2009년에도 ‘관악구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강좌’를 

청년환경센터와 함께 관악주민연대에서 진행하였다. 당시 강좌의 제목은 

<기후변화의 이해>와 <기후변화 대응, 무엇을 할 것인가>이었고, 

김현숙은 이 강좌의 후기를 관악주민연대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게시하였다.  

 

지구 온난화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니뇨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5~6도 상승하면 기존의 산림 생물이 대부분 

고사하고 고립되어 멸종위기에 이르며 제주도 남해안 해수면이 50센티미터 

이상 상승하고 여름철 고온현상 빈도가 높아져 사망자수가 급증 한다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9위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태양광 발전기 

이용, 폐식용유 바이오 디젤 활용,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등이 있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주위에서 내가 손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해보자. 

 

당시 이미 김현숙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보면서 더 깊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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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현숙은 꿈에바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탐방과 지역운동으로서의 새로운 전환점 모색을 들었다.  

 

김현숙: 2013년 1월에 도서관에서 성대골어린이 도서관 탐방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절전소를 본거죠.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 자료를 구해 

거기서 하는 대로 따라 했어요. 그리고 주민연대 회원들을 떠올려보면서, 

환경에 관심 있거나 절약과 정의 같은 것이 일상화되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서 섭외를 했어요. 그렇게 한달 내내 사람 모으는 작업을 

했고, 열 명 정도가 오케이 해서 3월에 첫 모임을 가진 거죠. 

 

그렇게 2013년 3월 19일, 10명의 인원이 모여 첫 모임을 가졌다. 

‘꿈마을에코바람’이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나중에 정해졌고, 첫 모임의 

이름은 ‘관악 에코마을’이었다. 첫 모임에서 이들은 “후쿠시마, 우리의 

삶, 녹색정치”라는 하승수 변호사의 강연 동영상을 보았고, 다른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후에 계획하는 사업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후 2주간 에너지와 핵발전소에 대한 이론 교육, 1주는 

성대골 절전소 탐방을 통해 공부를 하였다.  

4월에 들어서 워크샵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의 첫 번째 

워크샵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간추려서 소개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꿈에바 2013년 워크샵 의견 내용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에 대해 

공부 

 우리 집 전기절약 실천 

 배운 거 만나는 사람마다 

알려주기 

 에코마일리지 가입시키기 

 꿈마을 절전소 만들기 

 상설 에코 교실 만들기 

 ‘플러그를 뽑는 어린이’ 소모임 

만들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 

 매달 에너지 행사 (에코장터, 

소등의 날, 에너지 골든벨) 

 마을 에너지 학교, 청소년 에너지 

학교 

 오마이뉴스에 에너지활동 기사 

쓰고 전단지 나눠주기 

 자전거 타고 홍보하기 

 에너지 공부 모임 

 

이들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로 제시한 것들은 크게 공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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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절전소 활동 및 행사로 나눌 수 있고, 나중에 활동 내용을 보면 

하나씩 실현해 갔음을 알 수 있다.  

 

 

2. 꿈마을에코바람 구성원들 

 

꿈에바의 회원가입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별도의 회원 가입서를 

쓰거나 회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꿈에바 회원으로 서로 간주한다. 반면 

관악주민연대 회원가입은 회원 가입서를 쓰고 매달 회비를 내고 

소식지와 메일을 받는다. 꿈에바에 구성원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관악주민연대에 꼭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관악주민연대에 

이미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꿈에바의 활동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꿈에바에 먼저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관악주민연대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꿈에바의 전 구성원이 관악주민연대의 

회원으로도 동시에 가입되어 있다.  

꿈에바는 초기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구성원들이 사정이 

있어서 조금 바뀌기도 했다. 초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현숙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김현숙: (처음 시작할 당시) 사람들을 섭외하면서, 주민연대에서 주최한 

강좌에 오신 일반 주민들 다섯 분 정도 하고, 나머지 녹색당이나 지역 

환경 활동가들 모시고 했는데, 활동가들은 바쁘고 자기 일이 있으니까 

점차 다 떨어져 나가고 일반 주민들만 남았어요. 

 

현재 꿈에바의 단체 SNS에 초대되어 있는 회원은 연구자를 제외하고 

16명이다. 40  이들의 대략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 표10과 같으며 이들이 

이 연구의 주된 참여자들이다. 

 

 

 

                                            
40

 2015년 10월 16일에 가입한 회원이 한 명 더 있으나 연구기간이 너무 짧아 여기에

는 포함하지 않았고, 그의 대화 내용은 가입동기 부분을 서술하는 데만 참고하였다.  



 61 

<표 10> 꿈에바 회원 인적 사항과 활동 특징41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활동의 특징 

1 김현숙 여 50대 모임을 만들고 현재도 리더 역할 

2 박미선 여 40대 초기부터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 

3 권애순 여 50대 초기부터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 

4 황선주 여 30대 초기부터 2015년 5월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취업으로 소극적 참여 

5 윤영희 여 40대 초기부터 2014년 말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다른 활동으로 가끔 참여 

6 박혜은 여 40대 초기에 활동하다가 건강이상으로 잠시 

중단하고 최근 관악주민연대 관련 활동재개 

7 강지연 여 30대 초기부터 활동하다가 2014년 말 이사로 

인해 소극적 참여 

8 이현지 여 30대 초기부터 활동하다가 2014년 말 건강악화로 

소극적 참여 

9 정미연 여 40대 2013년 5월부터 참여하여 현재 활발한 활동 

10 김희선 여 40대 2013년 중반부터 2014년 활동하다가 현재 

취업으로 활동 중단 

11 김연수 여 40대 인연이 계속 있었고 2015년 4월부터 참여 

12 서은혜 여 40대 인연이 계속 있었고 2015년 4월부터 참여 

13 양은경 여 30대 2014년 에너지학교참여, 2015년 6월부터 

회원으로 참여 

14 안종철 남 40대 관악주민연대 활동을 계속하면서 2015년 

7월부터 회원으로 참여 

15 김경선 여 50대 관악주민연대 대표.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중요한 행사에 참여. 

16  주현수 남 20대 2015년 3월부터 관악주민연대 활동가로서 

소모임에 함께 참여 

 

이들의 활동 상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김현숙은 이 모임을 

만들었으며, 현재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미선, 권애순, 정미연, 

김연수, 서은혜, 양은경, 안종철, 주현수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이 중 김현숙, 박미선, 권애순, 정미연은 초창기부터 

활동을 했고, 김경선은 관악주민연대 대표로서 모임의 시작부터 일종의 

                                            
41

 표와 본문에 등장하는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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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김경선은 중요한 회의나 행사, 뒤풀이 

등에 참석하고 지속적으로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꿈에바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조정하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꿈에바 

내부의 결정에는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현수는 2015년부터 관악주민연대 활동가로 일하고 있으면서 

꿈에바 모임에 참여하고 꿈에바 행사 준비를 돕고 있다. 그도 역시 정기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결정 사항에는 거의 의견을 내지 않고, 꿈에바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일을 돕고 집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성원들 중에, 황선주는 초기부터 

2015년 5월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지만, 가정 

형편상 취업을 하게 되어 정기모임에는 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저녁모임이나 주말행사에는 참여하며, SNS를 통하여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윤영희는 초기부터 2014년 말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다른 

활동을 하게 되어 정기모임에는 오지 못하지만 역시 가끔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고 최근에는 비누 만들기를 함께 했으며 SNS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박혜은은 관악주민연대의 주도적인 활동가 중의 한 명으로서 

초창기 꿈에바가 만들어질 때는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한동안 활동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5년 여름에 퇴원하고 다시 

관악주민연대에 발걸음을 하면서 꿈에바에 참여하고 있다. 강지연은 

초창기부터 2014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타지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참여를 거의 못하지만 SNS로 안부를 묻고 소통하고 있다. 

이현지도 초기부터 열심히 참여했으나, 사는 지역이 멀고 2015년부터는 

다른 일을 하면서 현재 거의 참석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하고, 지난 4월에는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중에 

꿈에바를 소개하는 꼭지에 출연해 꿈에바의 활동과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희선은 2014년 에너지 진단으로 활동하다가 

2015년 4월 취업을 하면서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나중에 참여한 구성원 중에, 김연수와 서은혜는 관악주민연대 회원은 

아니었고, 도서관에 드나들거나 행사 등에 가볍게 오가다가 2015년 

4월부터 꿈에바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안종철은 2012년부터 

관악주민연대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꿈에바가 

행사를 할 때 조금씩 도와주다가 최근 꿈에바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2015년 10월 현재 실제로 모임을 이끄는 핵심적인 구성원은 

9명으로 볼 수 있다(아래 그림 11에 2015년 10월 현재 기준 진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회원들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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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 고등학교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 모임의 이름으로 출자하자는 

제안에는 전원이 모두 기부금을 냈으며, SNS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 

받거나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꿈에바 구성원들의 가입시기와 활동 참여 정도를 나타낸 아래 

그림에서, 진한 색 화살표 구간은 적극적 참여, 연한 색은 소극적 참여, 

색이 없는 구간은 참여는 안 하지만 단체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인연의 

끈이 있었던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11에서 김경선의 화살표 색깔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김경선의 활동 참여 양상이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모니터링과 지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김현숙

박미선

권애순

황선주

윤영희

박혜은

강지연

이현지

정미연

김희선

김연수

서은혜

양은경

안종철

김경선

주현수

2013년3월 014년1월 2015년1월 2015년10월

 

 [그림 11] 꿈에바 구성원들의 가입시기와 활동 참여 정도 

 

 

3. 꿈마을에코바람의 활동 

 

이 모임은 절전소 운동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서울시 

에너지절약실천사업에 공모하여 활동을 하였고, 2015년 4월부터는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어 활2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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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활동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상시활동, 자체 행사, 연대 

활동, 교육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상시활동은 에너지진단, 에코마일리지 

가입, 절전소 운영, 매달 22일 불끄기 행사 등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매달 반복되는 활동을 말한다. 자체 행사는 꿈에바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행사를 말하며, 연대 활동은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나 

인헌 고등학교 등 지역사회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들을 말한다. 

그리고 교육활동은 자체 학습을 위한 에너지학교와 어린이청소년대상 

에너지 체험교육이다.  

각각의 주요 활동과 중요한 사건을 시기별로 간추려보면 다음 그림 

12과 같다.  

 

에너지학교1~4강
2013.4.

에너지학교
1~6강
2013.10

부안등용마을
탐방

2014.11.

에너지학교
1~4강

2015.5~6.

워크샵
2013.4.

꿈마을
절전소 시작

2013.5.

밀양후원
릴레이단식
2013.10.

불끄기
음악회

2013.11.

밀양
희망버스
2014.1.

관악주민
열린마당

2014.5.

절전소
확장

2014.8.

워크샵
2014.12.

에코사랑방
2015.5

첫모임
2013.3.19

지구의 날
캠페인
2013.4.

상
시
활
동

네
트
워
크

연
대
활
동

얼음
스카프

프로젝트
2013.7.

에너지
기금마련

장터

2013.10.

에너지절약
에너지정책

캠페인
2014.5.

세상의
모든시장
2014.6.

태양의
발걸음

2015.4.

적정기술
워크샵
2015.5.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

2015.4.

인헌고
햇빛발전소

발대식
2015.8.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
2015.9

교
육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견학
2014.9.

자
체
주
요
행
사

에너지 진단, 에코마일리지 가입, 절전소 그래프, 매달 22일 불끄기 운동

동영상 제작
2014.7~9

 [그림 12] 꿈에바의 활동 분류와 주요 활동 

 

위의 그림 12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2013년 3월 첫모임과 [닭치고 

실천]이라는 에너지 절약 방법에 관한 동영상 제작, 에너지 자립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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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들었다. 42 그 이유는 동영상 실천과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은 이 

모임이 동력을 얻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동영상 제작은 

그 전까지 다소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모임에 새로운 활력과 결속력을 

주면서 구성원들이 적극성과 자발성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은 이 모임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1) 상시적인 활동 

먼저 꿈에바가 상시적으로 하는 활동들에는 에너지 진단, 

에코마일리지 가입 운동, 절전소 운동, 불끄기 운동이 있다. 꿈에바는 

2015년 상반기에만 250여 건의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받아내었다.  

절전소 운동은 꿈에바가 상시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현재 61가구와 6개 기관(관악주민연대, 꿈마을 도서관, 새숲 

도서관, 열린 공부방, 희망 공부방, 이웃사랑방)이 참여하여 매달 

전력사용량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매달 22일 불끄기 

운동은 절전소에 참여하는 가구들을 중심으로 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임대아파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절전소 운동에 참여하는 가구들은 단체 

SNS를 통해 각자 집에서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켠 인증 사진을 올려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매달 높은 비율로 전기를 아낀 절전왕을 뽑아 

간단한 선물을 준다. 그 중 1년에 2~3회는 음악회나 공연 등을 곁들여 

다 함께 모이는 특별한 불끄기 행사를 한다.   

 

 

[사진 1] 꿈마을 절전소 절전 그래프 

                                            
42

 이들이 제작한 동영상의 이름은 [닥치고 실천]이 아니라 [닭치고 실천]이다. 당시 유

사한 제목을 쓰고 있었던 개그 프로그램 코너가 인기가 있었기에, 이름을 이렇게 정하

면 인터넷 조회수가 높아져 에너지절약 홍보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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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사와 연대 활동 

이런 일상적인 활동 외에도 일회적인 행사들을 자주 기획한다. 이 

행사들 중에 몇몇은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한다.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는 2013년 김현숙의 제안으로 관악구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을 모아서 만들어졌다.  

 

김현숙: 다른 에너지자립마을 사례 자료집을 보니까, 네트워크 그런 것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생협이나 재활용 활동 단체 

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쪽에서도 그런 네트워크의 욕구가 있었고, 

관악주민연대라고 하면 믿을 만 하니까 흔쾌히 응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꾸려졌는데, 그 전에는 관악에서 환경단체가 네트워크를 한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주민연대 내부에서도 잘만 하면 내실 있을 

것이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한살림에서도 자기네 사업 계획을 짤 

동기를 주었다며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2013년 초기 참여단체는 관악주민연대 꿈마을 도서관, 관악사회복지 

이웃사랑방, 한살림, 행복중심 서울생협, 아이쿱 서울생협 남부지부, 

아름다운가게 관악자명점, 중앙사회복지관, 푸른공동체 살터, 서울대 환경동아리 

씨알, 열린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공간 희망오름, 신나는집 문화학교 등 12곳 

이었다.  

이 네트워크 단체들은 각자 단위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네크워크의 

이름으로 모여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원전줄이기 퍼포먼스, 에너지정책, 

미니태양광 설치 등의 활동을 해 왔다. 2014년부터는 관악동작녹색당,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어린이책 시민연대 등의 단체가 추가로 가입하여, 

2015년 현재, 인헌고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설립운동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미니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기금마련 장터, 

밀양아리랑 영화 상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의 표 11,12,13에 꿈에바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행사와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와 함께 한 행사들을 포함하여 시기별로 

주요활동 내용을 간추렸다. 관악에너지환경 네트워크와 함께 한 

행사들은 (네트)라고 구분하여 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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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꿈마을 에코바람의 주요활동 1 (2013년)  

날짜 활동  주요 내용 

3월19일 관악에코마을 추진위원

회 1차회의 

“후쿠시마, 우리의 삶, 녹색정치” 하승수 

강연 동영상 상영/ 에너지 자립마을 다른 

지역 사례 보기/ 관악에코마을 사업내용 

소개 

4월15일 꿈마을에코바람 워크샵 내가(우리가) 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브레인 스토밍 

4월21일  지구의 날 캠페인(네트)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포스터 피켓.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와 함께 

5월17일 꿈마을 절전소 탄생 주민연대, 도서관, 열린공부방, 새숲 도서

관, 인근 주민들 참여 

5월22일 첫 번째 불 끄기 행사 9시부터 소등과 촛불 인증사진 올리기 

6월4일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6월21일 에너지 진단 서비스 서울시 에너지 설계사들이 꿈에바 구성원

들 가정 방문하여 에너지 진단 

7월11일 얼음스카프 프로젝트(네

트)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위해 냉동 면 수건

을 만들어 목에 두르기 

8월17일 꿈마을 에코 장터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팥빙수 만들기, 중

고장터, 절전왕 시상식 

10월19

일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

하는 관악촛불문화제 

신림 사거리에서 밀양 사진전, 영상 상영, 

공연, 서명과 모금 진행 

10월20

일 

에너지 기금마련 장터

(네트) 

자전거 발전기 구입을 위한 장터 및 원전 

줄이기 캠페인 

10월21

일 

밀양 응원을 위한 릴레

이 단식 

단식과 기금 마련으로 밀양 어르신들 후

원금 전달 

11월22

일 

촛불과 함께 작은 음악

회 

이사야마 타다유키 초정 음악회, 불끄기

와 절전왕 시상식 

12월20

일 

고 유한숙 분향소 방문 시청 분향소 방문하여 밀양어르신들께 후

원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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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꿈마을 에코바람의 주요활동 2 (2014년)  

날짜 활동  주요 내용 

3월8일 후쿠시마 3주기 탈핵 문

화제 참여 

 

4월3일 텃밭시작 강지연 집 앞마당을 빌어 텃밭 만들기 

4월10일 폐식용유 비누 만들기  

5월8일 에너지절약 캠페인(네트) 관악프라자 앞 캠페인 

5월21일 에너지정책 캠페인(네트) 관악사회복지 이웃사랑방 앞 캠페인 

5월25일 관악주민열린마당 지방선거 정책 홍보 및 에너지 체험코너, 

에너지카페에서 솜사탕과 커피 만들기, 

적정기술 소품 전시 

6월1일 불끄기 행사,공연 및 음

악회 

단막극<서울 햇빛 발전소>, 도전 에코 

골든벨, 성악가 최의성 음악회 

6월16일 미니태양광 보급 설명회 <도시와 에너지 전환> 윤태환 강의 및 

관악구청 녹색환경담당자의 미니태양광 

설치 설명 

6월29일 세상의 모든 시장(네트) 장터 및 자전거 발전기, 에너지 부스 체

험, 에너지 캠페인 

7월17일 손발동력·비전력 도구 사

진 공모전 

에너지의 날 슬로건 공모 

8월20일 절전소 확장 관악사회복지 이웃사랑방, 청소년 휴카페 

고래 확장 

11월21

일 

불끄기 음악회 동영상’닭치고 실천’ 상영, ‘원전하나 줄이

기’ 단막극 공연, 이윤선, 곽영권 피아노 

판소리 공연, 절전왕 시상식 

12월8일 꿈마을 절전소 전망 찾

기 

이유진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성과 공유, 

꿈에바 사업 평가와 이후 과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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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꿈마을 에코바람의 주요활동 3 (2015년 3월~10월) 

날짜 활동  주요 내용 

3월29일 지구촌 불끄기 행사 참

여 

 

4월10일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4월11일 태양의 발걸음(네트/지

역) 

장성훈PD 고리핵발전소 다큐 상영과 윤

순진 교수 토크쇼 후 거리 캠페인 

5월

7~15일 

적정기술 워크샵 에너지 사랑방에 비치할 LED 스탠드, 햇

빛 건조기,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제작 

5월22일 미니태양광 설치기금마

련장터(네트) 

 

6월11일 미니태양광 설치(8곳)  

7월4일 우성임대아파트 에코마

일리지 가입 캠페인 

자전거 발전기 솜사탕 만들기, 에코마일

리지 설명회 및 인센티브 확인 

7월25일 지구를 위한 행복한 불

끄기 우리동네 음악회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공연과 음악회 

8월20일 에코 사랑방 개관 관악주민연대 내 적정기술 물품 전시와 

교육, 체험 공간 

8월29일 인헌고 햇빛발전소 발대

식(네트/지역) 

관악주민연대 소모임과 꿈에바 자녀들 

‘지구를 지켜요’ 공연 

9월3일 밀양아리랑 영화상영(네

트) 

 

9월10일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

정운동 선포식(네트/지

역)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포함 관악여성회 

등 관악구 20여개 단체 함께 서명하여 

구의회 청원 계획 

9월19일 관악중 에너지 프로젝트 

경연대회 심사(지역) 

각 과목별 에너지 관련 수업 프로젝트 발

표와 심사 

9월21일 관악구청과 MOU 녹색에너지도시 관악 만들기 협약 

9월23일 우성아파트 틈새바람 막

기 시공 

 

10월3일 관악 지역공감 어울림 

축제 

태양광 장난감 자동차 경주, 햇빛 분수 

등 에너지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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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활동 

위의 활동 중 교육활동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꿈에바 

구성원들의 자체 학습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학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꿈에바가 주체가 되어 교육을 하는 활동으로 나눈다. 에너지 

학교의 주된 대상은 꿈에바 구성원이지만, 관악주민연대 활동가들과 

일반 주민들까지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개된 강좌이다. 이러한 에너지 

강좌는 구성원들의 자체 학습과 함께 새로운 회원 발굴의 역할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10강으로 이루어졌으며, 

2014년에는 이렇다 할 교육 없이 2회의 탐방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상반기에 4회의 에너지 교육을 했다. 자세한 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표 14와 같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교육 외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주로 

관악주민연대의 연계기관인 열린 공부방과 희망 공부방의 초·중등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꿈마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당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강좌도 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기후변화 에너지 교육활동 내용은 다음 표 15와 같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은 점점 외부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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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꿈에바 년도별 에너지 교육 

년도 날짜 제목 강사 

2013년 3월25일 1강 에너지 위기의 대안 지역에너지 이유진(녹색당 정

책위원장) 

4월1일 2강 가정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전기

요금 줄이기 필살기 

차정환(에너지시민

연대정책국장) 

4월10일 3강 성대골 절전소 탐방 김소영 (성대골어

린이도서관장) 

4월30일 에너지 위기와 가정에너지 절약의 중요

성(반응이 좋아서 한번 더 모심) 

차정환 

8월8일 안전한 먹을거리 강좌 김은숙(한살림 남

서지부장) 

9월27일 활동가 학교1강 후쿠시마 원전재앙, 다

음은 대한민국 

강양구(프레시안 

기자) 

10월4일 2강 방사능과 건강, 고등어, 과연 안전

한가? 

김익중(경주환경운

동연합) 

10월13

일 

3강 석유시대의 황혼과 원자력 만능주

의를 향한 경고 

강양구 

10월25

일 

에너지 자립마을 탐방. 강동구 십자성 

마을 

 

11월1일 도심 속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워

크샵 

이유진 

2014년 9월20일 삼각산 고등학교 햇빛 발전소 견학  

11월2~3

일 

에너지 여행- 부안 등용마을 탐방 이현민(부안시민햇

빛발전소) 

2015년 5월20일 에너지학교1강 석유시대 황혼과 원자

력 만능주의를 향한 경고 

강양구 

5월29일 2강 가정에너지절약 비법 찾기 워크숍 꿈에바 

6월5일 3강 미니태양광 설치와 창문틈새 바람

막기 사업 설명회 

이기관(마이크로 

발전소) 

6월12일 4강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탐방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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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꿈에바의 어린이, 청소년, 일반대상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년도 날짜 내용 교육대상 

2013년 3월 27

일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과 원전사고

의 심각성(이헌석 강의) 

열린 공부방 학부모, 아

이들, 희망공부방 청소

년 

4월12일 에너지교육과 자전거 발전기 체험 열린 공부방, 희망공부

방 초등 고학년  

4월19일 에너지 절약 인형극<귀 없는 토

끼> 

에너지 절약 포스터 그리기 

열린 공부방, 희망공부

방 초등 저학년 

4월26일 다큐멘터리<노임팩트맨> 상영, 소

감 나누기 

희망공부방 중고등학생 

6월6일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 견학 워킹맨 프로젝트(청소

년 소모임) 

6월22일 에너지 교육, 밀랍초 만들기 도서관 청소년 

9월22일 SBS 스페셜 <죽음의 습격자> 상

영, ‘원전 물렀거라’ 골든벨 

도서관 청소년 

11월7일 에너지환경 체험활동, 자연에너지 

영상, 클레이솝 

숭문중학교환경동아리 

11월21

일 

이유진 강의 <우리마을 에너지, 

세상을 바꾸다> 

열린 공부방 학부모 

2014년 1월22일 원전하나 줄이기 정보센터 교육 

및 체험 

도서관 청소년 

5월31일 낙성대 공원 어린이 축제 에너지 

부스 운영 

어린이들 

2015년 5월23일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제작 워크

샵 

희망 공부방 초·중고생 

6월30일 LED 스탠드 제작 워크샵 열린 공부방 초등학생 

8월18일 기후변화 골든벨과 자전거 발전기 

체험 

열린 공부방 초등학생 

9월4일 기후변화 골든벨과 자전거 발전기 

체험 

열린 공부방 중학생 

9월10일 에코사랑방과 적정기술 제품 소개

(교사직무연수) 

인근학교 교사 

10월1일 꿈마을 절전소 탐방 및 체험 관악중 환경동아리 



 73 

제 2 절 모임 시작과 가입 동기 

 

이 모임의 시작과 가입 동기는 크게 사회적인 동기와 개인적인 

동기라는 두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인 동기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 

모임이 시작한 공식적인 동기이며, 개인적인 동기는 구성원 각자가 

가지는 참여 동기이다. 사실 이 두 가지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혼합되고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는 다시 모임 

리더인 김현숙의 동기와 다른 구성원들의 동기 사이에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리더의 개인적인 동기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상당부분 맞물려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라고 했을 때,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사회생태적이며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동기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자 자신조차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동기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변수와 요인들을 다 

파악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인간의 행위 요인을 매우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기들을 몇 가지나마 열거함으로써 이 모임의 전체적인 

모습을 대략적으로나마 그려내고자 한다.  

 

1.  사회적인 동기: 기후변화와 탈핵 

 

이 모임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 ‘지구온난화 

방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삶의 현장인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구성원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DJ: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박미선: 저희 꿈에바가 만들어진 것은, 2011년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에) 에너지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43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상 기온, 그리고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 또 원자력 

발전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 

                                            
43

 괄호 안의 말은 문맥상 말의 뜻을 명확히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삽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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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기수)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로 

내보내려면 송전탑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농촌 어르신들이 

고통 받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민이 에너지를 절약하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44

  

 

위의 소개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임의 시작 동기를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기후변화’와 ‘탈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탈핵의 이슈를 내걸게 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첫째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둘째는 밀양 송전탑으로 인한 농촌 

어르신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2.  리더의 개인적인 동기: 지역운동의 주제 

 

모임의 리더인 김현숙의 개인적인 동기는 다른 구성원들의 동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관악주민연대의 활동가이기도 하다. 김현숙은 

지역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매너리즘을 느끼고 새로운 주제를 찾던 

와중에 다른 에너지자립마을을 우연히 방문했다. 그곳에서 절전소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지역운동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김현숙: 저는 환경이나 생태,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2013년 

1월에 성대골 도서관 탐방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절전소를 본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지역활동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 다니기 시작했고, 자료란 자료는 정말 자존심도 

다 버리고 모든 분들한테 구걸했어요. 

 

김현숙에게 큰 영향과 동기를 준 성대골 탐방은 사실 처음에는 

도서관을 견학하기 위해 간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서관보다 

절전소 운동과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함께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임대아파트에서 절전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절전율 몇 %라는 정량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김현숙의 소망은 

                                            
44

 이 인터뷰는 DJ의 질문에 박미선이 답한 것이지만, 사실 박미선의 답은 김현숙이 사

전에 미리 써 준 대본을 읽은 것이다. 그래서 박미선의 생각보다 김현숙의 생각이 더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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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주민연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그에게는 에너지 활동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공동체성의 복원이 주된 것이었다. 

 

김현숙: 사실 에너지 절약은 임대아파트에서는 어렵다. 그런데 내가 OO 

아파트를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보다도 뭔가 살리고 싶은 생각에서 했다. 

OO 아파트는 공부방도 없고 부녀회도 없다.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욕심 많고 화합도 안 된다. 자기들이 가난해서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 균열을 내고 싶었다.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이런 

걸 나 혼자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임팩트를 주고 싶었다. 

축제도 하고 불끄기도 하고 자전거 발전기로 솜사탕도 만들어 먹고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에게 지역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하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80년대, 데모하러 나가서 "학우 여러분~ 하고 빨간 확성기를 들기만 

해도 그 다음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잡혀가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의 모순과 불의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운동이라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으며, 절전소 운동도 지역운동이자 

사회변혁운동의 한 방식으로 의미 짓고 있었다.  

 

3.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동기: 상황과 지인의 권유 

 

구성원들의 가입 동기는 개인별로 편차가 크다. 에너지 교육을 받고 

내면적인 시작동기가 확실한 경우도 있었고, 지인의 권유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더 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나의 요인을 말한다 하여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모임 가입 동기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재는 활동이 미약하지만 과거에 활동을 열심히 했던 구성원들의 

경우도 참고하였다.  

 

1) 에너지 교육과 시민강좌 

꿈에바에서는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 

에너지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교육을 통해 기존 

꿈에바 구성원들 재교육과 함께 신입회원을 발굴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양은경은 “2014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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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를 듣고 죽 눈 여겨 보고 있다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늘 

하고 싶었던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다음 강의 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교육을 

듣고 나서 실천과 연결시키게 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참가자: 다들 강의를 듣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 당장 전기밥솥을 

뽑아야겠다. 전기밥솥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고리 원전 3대 반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조그만 냉장고를 쓰고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도 없애고 재활용 매장을 이용하고, 2G 핸드폰 쓰는 등, 나름 

집에서 실천적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윤영희: 꿈에바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도 나름 전기를 절약하려고 노력했다… 

꿈에바 교육을 통해 보았던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장면은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담했다. 

그래서 당장 실천하였다... 큰 노력하지 않고 몇 가지만 실천해도 

전기절약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다. 

 

한편 꿈에바에서 주관하는 에너지 교육뿐만이 아니라 관악주민연대 

차원에서 주최하는 시민 강좌들도 직간접적으로 꿈에바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관악주민연대는 그간 ‘지역운동론 세미나’, 

‘노동법 공부모임’과 같은 학습 모임을 하다가 2014년부터는 ‘시민’과 

‘인문학’을 연결시킨 강좌, 마을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2014년 첫 시도에서는 강좌만을 했는데, 2015년 들어서는 강좌뿐만 

아니라 이후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모둠을 만들어서 조별로 탐방이나 

인터뷰, 토론, 실천 등으로 활동을 다양하게 했다. 

 

<표 16> ‘꿈꾸는 인문학, 행복한 삶과 탁월한 시민’ 2014년 강좌 

 날짜  내용 강사 

1강 9월25일 플라톤 [국가] 신철희(서울대) 

2강 10월2일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채진원(경희대) 

3강 10월16일 마키아벨리 [군주론] 신철희 

4강 10월23일 매디슨 [연방주의자 논고] 갈상돈(고려대) 

5강 10월30일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채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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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꿈꾸는 인문학, 행동하는 시민’ 2015년 프로그램 개요 

주제 내용 

1차 시민 알기 인문학 고전 학습 [5~6월] 

2차 시민 찾기 인문학 체험 [7~9월] 

3차 시민 되기 인문학 실천 [10~12월] 

인문학 고전 학습 강좌 

1강 5.21(목) 인문학 특강 최준영 

(결핍을 즐겨라 저자) 

2강 5.28(목) 마키아벨리  

[군주론] 

김홍우  

(서울대) 

3강 6.3(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채진원  

(경희대) 

4강 6.10(수)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김의영  

(서울대) 

5강 6.17(수)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채진원  

(경희대) 

 

다음은 2015년 ‘2차 시민 찾기’ 프로그램 중에 한 모둠의 프로그램 

후기이다. 이 모둠은 다섯 명의 구성원들 중 세 명이 꿈에바의 

구성원이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저희 조는 현대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에너지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고갈, 원전의 위험, 재생에너지 등을 인식하고 

실천하자는 논의를 거쳐 ‘시민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헌 

고등학교에서 햇빛발전소를 추진하고 계신 김은형 선생님을 인터뷰 하는 

것이었습니다.(중략)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은 

모두 시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플러그를 빼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민강좌는 에너지 환경 분야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수강생들에게 폭넓은 시민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천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다음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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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나에게 ‘마을학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작은 변화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리란 희망의 빛을 보게 된 시간이었다... 맹목적으로 

무지개 너머 뭔가를 상상해 보는 허황된 꿈이 아닌, 좀더 구체적인 꿈을 

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별 발표가 끝나고 나니 각 조별로 

이루어진 작업이었으나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보고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나도 “내가 아닌 우리”가 된 느낌이랄까? 

 

2) 재미 

이 모임에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미다. 

외부인이 보기에 재미있어 보이는 활동을 많이 하고, 그것이 새로운 

회원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절전소 활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들로 구성된다. 음악회, 

동영상 만들기, 연극과 공연, 전깃불 끄고 촛불 켜기, 사진 콘테스트, 

폐유로 비누 만들어 팔기, 나눔 장터, 축제, 자전거 발전기 돌려 솜사탕 

만들어 먹기 등 놀이와 그다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가자들과 모임 구성원들에게 재미를 안겨준다.  

 

<표 18> 삼행시, 오행시 짓기 예 2013년 

에 

너 

지 

에: 에그머니나  

너: 너 정말 음식쓰레기통에 

지: 지렁이 키우니? 멋지다! 

에: 에구구구 

너: 너 지금 뭐하니? 

지: 지금 당장 코드 빼! 에너지 

절약해야지 

원 

전 

줄 

이 

기 

원: 원전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전: 전깃불 하나만 꺼주세요. 

줄: 줄곧 아파왔던 지구를 위해 

이: 이제부터라도 실천하면 

기: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원: 원 없이 쓰다가는 

전: 전기 영영 못쓰게 된다이~ 

줄: 줄기차게 쓰다가는 

이: 이기적으로 쓰다가는 

기: 기어이 망한다네 

 

불끄기를 하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한다. 예를 들면 표 18과 

같이 ‘에너지’와 ‘원전 줄이기’로 즉석에서 삼행시, 오행시를 지어 

카톡으로 투표하고 작으나마 상품을 주는 식이다.  

여기서 이들이 느끼는 ‘재미’는 여러 층위의 감정과 느낌을 통틀어 

포함한다. 거기에는 새로운 경험, 자신감이나 성취감 등 성장의 요소와 

구분되지 않는 재미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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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불끄기 하면서 카톡으로 사진 공유하니까 재미있고, 콘테스트도 

재미있고, 상도 받으니까 재미있고, 전기세도 칠팔천 원씩 줄고요. 

그리고 이런 거 처음 해보잖아요. 엄마들이 사실 길가에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얼굴 다 가리고 30분이라도 

서 있고 이런 게 자기한테는 큰 경험도 되고 이랬던 거죠.  

 

이들이 ‘재미’라고 말하는 여러 층위의 느낌을 상황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여러 가지 유형의 ‘재미’ 

재미의 층위 구체적 상황 

새로움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거리 캠페인이나 동영상 만들기 

신기함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그것으로 핸드폰이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때 

뿌듯함 동영상을 만들면서 자기가 잘 하는 것을 찾았을 때 

성취감 절대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생활습관을 바꾸었을 때 

자랑스러움 꿈에바가 주민연대의 핵심이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주었을 때 

자신감 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연대감 함께 회식을 하러 간 식당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한 

목소리로 에어컨 꺼 달라고 외칠 때 

 

이 모든 감정이 ‘재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절전소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 순간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취감을 주었고, 그런 성취감들이 모여서 재미를 이루었다. 

또한 매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도 즐겁다. 이들은 자녀의 나이대가 

비슷하고 에너지 활동 이외에도 생활적인 면에서 소소하게 공유할 

거리가 많다. 회의는 수다와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회의를 하다가도 

곧잘 곁길로 새거나 유머와 농담을 주고 받는다. 김현숙도 또한 

‘꿈에바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재미있게 

할 것’을 들었다. 재미는 이 모임의 핵심적인 동기이자 동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미가 구성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옆에서 제 3자가 보기에 ‘의미도 있지만, 재미도 있는 활동’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기웃거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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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인의 권유 

그런데 이 모임에 김현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처음 모임에 

가입하게 되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지인의 권유’였다. 

이들 중 꿈에바가 시작할 당시부터 함께해서 지금까지 가장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미선에게도 가장 결정적인 활동 동기는 

김현숙의 권유였다.  

 

박미선: 우리 딸이랑 현숙 언니 딸이랑 친구였어요. 아이들끼리만 친하고 

언니는 몰랐죠. 그러다가 2012년 말에 현숙 언니를 알게 되었죠. 언니가 

전기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때 우리 전기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해보죠. 뭐’ 그랬어요. 원전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얘기할 줄은 정말 몰랐죠. 진짜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역시나 초기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정미연도 

에너지 교육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계기는 지인의 

권유였다.   

 

정미연: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어요. 관악주민연대에서 사진을 배우다가 

에너지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아이의) 같은 학교 엄마들이 이 모임에 

같이 하자고 했어요. 에너지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임 자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김연수와 서은혜도 자녀가 박미선과 정미연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관악주민연대 공부방에 함께 다니게 되면서 

알게 되어 이들의 권유로 가입한 경우이다.  

 

4) 돕고 싶은 마음 

초창기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미선은 

“언니(김현숙)를 도와주고 싶어서” 참여했다. 권애순은“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뭐든 해야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며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라고 말한다. 

안종철도 친구의 부탁으로 관악주민연대 일을 도와주다가 꿈에바와 함께 

하게 되었다. 

이들의 참여 동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성격적 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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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작용한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다소 귀찮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이들의 성격이 중요한 시작 동기 중의 하나였다. 정미연은 

“한번만 하고 계속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를 배려해주는 게 미안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회원이 되어있었다”고 말한다. 

박미선은 남을 돕는 일이라는 데서 꿈에바 활동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김현숙도 박미선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언급한다.  

 

박미선: 꿈에바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모르는 할머니들에게까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찾아드린 거예요. 감사해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도와드릴게 있어서 좋았어요.  

김현숙: 미선씨는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 도와주고 싶은 마음 같은 게 강해요. 

에너지 진단을 가서, 저 구석에 있는 빼기도 힘든 전기 코드를 굳이 빼서 

똑딱이 콘센트를 달아줘요. 먼지도 있고, 귀찮을 텐데, 너무 친절한 거죠.  

 

5) 환경에 대한 관심 

꿈에바가 생기던 초기에는 절반 정도가 에너지나 환경에 관심이 

많거나 활동가 출신이었지만, 그들이 바빠서 다 떠나간 이후로는 평범한 

주민들이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평범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인의 권유로 꿈에바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가입한 김지윤은 조금 다른 경로로 함께하게 되었다.  

그는 환경단체 활동가는 아니지만 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 대표적인 생협인 한살림의 조합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가입하게 되었다. 

 

김지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품을 살 때도 성분표 꼼꼼히 봐요. 

살림도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요. 여기서 에너지 환경 활동을 

한다고 해서 관심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김지윤과 같은 경우는 꿈에바가 에너지 환경 활동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2 

제 3 절 장애와 어려움 

 

그러나 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과 성장을 막는 

장애 요소도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경제적인 조건과 

학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경제적 조건 

 

경제적 조건은 양면의 칼 같은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절전소 

운동과 꿈에바 활동에 작은 동력을 주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경제적 조건이 이 활동에 동력을 주는 측면을 잠시 살펴 보자면, 

기후변화나 탈핵과 같은 절전소 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제적 동인은 설명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확산 동기가 

된다.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에코마일리지 가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분들은 ‘에코마일리지’나 ‘인센티브’와 같은 

단어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신다.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방법도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꿈에바에서는 특히 임대아파트와 어르신들에게 

주로 전기세가 절약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절전을 많이 한 분들에게 

상품을 주는 전략으로 절전소 운동을 확산시킨다.  

한편 에너지 진단과 같은 활동은 꿈에바 구성원들에게 작으나마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굳이 취업을 하지 않고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용돈 정도의 벌이를 하는 것은, 평범한 주부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조건이어서 좋은 동기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조건이 동력으로 작용하는 

측면보다는 장애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지역적 조건과 구성원들 내부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임대아파트, 빈곤지역이라는 지역적 조건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이미 전기나 자원을 아끼며 살고 있다. 

이들이 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쓰는 이유는 주로 전기제품의 특성과 

대기전력에 관해 잘 모르거나,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전기제품을 쓰거나,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낡은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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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소 운동에 참여하여 전기 절약 방법과 전기제품 사용법 등을 알고 

나면 이후에는 더 아낄래야 아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절전소 

운동을 시작하고 몇 달 후에는 더 이상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없고, 동력이 사라진다. 때문에 꿈에바에서는 작은 상품이라도 

주어 계속 참여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전기 효율을 높이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 다수가 전∙월세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주택단열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자택인 경우에도 유휴자금이 

부족하여 LED로 교체하거나 효율 높은 전기제품으로 당장 바꾼다거나, 

혹은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꿈에바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통해 미니태양광 

보조금을 보태고, 관악구청과 연계하여 임대아파트 LED 조명 무상 

교체와 틈새 바람막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태양광 기금 마련 장터를 통해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율화와 생산 단계를 확산하는 데는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편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생되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다. 한 아파트는 700세대 중 200세대가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인데 공부방이나 부녀회 같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 

전혀 없다. 김현숙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점점 슬럼화되고 있으며, 

주민들간 싸움도 잦고 불협화음도 많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좌절감이나 불만 등과 결합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것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매월 불끄기 운동을 하면서 

김현숙이 저녁 9시에 불끄기를 알리는 방송을 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이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의 요지가, “왜 밤에 시끄럽게 하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냐”로까지 번진 것이다. 심지어 

주민 중 일부가 절전소 운동을 악용해 관악주민연대와 김현숙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까지 있었다. 김현숙은 이 사건으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위축되고 좌절했다고 털어놓았다. “없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 구성원들의 경제 상황 

앞서 에너지 진단이 구성원들에게 작은 금전적 이익을 준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것이 구성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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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절전소 운동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데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김현숙은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김현숙: 우리 어려움은 활동비와 관련한 것이다. 작년까지 활동하던 한 

구성원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전기세를 아끼느니 

차라리 편하게 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다. 그런데 그이가 작년에 

에너지 진단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자기 건강에 자신감이 생기고 

활동비가 나오니까, 올해는 아예 돈을 벌려고 직장을 구했다. 그래서 

현재 꿈에바 활동을 하지 않는다. 여기 주부들에게는 사실 그런 소소한 

활동비는 무시 못하는 돈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우려가 된다. 만약 그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활동을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김현숙은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경우와 비교를 했다. 

성대골은 기후변화 강사를 하거나 에너지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립도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경제적인 면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김현숙의 생각에는 외부적인 

동기인 돈을 줌으로써 그 활동의 의미와 운동성이 퇴색되고 “길을 잘 못 

들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른 운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한다. 왜냐하면 같은 관악주민연대 내에서도 나눔 이웃 사업은 

완전히 자원봉사로만 운영하기 때문이다. 

김현숙의 이러한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모임 구성원들이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이다. 적은 수의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활동을 갑자기 그만두면 역할에 혼선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소 위축된다.  

 

2. 학습에 대한 두려움 

 

1)  공부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 

김현숙은 학습을 통해 이 활동의 사회변혁적 의미를 파악하고 

‘경제주의’라는 외부의 비판과 내면적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매년 

에너지 강좌를 열고, 공부 모임도 추진하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학습에 다소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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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연수는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활동은 재미있고 몸 쓰는 건 

잘하지만, 맨날 글 쓰라고 하고 머리 쓰는 게 어려워서”가입하기가 

꺼려졌다고 하며, 정미연은 “책 읽는 것은 좋지만 공부하는 것은 

싫다”고 말한다. 모임 회원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평범한 동네 

아줌마’들이다. 이들 중 몇몇에게는 학교에서의 공부는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과, 학교도 졸업했는데 그 싫은 공부를 다시 왜 

하냐는 인식이 깔려있었다. 상당수 회원들의 학습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이 모임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관악주민연대에서는 ‘주민리더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꿈에바 구성원들이 다같이 참여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런데 박미선과 

서은혜는 마지못해 참여하고, 정미연과 김연수는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서은혜: 다들 같이 하는 줄 알고 얼떨결에 했는데,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는 거야. 

박미선: 나도 안 할거라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했어. 

정미연: 나는 아직 마을의 리더가 될 자격은 없어. 마음먹으면 해야 하고 

책임이 따르는데 자리만 채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김연수: 미연씨는 그래도 생각이 깊네. 나는 그냥 공부하기가 싫어. 그리고 

그냥 앉아서 강의 듣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게 토론하고 

얘기하라면 더 싫어.     

 

특히 정미연의 말에서는 단순히 학습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리더’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는 책임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서은혜와 박미선은 주민리더교육에 참여하고 

나서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과 자신감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며, 

교육에서 주어지는 토론과 독후감 쓰는 과제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2) 에너지라는 분야의 전문성 

이러한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이들이 활동하는 

‘에너지’라는 분야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과 

시너지로 작용하여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초창기부터 줄곧 

활동해왔던 구성원들도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권애순: 이거는 나눔 이웃 자원봉사와는 달라. 그건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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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데, 이건 머리를 써야 해서 어려워. 나는 도와주고는 싶지만 잘 

모르니까 그냥 범버꿍으로 따라다니면서 머릿수만 채워주는 거지.  

 

정미연: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평범한 엄마들이 모인 것이라서 전문성이 

떨어지니, 나서기가 쉽지 않다. 우리에게 환경 쪽 전문가가 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이고 아직은 자신도 없다.  

 

김현숙과 관악주민연대 활동가도 이 전문성이 꿈에바의 인적, 활동적 

확산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현숙: 주민연대 내부에서도 에너지환경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물으면, ‘전문성이 있어서 함부로 못 도와준다’고 

말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철민: 꿈에바의 어려움은 인원과 활동을 확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에너지라는 영역의 전문성 때문이다. 이 전문성을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배치시켜야 한다. 독자적인 활동의 내용과 비전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3) 교육에 대한 부담감 

그 동안 꿈에바는 꾸준히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에너지 교육을 해왔다. 짧은 강의나 동영상 상영, 골든벨, 

자전거 발전기로 솜사탕이나 주스 만들어 먹기 등의 체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 

꿈에바가 에너지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정도였다. 그간의 

교육은 간혹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김현숙이 도맡아 해 왔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꿈에바는 관악주민연대 

도서관 한 켠에 ‘에코 사랑방’을 만들었다. 햇빛건조기와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건조기, LED 제품, 자전거 발전기 등 적정기술 관련 아이템을 

전시하고,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겠다는 공문도 

보내고 현수막도 걸었다. 동시에 그 동안 김현숙이 도맡아 했던 교육 

활동을 구성원들이 나누어 맡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생겼다. 김현숙은 꿈에바 

구성원들이 강사로서 이런 교육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더 공부하고 

성장하기를 원했고, 구성원들은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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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앞에 나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의 

실력이나 자신감이 없다는 두려움이었다.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매번 모든 에너지 강좌와 시민강좌에 참석하는 박미선에게서도 그런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박미선의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김현숙의 기대에 스스로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으로도 이어진다. 

 

박미선: 제일 어려운 거는 교육하는 거. 나는 너무 자신감도 없고, 뒤에서 

스텝으로 준비해주는 건 진짜 잘 할 수 있겠는데, 앞에 나서는 건 너무 

힘들어요. 다른 언니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편 김현숙은 겉으로는 구성원들에게 강사로 일하면 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심은 이걸 계기로 구성원들이 좀더 공부를 

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구성원들을 너무 닥달하고 

몰아치는 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었다.  

 

김현숙: 한 명씩 수업하는 걸 연습도 해봐야지. 성대골 사람들도 강의 처음 

할 때, 대본을 다 써서 계속 보고 밤새서 외우고 사람들 앞에서 

시연해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자신감도 없고 

해야겠다는 의욕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미선씨 경우는 꼼꼼하게 

준비하는 걸 진짜 열심히 잘 하거든. 그런 사람에게 자꾸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 김현숙의 바람과 구성원들이 가지는 부담감 사이에서, 그리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가지는 성장에 대한 욕구와 두려움 사이의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것을 넘어서거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낼 때 이 모임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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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화와 성장 

 

앞서 이들 앞에 놓인 장애와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학습과 

성장에 다소의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년 반 동안의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괄목할만한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볼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연구기간 동안 모임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기는 어려웠지만, 대화와 인터뷰, 소식지 등의 

자료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말하는 변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의 변화와 성장은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구성원 대다수가 형식적·비형식적 학습에 

심리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경험이나 

실천, 회의나 대화를 통해 다른 형태로 학습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변화를 크게 생활의 변화, 의식의 변화, 관계의 변화, 

사회운동영역으로의 확장이라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생활의 변화 : 불편함의 감수와 실천 

 

구성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그들의 

생활방식에서의 변화였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 삶의 방식이 변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강지연: 꿈에바 활동을 시작할 때, 우리가족은 자동차를 사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런데 꿈에바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자동차 사는 것을 보류하게 되었다. 3살 꼬마를 데리고, 명절에는 큰 

가방을 짊어지고, 사람들로 빽빽한 버스나 지하철, 기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는 일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자동차를 

포기하고 그 생활을 선택했을까? 22일 전등 끄고 촛불을 켜는 시간은, 

불이 꺼져서 불편한 것보다 아이들과 마주보고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늘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전기를 줄이려고 애쓰다 보니, 한 봉지씩 버리게 

되는 음식쓰레기가 눈에 들어왔다.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단순한 

조리법을 선택하게 되고, 단순한 조리법은 곧 우리에게 건강한 조리법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좋았다. 조금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손이 더 가지만, 천천히 느리게 가는 생활은 마음에 

여유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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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전기밥솥은 죽어도 포기 못한다고 했거든요. 

압력밥솥이 있었지만 1년을 안 썼어요. 애들도 반대했어요. 워낙 제가 

아침에 피곤해 하니까 분명히 그거 다 태워먹고 터트리고 사고 난다고.. 

그런데 결국 압력밥솥으로 바꾸었어요... 물을 정수기에서 받아가지고 

(정수기를 끄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죠... 

 

박미선: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했는데, (절전소 운동을 하면서) TV 보는 

시간이랑 인터넷 쇼핑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 시간 덜 

보면 전기가 얼마나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줄여가는 게.. 이제는 

절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들의 말에서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여유를 찾는 모습,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어 

내었을 때의 성취감과 신기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들은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전기의 사용을 중심으로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 

 

권애순: 아는 사람이 건조기 돌려서 (음식을) 말려 먹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했어.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안 먹고 말지. 이거 하고부터는 전기 

많이 쓰는 사람 보면 다 미친 것 같아.. 그냥 기본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그거는 사치야, 사치!  

박미선: 맞아, 없어도 되는데 굳이 그런 걸..  

 

또한 이러한 변화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넘나듦을 특징으로 

한다. 강지연은 개인의 소비 행위가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생활을 바꾸게 된 경우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넘나듦은 매달 진행하는 ‘지구를 위한 

불끄기’ 행사에서도 볼 수 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인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이 절전소 활동의 영역으로 전면에 등장하여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다.  

한편 이들의 성장은 오래된 회원과 신입회원 사이에서의 미묘한 의식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오래된 

회원일수록 불편함을 더 감수하려는 경향성도 나타낸다. 절전소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지구를 위한 불끄기 행사 시간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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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들의 논의를 보면 이러한 점이 드러나 보인다. 

 

박미선(오래된 회원): 9시가 너무 늦지 않아? 할머니들은 다 자는 시간인데, 

불끄기 하는 의미가 없잖아. 8시 반으로 앞당기면 어때? 

김연수(신입회원): 그러면 불편하지. 그때 퇴근하고 밥 먹고 할 텐데.  

박미선: 그러니까 그때 해야지. 그런 불편하고 힘든 것을 경험해보라고 하는 

거야. 

김연수: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아니까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한다고.  

 

물론 이 구절은 절전소 운동 확산에 있어서 대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도 있으나, 맥락상의 의미는 오래된 회원인 

박미선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고, 신입회원인 

김연수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2. 의식의 변화 : 자신감과 자발성, 참여의식 향상 

 

꿈에바 구성원들은 생활습관과 방식의 변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식의 변화를 보였다. 첫째, 자신감의 향상, 둘째, 자발성의 

향상, 셋째, 참여와 실천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구성원들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구성원 대부분은 이 활동을 

하기 전에 ‘그냥 집에만 있던 엄마들’이었다. 김현숙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 활동을 하면서 “관악주민연대가 주목하는 활동가”로 성장하게 

된다. 행사에 사회를 보거나 공연을 주도하기도 하면서 자신감과 

적극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들의 변화 중에서 정미연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그는 성격이 

조용한 편이고, 가장 소극적인 구성원 중의 한 명이었다. 그런데 그는 

최근 [지구를 위한 행복한 불끄기, 동네 음악회]라는 행사에서 사회를 

보았다. 그는 음악회 당일까지도 “현숙 언니가 사회를 하라는 말을 

듣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와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멘트를 다 

준비해놓았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사회를 보았고, 잘 해내었다. 

김현숙에 따르면, 정미연은 작년까지도 늘“또 해요? 나는 

못해요.”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했는데, 올해는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일을 차분히 해낸다. 

이들에게 자신감을 높여주고 활동의 전환을 이루었던 가장 큰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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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만들기’였다. 2014년 여름에 관악주민연대에서 마을학교 UCC 

교육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간의 꿈에바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전에 약간 동력이 떨어지면서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동영상 제작을 계기로 적극성과 자신감이 높아지고 

모임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몇 명의 이야기만 들어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높아졌는지 알 수 있다. 

 

 김현숙: 2014년도 들어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더 절약할 게 없고, 매달 

불끄기 하는 것도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에너지절약실천 동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받고서 

하루 종일 찍고서 다 날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름 내내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들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미선씨는 밤새 편집을 해 오고, 

선주씨는 배우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미연씨도 못한다고 하면서 

맡은 역할을 잘 해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잘하는 점이나 특성이 

보이고 서로 많이 친해진 거죠.   

 

황선주: 난 조금은 쑥스럽지만 배우 역할을 자청했고 미흡한 연기로 주인공을 

맡았다.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칭찬에 새처럼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 

힘든 점도 많았고 삐걱거리면서 시작했지만 각자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며 즐겁게 촬영하고, 우리에게는 추억과 배움 그리고 보람이 남았다.  

 

권애순: 우리 ucc반은 정말 열정적이다. 흐뭇하다. 모두 일심동체 한마음, 

정말 보람을 느낀다. 촬영에서 편집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한 컷 

한 컷 편집할 때 정말 열정적이어서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믿는다.  

 

둘째로, 꿈에바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성장했다. 초창기 꿈에바는 

김현숙이 혼자 이끌고 다른 사람은 그냥 단순 회원으로 참여했다.  

 

김현숙: 사실 첫 해는 저 혼자 다 끌어간 거구요, 그때는 꿈에바 원들은 그냥 

회원들이었죠. 저녁에 일 마치고 사무실에 다시 와서 새벽까지 혼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로 김현숙은 자신의 역할보다 구성원들의 역할과 

결정권을 늘리는 데 힘을 기울였고, 이제는 거의 모든 결정과 계획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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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민: 꿈에바는 첫째, 주민 스스로 자기 문제와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관악주민연대의 원칙을 잘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다. 

내부적인 자기 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한다는 점이 매우 놀라운 발전이고 성과이다. 

대부분의 지역운동이나 사회운동조직에서는 활동가가 계획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집행하기만 하는데, 꿈에바는 그렇지 않다. 

 

관악주민연대 대표도 이제 꿈에바는 행사를 엄마들이 다 준비한다면서 

자랑스러워한다. 꿈에바 리더인 김현숙은 리더에게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80%수준까지는 모임이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모임 구성원들에게 

역할 배분을 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었다. 이것이 구성원들에게는 

자발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임의 구성원들은 참여의 즐거움과 실천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과 같은 신입회원과 오래된 회원의 대화를 보면 이들이 참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드러난다. 

 

김연수(신입회원): 관악주민연대에서 하는 행사들은 좀 어설프다. 다 

아마추어 같다. 이거 보러 여기 와 있나 싶기도 하다.   

정미연(오래된 회원):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 거다. 

안종철(오래된 주민연대 회원): 나도 처음에는 행사가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시간 내서 참여해보니, 그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내가 거기에 공을 들이고 보람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김수연은 음악회를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고 준비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수연: 이번 음악회는 처음으로 시도한 주민 참여 음악회이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우리도 할 수 있다’로 생각을 바꾸게 해 준 

음악회라서 마음 한 구석이 뭉클했고 자신감도 생겼다.  

 

한편, 이현지는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하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김현숙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궁상맞지 않고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현숙은 꿈에바 구성원들의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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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현숙: 실천거리를 통해 사람들이 뿌듯함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해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말로만 할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확실히 구별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실천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둘째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된다. 

 

3. 관계의 변화 : 집단적 정체성과 신뢰, 민주주의 

 

어떤 조직이나 사람의 성향을 거칠게 일(성과)중심과 

사람(관계)중심으로 나눈다면, 이 모임은 사람(관계)중심적 성향을 

보인다. 리더인 김현숙은 겉으로는 “나는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자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므로 가급적 모두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45  그는 가시적인 성과에 앞서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김현숙: 2년 사이에 사람을 남긴 것이 가장 큰 성과죠. 사업은 확장하려면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면 

페이퍼에 끝나거든요. 

 

이 모임은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다. 물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보내는 신뢰의 정도나 양상은 단일하지는 않다. 

권애순의 경우에는 김현숙을‘울대장’,‘대빵’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전적인 애정과 신뢰를 보낸다. 한편 박미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성심 성의껏 돕고자 한다. 김현숙의 일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은 

박미선의 마음은 “공연 안내지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서 언니한테 

보내기만 하자”라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정미연도 김현숙이 뭔가 

                                            
45

 참여자 검토에서 김현숙은 전체 원고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자의 시

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스스로가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

러나 연구자의 관찰과 다른 인터뷰에서는 김현숙이 사람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으므로 연구자가 김현숙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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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서 어려워하면서도 결국은 다 한다. 김연수는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가도 김현숙을 생각하면 

미안해서 활동을 그만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토로한다.  

리더에 대한 신뢰는 김연수의 “현숙 언니는 진짜 거짓이 없을 것 같은 

얼굴이야”라는 말에 다들 “맞아 맞아”하고 맞장구 치는 데서도 드러난다. 

구성원들은 리더에 대해서 “솔직하고 거짓말은 절대 못할 사람”,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김현숙은 꿈에바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김현숙: 나는 꿈에바가 애인 같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같이 찍은 사진 볼 

때 마다 뿌듯하고… 나는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꿈에바 사진을 봐요. 

(웃음) 이번 명절에도 번개 모임하자고 카톡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어요.  

  

또한 이 모임에서는 갈등 관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평등한 관계, 

관용적인 분위기,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분위기가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연수는 최근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전체의 

의견과 조금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들은, “김연수와 같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발전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미연은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 현숙 언니는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리더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실질적인 리더인 김현숙은 스스로가 ‘리더’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누가 대표니 리더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했다. 그는 “꿈에바에 대표는 

없다”고 말한다.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김현숙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모든 

결정은 공동의 권한이었다. 어떤 행사나 활동을 하자고 꿈에바에 

제안하는 일은 주로 김현숙이 하지만, 진행 여부와 관련한 결정권은 

꿈에바 구성원들에게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최근 김현숙은 긴 연휴 동안 혼자서 행사 

아이템을 구상하고 현수막까지 만들었다가 꿈에바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린 적도 있었다. 이렇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행사는 진행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방식은 구성원들이 정한다. 또 다른 사례로, 행사 준비물인 집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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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러 밖에 나간 김현숙이 어떤 집게를 사면 좋겠냐고 사진을 찍어 

구성원들에게 보내서 물어본 적도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성원들은 결과보다 함께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 모임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느리게 나타나지만, 

즐겁게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는 이 모임이 확산, 유지되는 동력이 되며,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주인의식, 정체성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사회적 의미로의 확장 

 

김현숙이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는 지역운동의 주제로서 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가 절전소 운동에서 지역 

주민 운동을 넘어서는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절전소 운동을 시작하고 약 6개월쯤 된 

시점에서 "이것이 정부 시책을 도와주는 전기 절약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안팎의 회의에 직면했다. 그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김현숙: 절전소 운동이 단순히 정부의 전기절약 시책을 도와주고 홍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듣고, 저도 그런 회의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공부도 

하고 강연도 듣고 이제는 이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구나, 탈핵 운동,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운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김현숙: 30분 불끄기는 단순히 전기 몇 kw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당당히 원전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끄기 30분이 작은 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지요.  

 

결국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밀양송전탑-기후변화’라는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바로 이 절전소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절전소 운동이 탈핵 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의 

첫걸음이라는 확신이 더해지게 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된다.  

특히, 절전소 운동이 경제주의라는 회의에 직면하고 의미 찾기를 하던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에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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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에 반대하던 어르신들의 투쟁과 분신자살' 이었다. 관악주민연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그의 글에는 이 사건을 무척이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음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밀양 

어르신들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은 그에게 에너지 

지킴이 활동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현숙: 어르신들께 너무 죄송하고.. 밀양에 가서 공사를 몸으로 막아내지는 

못해도 전국에서 후원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송전탑 공사가 

중단되는 날이 빨리 와야 하겠지요.. 한번씩 찾아 뵈어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김현숙: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다 … 가정에서부터 절약을 

생활화하여 동네로 도시로 퍼져나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암흑이다. 

 

김현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초기에는 

재미와 성취감으로 시작해서, 경제적 동기가 약간의 유인책으로 

작용하다가, 모임에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이후에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들은 에너지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 모임의 

사회적 의미를 점차 인식하게 된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은, 

2013년 10월경에 진행한 ‘밀양 응원을 위한 릴레이 단식’이다. 점심 

한끼를 단식하여 5,000원씩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여 밀양 어르신들께 

응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업을 구성원들이 주도하였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 참여와 홍보, 인식 제고의 

효과가 높았다. 이들은 이후에 세월호 사건과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에도 눈을 돌리며 지역운동의 대의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모임을 통한 동료들의 변화는 김현숙에게 커다란 보람과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모임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여했다가 점점 

활동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김현숙: 2년 동안 어떻게든 사람들은 변했어요. 사회활동에 별 관심이 없던 

엄마들이 이제는 주민단체가 눈여겨보는 활동가로 성장했죠. 처음에는 

주민연대에도 내가 억지로 가입을 시켰는데, 이제는 자기 남편 애들까지 

말 안 해도 회원가입을 시켜요. 세월호 현수막을 걸 때도 혼자 돈 내는 

것이 아니라 애들까지 용돈을 털어 같이 내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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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주는 2015년 3월까지 꿈에바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잠시 

경제적인 문제로 활동이 약하지만, 그는 꿈에바에 참여하면서 전기료 

절약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욕심을 

보였다. 

 

황선주: 주민연대를 만나서 가장 좋은 것은… 저보다는 남편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사회문제를 이야기 하거나 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는데, 요즘은 의견이 잘 맞으니까 남편이 더 좋아해요. 

 

물론 현재 꿈에바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자신들의 활동에서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운동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관악주민연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관악주민연대 

또한 든든한 배경으로서 이들을 믿고 이들의 활동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꾸준히 사회적인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제 5 절 소 결 

 

꿈에바의 공식적인 시작 동기는 기후변화와 탈핵이지만, 모임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역운동의 수단으로서의 동기를 포함하여 꿈에바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는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리더에게는 지역의 공동체 복원의 수단으로서의 절전소 운동의 의미가 

컸으며, 리더를 제외한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악주민연대와 지역사회라는 매개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과 지인의 권유였다. 에너지 강좌와 재미, 환경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 모임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좋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이미지도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첫 번째 장애요인으로서는 

이들의 활동지역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곳이어서 절전과 효율 

향상, 에너지 생산이라는 활동을 확장시키는 데 한계를 보였다. 

심리적으로도 빈곤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소모임 구성원 내부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은 

취업으로 인한 활동의 중단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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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모임 구성원들은 지식의 학습에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었다. 

이들은 활동과 행사를 열심히 하는데 비해 ‘공부’나 ‘토론’에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거나 성장하였다. 

먼저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전기를 덜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즐겁게 

감수하고 실천하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성장이 있었는데, 소극적이던 구성원들이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초기에 리더가 혼자 계획하고 끌고 

나갔다면, 점차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등, 자발성과 참여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이 모임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끈끈한 신뢰와 애정이 깊어져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이루어 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실천을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하는 구성원도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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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해석 및 논의 

 

이상으로 꿈에바 절전소 운동의 형성조건과 시작동기, 장애와 어려움,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먼저 꿈에바가 

에너지 전환운동에 있어서의 전략적 틈새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태시민성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세 번째 연구질문인 ‘구성원들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에 대한 해석을 내려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나온 내용들을 토

대로 하되, 필요한 자료를 새로이 추가하여 서술할 것이다. 

 

제 1 절 에너지 전환운동으로서의 함의 

 

1. 전략적 틈새로서의 가능성 

 

초기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가졌던 물음 중의 하나는, 과연 

이 모임을 에너지 전환운동의 ‘전략적 틈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관악주민연대라는 지역운동 단체는 사회변화에 있어서 전략적 

틈새의 역할을 이미 해 오고 있었다. 관악주민연대는 기존 사회적 

관습이나 주류에서 당연시하는 가치관과 가정에 반기를 들고 조금은 

다른 담론이 통용되고 다른 암묵적인 룰이 깔려 있는, 일종의 

‘해방구’와 같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안의 소모임인 꿈에바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에 역행하는 틈새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틈새 관리에서는 이러한 전환운동들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비전에 대한 예측, 사회적 관계망, 학습 등이 거론되며, 

전환마을 연구에서는 풀뿌리 혁신, 신뢰와 같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그런 면에서 관악주민연대와 꿈에바는 이러한 

요소들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 높은 정도의 상호신뢰와 우호적이고 

관용적인 분위기, 활발한 의사소통, 민주적인 구조와 투명한 운영은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관악주민연대와 꿈에바의 강력한 원칙 중의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향식(top-down) 방식을 지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소모임을 통한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100 

신뢰가 강하다. 특히 모임 리더인 김현숙의 다소 우유부단해 보일 만큼 

민주적인 리더십은 눈 여겨 볼만하다. 유한한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환경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겸손, 신중함, 현명함”을 

특징으로 하는 “탈 영웅적”인 성향이다. 현대의 영웅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Orr, 1992). 김현숙의 솔직하고 분권적이며 

민주적인 리더십은 다른 구성원들의 성장과 함께 모임 전체의 성장과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민주적인 리더십은 호주 전환마을 

사례에 대한 Bay의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적인 리더십(feminine 

leadership)’, 혹은 ‘전환적인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도 유사하다(Bay, 2013). 호주 전환마을 사례에서의 

여성적인 리더십과 의사소통의 특징은 “개방적, 수용적, 비형식적, 비 

위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것이다(Bay, 2013). 전환적 리더십에서의 

관계의 핵심 요건은 리더와 구성원사의의 상호‘신뢰’와 

존중이다(Gillespie & Mann, 2004). 이것은 지역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에서 ‘신뢰’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Walker와 동료들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Walker et al., 2010). 

신뢰와 상호존중,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악주민연대와 꿈에바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 조직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적 틈새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의 설정과 관련해서이다. 다음과 같은 

김현숙의 말에서 비전 설정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연구자: 모임의 방향성이나 비전은 무엇인가? 

김현숙: 앞으로의 방향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모임 안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데… 주민연대에 물어보면, 

그건 너희가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관악주민연대 대표나 활동가들은 분명히 생태나 환경과 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소식지나 활동계획, 담론, 꿈에바에 대한 지원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앞장서서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하향식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꿈에바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비전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성미산이나 부안 핵폐기장 

문제와 같은 이슈 중심의 활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일상의 

단절’을 통해 강하게 단련되지 못했다. 그렇게 이슈를 통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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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적극적으로 저항담론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과 연계된 생활세계 속에서 그런 담론을 스스로 

생산해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꿈에바가 에너지 전환의 틈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2. 에너지시민성과 생태시민성에 던지는 함의 

 

꿈에바의 구성원들을 ‘에너지시민성’, 혹은 ‘생태시민성’이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답하기 어렵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 첫째는 

구성원들이 이 이론적 개념에서 말하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모임 리더의 경우 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론과 현실과의 차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이론은 현실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이 모임이 이제 막 에너지시민성이나 

생태시민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초기’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먼저, 리더를 제외한 모임의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에너지시민성이나 

생태시민성의 틀로 보기는 어려웠다. Devine-Wright의 정의대로 

능동적으로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아직 깊이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여건상 

박진희의 정의대로 공동소유에 참여하거나 발전소에 투자할 형편도 

아니다. 그리고 Dobson의 네 가지 생태시민성의 특성 중에서도 

‘배려나 공감과 같은 덕성’, 그리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넘나듦’이라는 두 가지 특성만을 간혹 볼 수 있었을 뿐, 전 지구적 

생태발자국이나 미래세대를 크게 고려하는 측면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에너지시민성과 생태시민성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능동성, 권리보다 의무의 강조, 공적 영역에의 

참여와 덕성을 요구하는데 비해, 이는 평범한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특성일 수 있다.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덕성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에너지 절약의 의미를 깨우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주민들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따라서 

에너지시민성과 생태시민성을 폭넓게 재해석하거나 재 개념화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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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리더인 김현숙에게서는 에너지시민성과 생태시민성의 특성이 

거의 대부분 발견되었다. 그렇지만 그를 이러한 개념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다른 특성도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김현숙 자신이 

이 활동을 ‘시민운동’의 하나로 보거나 스스로가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현숙은 자신들의 활동을 

‘사회변혁운동’의 일부이자 지역운동으로 바라보고 있고, 스스로 

‘민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80년대 엄혹한 시기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고, 스스로 ‘노동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그의 말을 통해 변혁운동으로서의 지향성과 

그가 가진 ‘중산층’, ‘시민’운동에 대한 약간의 거리감을 유추할 수 

있다.  

 

김현숙: 새롬 마을(가명)을 방문했는데, 대안학교도 있고, 공동육아도 있고, 

반찬가게도 있고, 이것저것 너무 잘 되어있는 거예요. 그곳이 엄청 

부러웠죠. 근데 돌아와서는, ‘흥! 거기는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 들여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 형편이랑은 다르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숙: 절전소 운동 초기에 이것이 정부를 도와주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회의가 들었어요. 

 

사실 이러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사이의 정체성 혼란은 관악주민연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빈민운동으로 출발한 관악주민연대는 

20년의 현대사를 겪어오면서 점차 시민이라는 화두를 끌어안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관악주민연대에게나 김현숙에게나 ‘시민성’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뿌리 깊이 체화되지 않은 

반쪽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태시민성이나 에너지시민성을 고정된 덕성이나 

품성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지향점이나 목표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례 연구에서 보이는 리더와 구성원들의 상황은 

생태시민성을 향해 첫 걸음을 딛고 나아가는 과정, 혹은 생태시민성이 

품고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례의 경우 구성원 개인을 각자 따로 

보면, ‘생태시민’이라고 힘주어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의 

집단으로서 이 모임을 바라보면 소위 생태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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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명확히 드러낸다. 역으로, 이 사례에서 리더는 높은 수준의 

생태시민성과 에너지시민성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였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교육에서 생태시민성의 

양성이 핵심적인 교육목표로 등장하지만, 상호성과 관계성을 상실한 

생태시민성은 박제화되거나 이론에 그치게 된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도 전환운동은 그런 높은 기준의 생태시민성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사례에서처럼 높은 수준의 생태시민성을 

가진 사람이 핵심적으로 한 사람만 있어도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뒷받침으로 조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적 관계망과 집단적 정체성 

 

이 사례의 경우에는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즉, 지인의 권유가 절전소 운동의 결정적인 

활동 참여 동기이자 확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람들은 이 모임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거나 이 활동의 비전과 의미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양상은 Kilgore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일치한다. 

 

집합적인 사회적 행동(collective social action)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비판적인 성찰의 결과는 아니다… 사회운동조직의 회원모집을 관찰해 보면, 

새로운 회원의 대다수는 기존 회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우리는 친구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회적 행동의 비전에 동의하거나 그 비전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서도 집합적인 사회적 행동에 동참하게 된다(Kilgore, 1999). 

 

Kilgore의 이야기처럼 이 사례의 경우는 처음 형성 단계부터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관악주민연대이다. 관악주민연대의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모임과 강좌들, 도서관이라는 상시적인 공간이 사회적 관계망과 

지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모임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같은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라는, 다소 우연적이고 물리적인 

조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집단적인 정체성이 강했다.“나는 

꿈에바 사람이다. 에너지 활동을 한다.”라는‘집단적인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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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어 있었다. 최근에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김연수는 “현숙씨는 

체구도 조그마한데 주민연대에서 (다른 분과에) 밀리면 안되지,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해. 같이 하자고.”이런 식으로 주민연대 내에서도 에너지 

소모임의 집단적 조직력을 과시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러한 

집단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관악주민연대 활동가는 일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약간의 우려를 표시할 

정도였다. 

 

고철민: 꿈에바가 자기 활동을 계획하는 놀라운 발전을 보인 이유는, 각자가 

이게 자기 일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의 하나로 꿈에바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 일의 계획이나 집행에 탄력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자칫하면 소속감이 폐쇄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 

 

꿈에바 구성원들은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구성원 

각자로는 불가능했을, 사회적 행위자로서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이들의 ‘활동’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행동(behavior)이 아니라 

행위(action)라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에서 행위는 직접적인 활동뿐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포함하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것도 

포함한다. 또한 행동에는 어떠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행위에는 사회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Jensen, 2002). 

허준은 이와 비슷하게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과정의 공동체 학습을 

연구해보았을 때, ‘호의적인 관계망’이 확장되어 자발적 동조를 통한 

‘공명적 학습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한다(허준, 2012).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에너지 전환운동에 있어서 촘촘하고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의 중요성과 집단적 정체성의 역할에 

대해서 상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학습과정 

 

4장에서 보았듯이 이 모임의 경우 구성원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인 거부감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들의 학습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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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보는 것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그 과정에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무형식 학습의 영향 

 

관악주민연대와 꿈에바가 정기적으로 기획하는 에너지 강좌와 

시민강좌는 비형식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후변화나 

에너지와 관련한 강좌나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문제와 핵 발전소의 위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꿈에바의 

에너지 강좌도 그렇다. 물론 후반부에 자립마을 탐방이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기후변화 교육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 중에서, 간혹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겪는 

생태공포증의 징후가 보고된다. 영국의 전환마을에서도 운동가들이 

준비하는 학습교재와 자료들은 ‘불편한 진실’류의 영화로서, 종말적인 

이야기를 주로 해서 헌신적인 운동가들조차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Seyfang & Haxeltine, 2012). 한국의 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언급되었다. “기후변화와 

핵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세상이 당장 망할 것 같아 의욕을 

상실하기도 했고.. (교육을 받으면서도 마을 주민들은) 무섭고, 안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게 컸었어요.”(박종문, 2015) 

그런데 꿈에바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지적인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있었을 뿐, 기후변화 교육 특유의 공포감과 무력감, 혹은 

생태 공포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래된 구성원인 박미선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볍게 언급하였다. 

  

박미선: 교육은 다 들었어요. 모르고 살면 그냥 살았을 텐데, 불편한 진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몰랐으면 생선도 그냥 먹었을 텐데
46
… 그래도 

몰랐던 걸 알게 되어서 좋기는 해요. 

 

박미선에게서는 두려움이나 회피의 감정이 아닌 약간의 불편함이 

보였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감정이 더 컸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46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의 해양 유출로 생선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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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바의 에너지 교육이 학습자의 상황과 정서에 맞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이었거나 아니면 학습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꿈에바의 에너지 

교육은 다른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하는 교육과 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꿈에바 구성원들에게는 에너지 교육보다는 다른 시민교육 혹은 

무형식 학습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거나, 다른 활동의 긍정성이 생태 

공포증을 완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준 

요소를 무형식 학습에서 찾았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형식 

학습들에는 정기회의와 대화를 통한 학습, 절전소와 꿈에바 단체 카톡방, 

관악주민연대 소식지와 홈페이지, 각종 외부 행사 참여, 지역 라디오 

방송 등을 들 수 있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장소나 매체를 통해 생산된 

담론에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그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내면화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형식 학습의 장을 

통해서는 기후변화나 핵발전의 위험성이나 문제점보다는‘즐거운 

대안’에 대한 정보와 논의가 훨씬 활발하게 공유된다.  

먼저 정기회의와 대화를 통해 이들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들에 대해서 내용적인 학습을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서 태도나 감정 등을 학습하기도 한다. 구성원들끼리의 

대화에서도 서로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비교적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서은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서은혜: 지난번 회의 때, 현숙 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사람을 모을 수 있다’고 한 말이 기억났어요. 그 말이 무척 

다가와서 나도 현숙 샘을 따라서 그렇게 해보려고요.    

 

또한 단체 카톡방이 두 가지 운영되고 있는데, 꿈마을에코바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카톡방(16명)과 절전소 카톡방(62명-기관 

참여자와 임대아파트는 제외)이 그것이다.47 이 온라인 공간도 이들에게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카톡방에서는 활동과 관련한 실무적인 일, 

                                            
47

 절전소 카톡방에는 실제로 절전소 운동과 불끄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수가 

가입해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어르신들과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카톡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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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시안이나 모임에 대해 논의하는 글, 행사와 모임 안내, 그리고 

서로의 근황이나 생일 축하,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함께 

뒤섞여 있다. 절전소 카톡방은 주로 매달 자기 집 전기 사용량을 올리고, 

매달 22일 불끄기의 날에 불끄기 인증 사진을 올리는 용도로 쓴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도 절전 노하우를 올리기도 하고, 자주 에너지 

환경문제와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201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올라온 환경에너지 관련 내용들만 대략적으로 간추려도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단체카톡방에 올라오는 에너지 환경관련 내용 2015년6~9월 

날짜 내용 

6월21일 환경문제 다룬 교황의 가톨릭 회칙 발표 기사 

6월21일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조치에 대한 녹색당 성명서 

6월23일 관악 도시 농부학교 동영상 

7월8일 관악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광고 

8월6일/9월1, 3일 밀양 아리랑 영화 상영 

8월14일 다른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정보, 

8월12일 미니태양광 설치한 분의 전기사용량 감소 

8월20일 미니태양광 설치 관련 기사 

8월20, 29일 

9월7, 11일 

인헌 고등학교 햇빛발전 협동조합 광고 및 설명,  

설명회 안내, 발대식 안내, 조합원 가입 방법 

8월27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론조사 

9월8일 에너지 수호천사 활동상황 

9월9일 나눔 장터 

9월9일 방사능안전 급식조례제정 운동 정보 

9월10일 관악 라디오 인헌고 햇빛발전소 김은형 선생님 

인터뷰 링크 

9월14일 환경재단 무료 환경 영화 상영 정보 

 

대부분의 정보는 김현숙이 올리지만 도시농부학교 동영상, 미니태양광 

설치 후 전기 사용량 감소 상황, 나눔 장터, 라디오 프로그램 링크나 

환경영화 상영 정보와 같은 것은 다른 절전소 주민이나 활동가가 올린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제공되고 사람들은 정보에 대해 

즉각적이고 상호적인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카톡방은 거부감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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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대화의 내용은 우호적이다. 이 정보와 대화가 싫은 사람은 

카톡방을 나가면 그만이므로 강제성도 없다. 자발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의 정보의 습득은 학습의 효과를 높여준다.  

또한 절전소 카톡방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랑하고 

서로 부러워하며 축하해준다거나, 길 가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진을 찍어 

카톡방에 올리며 자기 일처럼 뿌듯해 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와 태도가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꿈에바 구성원들과 절전소 운동 참여자들에게는 카톡방과 회의, 

대화 및 절전 행사 등을 통한 무형식 학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실천을 통한 집단 학습 

 

이 사례에서 리더나 구성원들이나 모두 행동과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또는 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by experience)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리더의 학습 양상과 

다른 구성원들의 학습 양상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리더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변증법적으로 스스로 부정하며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비판적 학습(critical learning)의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 다른 구성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식 학습보다는 각종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는 등의 경험과 실천을 통해 변화하고,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찰하고, 이 성찰의 과정 이후에 서서히 학습의 

필요를 느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사례에서 보이는 학습은 실행공동체에서 보는 학습의 관점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꿈에바는 에너지라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형성하였으며,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다. 또한 관악주민연대라는 더 큰 조직에 

속해있으면서, 에너지와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악주민연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모임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핵심적인 과정에는 참여와 

실천이 있었다.  

또한 이 사례는 학습을 실천 공동체에의 점진적인 참여이며, 관계가 

형성되고 쇄신되는 과정으로 보는 상황학습과도 아주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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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행동주의는 학습을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인지주의는 개념적이고 인지적인 구조를 얻는 

것으로 보는데 비해, 상황적 관점에서는 학습을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상호간의 관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Nikel, 2008). 

구성원들은 모임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변화와 성장의 폭이 컸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들이 그 

모임에 얼마나 소속감과 정체성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러한 의식을 학습하고 획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숭희는 교육에서 학습을 한 개인의 

‘머리’속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변화로 간주하여 주로 개인의 학습에 

국한함으로써 집단 학습 및 그것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어려웠음을 지적하면서, 개인학습은 그가 속한 조직공동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맥락적 특성 안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조직 

공동체의 성장 및 발전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숭희, 

2006). 꿈에바의 학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학습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학습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집단적인 

의식향상이 개인의 의식 향상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한편 이 모임의 성장과 학습 동력 중의 하나는 민주적인 분위기이다. 

권력과 정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공유되며, 관용적 분위기와 

서로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 인해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모임은 Welton의 민주적 학습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Frerie의 언어를 빌려오자면, 김현숙은 이 

모임에서‘성인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촉진자의 과제는 

대화를 통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학습자에게 그들 

자신의 학습과정에 능동적인 참여자의 지위, 즉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Mayo, 1994) ‘진정한 대화’는 

대화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신뢰로부터 발생하는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존 경험, 집단이 가진 

집합적 지식과 그 가정에 도전하게 하여, 환경문제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정치적 권력 관계를 들여다보게 한다(D. E. Clover, 2002). 이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이러한 ‘진정한 대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일상적인 모임과 대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 제도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면 좋을 것인지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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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보이는 학습과정을 Hines와 Hungerford의 ‘책임 있는 

친환경 행동모델(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model)’과도 

비교해볼 수 있다. 1970~80년대까지는 친환경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습득을 통해 태도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인과적으로 뒤따라 

온다는 선형적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사례의 경우는 그와는 정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에서 구성원들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도 먼저 실천과 행동을 하고 나서 그 행동의 의미를 

성찰하는 편이었다. 그러고 나서 지식의 습득과 학습의 필요성을 뒤늦게 

느끼고 천천히 공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의 상황적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한 참여자는 “처음에 

뭔지 모르고 참여해서 활동했지만, 이 모임이 단순한 수다모임이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미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고 매우 복잡한 다른 요인들이 개입하지만,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림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꿈에바 구성원들의 환경행동과 학습양상48 

                                            
48

 그림에서 굵은 화살표는 시간상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며, 점선 화살표는 시

간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다. 

상황적 맥락 

통제감과 권능감 향상 

(LOCUS OF CONTROLL/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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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의 경우에는 실천과 실천으로 인한 작은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통제감(locus of control)과 권능감(empowerment)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꿈에바 구성원들은 소소해 보이는 일상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어 보는 경험을 

집단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다시 전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주었다.  

 

이현지: 나의 조그만 변화가 공동체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서울시 

사업으로 이어지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로부터의 

작은 변화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맛보게 되었어요. 작은 

실천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이현지의 경험에서 나온 이와 같은 이야기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연구 사례에서의 이러한 통제감의 향상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고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다. Giddens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직접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온다 한들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 자신의 생활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기든스의 역설(Giddens’s paradox)을 주장했다(Giddens, 2009).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지역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여, 실천과 

변화를 통하여 개인과 집단의 통제감과 권능감을 높인다면 기든스의 

역설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반증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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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맺는 말 

 

 

에너지 전환운동의 성패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일상에 이 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전환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찍이 Commoner는 

환경운동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시민이 환경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이 환경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전자는 소비와 인구 억제 등 개인적인 행동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후자는 구조나 생산기술 등 사회적 측면에 

주목한다(Commoner, 2014). 그러나 실제로는 시민들은 환경운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인,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동시에 모색한 시민들의 사례를 다루었다.  

이 연구의 사례인 ‘꿈마을에코바람’의 구성원들은 환경을 공부한 

전문가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아니고 학력수준이나 교육 정도가 높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Seyfang의 연구와 Bay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이 주로 전환마을 운동의 

구성원이었다(Bay, 2013; Seyfang, 2009). 또한 대부분의 전환마을 

운동이 토트네스 전환마을 운동을 모델로 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 사례의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리더조차 최근까지도 토트네스 

마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49  그래서 이들의 활동과 변화는 대중의 

환경의식 성장의 맹아 단계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에너지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환경의식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모임은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자생적으로 

성장했고,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와 조직운영 방식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해볼 만하다.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환경교육이 근대 도구적 이성의 

무비판적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연과 인간을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분야라면,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학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49

 리더인 김현숙은 최근 연구자를 통해서 토트네스 전환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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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학교교육과 아동교육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있는 환경교육이 

성인교육, 사회교육,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으로까지 그 관심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개인의 환경의식과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데,‘사회적 관계망’과 ‘집단적 정체성’을 

통한 성인들의 환경적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공동학습과 

집단에 대한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적 실천, 태도, 

지식과의 관계에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식이 아니라 참여와 

실천으로 시작한 선순환 구조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상황적 

맥락이었으며, 여기에 촉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변화의 경험으로 인한 

통제감과 권능감의 향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 사례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이후의 후속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환경교육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ility)의 ‘for’에 대한 거부감과 논쟁이 있다. 교육이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이미 교육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의 영역이 아닌 ‘운동’으로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에너지 전환운동과 전환마을 운동에서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전환운동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더 많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의 학습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전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학적인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학습이나 교육을 전환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훈련과 학습을 동일시하기도 한다(Seyfang & 

Haxeltine, 2012). 이것은 교육과 학습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다시 던져준다. 전환운동 안에서의 학습과정이 얼마나 교육적이고, 

얼마나 인간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운동 조직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례만을 연구했기에 다른 곳에 적용시키거나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특유의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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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에너지 전환운동 조직이나 절전소 운동에 대한 

여러 사례를 비교 연구해보면 훨씬 풍부한 상황과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더불어 이 사례의 경우는 초창기의 에너지 자립마을, 절전소 운동의 

사례를 보았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진화해나갈지는 

미지수이다. 역사가 더 오래된 전환 운동 조직의 사례, 자립마을의 

사례를 공동학습의 관점에서 시간 축을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 본다면, 추후에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도출될 것이다. 

 

한편, 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의 가장 큰 ‘상심’은, 결과를 떠나서 이 

연구가 연구의 현장인 꿈에바 모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얼마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었다. 50  

우리가 어떤 대상에 보여주는 관심과 애정은 그 자체로 그를 성장하게 

한다. 좋은 삶과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는 모든 이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내는 것이 연구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제언해 본다.   

 

                                            
50

 상심(傷心)은 본래 키에르케고르의 ‘분노를 느끼고 마음이 상하게 된 상태’, 혹은 

‘무엇인가 싶으면서도 무엇인 아닌 파라독스적 존재를 이해해보려는 강렬한 마음 쏠

림’을 말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상실, 결핍, 부족에서 오는 가슴앓이와 그래서 그것

을 찾게 되는 원인을 말한다(조용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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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is increasing and so is the 

importance of proper climate change education. However, careless 

education about climate change brings about the opposite effect, 

which gives learners fear, powerlessness or ecophobia.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positive and alternative learning about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 in a community of adults.  

The case of this study is a Negawatt movement group in a 

grassroots local organization in Gwanakgu, Seoul, South Korea. The 

qualitative case study mainly used moderate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interview and documentary sources. The researcher joined the 

group and received peripheral membership.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onal background of the group, motivators of the group 

members to join, obstacles against the movement, and changes or 

growth of the members.  

The main activity of this group is to develop ways to reduce 

energy use,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to produce energ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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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The group members were stimulated by the Fukusima 

nuclear accident, the tragedy of Milyang transmission tower, and 

activities of other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The members 

have various motivators for participation. As the leader is deeply 

interested in building local community, she considers the Negawatt 

movement as a means for achieving this goal. On the other hand, a 

majority of other members were first under the influence of a social 

network. They entered into this group mainly by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As time goes on, the members recognized that this 

activity is worthy enough and they have fun with it.  

The group has several obstacles against growing and spreading 

the movement, such as financial difficulty and member’s fear about 

academic studies. Nevertheless, the members continued to grow in 

confidence, autonomy, the positive, and changed their lifestyle 

toward reducing energy use. Moreover, they developed collective 

identity and a democratic communication system. They learned 

environmental attitudes and values from non-formal education such 

as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meetings, informal 

conversations, and events. Members tended to join first. Then, they 

participated and practiced. Afterwards, they understood the 

connection between their lifestyle and climate change. Also, the 

members realized the need to study, and had a significant 

experience of changing their lifestyle collectively, which provided 

locus of control and empowerment. The symptom of ecophobia is 

hardly found in this group. 

The group’s learning process is inconsistent with the ‘Hines 

model of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Rather, the opposite 

is the case. Moreover, this case provokes controversy over the 

‘Giddens’s paradox’, which suggests people’s inaction against 

climate change. The learning process of this case is similar to 

‘community of practice’, whose purpose is developing member’s 

capabilities through participation and practice. 

This research shows an example that provides a pathway for 

enhancing people’s competence through ‘learning by doing’. In 

addition, research about the learning process of non-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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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ed adults implies a way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spreads 

more effectively to common people.  

 

 

Keywords : energy transition, Negawatt movement, social network, 

locus of control and empowerment, community of practic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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